
カテゴリー別アーカイブ: 韓国語のおしらせ

韓国語のお知らせです

와쿠와쿠 마츠리 온라인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2021년 12월 온라인 와쿠와쿠 마츠리!

YouTube 공개 기간과 동시에 라운지도 와쿠와쿠 week 기간으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사진의 테마는  

「나의 고향! 나의 가족!」 

（my hometown and my family)

응모대상은 

★ 라운지에서 일본어 공부하는 학습자  
★ 뉴커머 어린이 교실의 학생과 그 가족 

★ 외국어 교실 강사  
★ 라운지 창구 외국어 스탭 

응모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메일로 보내 주세요.  

E-mail: kohokulounge@yokohama.nifty.jp

마감은 10월 31일입니다. 

2021 ワクワク写真展応募⽤紙（PDF）

http://kohokulounge.la.coocan.jp/%ec%99%80%ec%bf%a0%ec%99%80%ec%bf%a0-%eb%a7%88%ec%b8%a0%eb%a6%ac-%ec%98%a8%eb%9d%bc%ec%9d%b8-%ec%82%ac%ec%a7%84%ec%a0%84%ec%9d%84-%ea%b0%9c%ec%b5%9c%ed%95%a9%eb%8b%88%eb%8b%a4/
mailto:kohokulounge@yokohama.nifty.jp
http://kohokulounge.la.coocan.jp/wp/wp-content/uploads/2021/08/2021-%E3%83%AF%E3%82%AF%E3%83%AF%E3%82%AF%E5%86%99%E7%9C%9F%E3%82%B3%E3%83%B3%E3%83%86%E3%82%B9%E3%83%88%E6%A1%88%E5%86%85%E7%8A%B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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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교실 2학기 (2021년 9월〜12월)

일본어 교실 2학기 스케줄과 2학기 교실 첫 수업 

일본어 교실 2학기 (2021년 9월〜12월) 일정입니다. 

긴급 사태 발령으로 휴강이 된 교실도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kohokulounge.la.coocan.jp/wp/wp-content/uploads/2021/08/%E5%86%99%E7%9C%9F%E5%B1%95%E3%83%9D%E3%82%B9%E3%82%BF%E3%83%BCjpgHP%E7%94%A80831.png
http://kohokulounge.la.coocan.jp/category/korean_info/
http://kohokulounge.la.coocan.jp/%ec%99%80%ec%bf%a0%ec%99%80%ec%bf%a0-%eb%a7%88%ec%b8%a0%eb%a6%ac-%ec%98%a8%eb%9d%bc%ec%9d%b8-%ec%82%ac%ec%a7%84%ec%a0%84%ec%9d%84-%ea%b0%9c%ec%b5%9c%ed%95%a9%eb%8b%88%eb%8b%a4/
http://kohokulounge.la.coocan.jp/%e2%98%85%ec%9d%bc%eb%b3%b8%ec%96%b4-%ea%b5%90%ec%8b%a4-2%ed%95%99%ea%b8%b0-2021%eb%85%84-9%ec%9b%94%ef%bd%9e12%ec%9b%94/
http://kohokulounge.la.coocan.jp/%e6%97%a5%e6%9c%ac%e8%aa%9e%e6%95%99%e5%ae%a43%e5%ad%a6%e6%9c%9f%e3%81%ae%e3%82%b9%e3%82%b1%e3%82%b8%e3%83%a5%e3%83%bc%e3%83%ab%e3%81%a83%e5%ad%a6%e6%9c%9f%e5%88%9d%e5%9b%9e%e3%81%ae%e6%97%a5%e6%9c%ac/


★ 일본어 교실 2학기 스케줄 (2021년 9월〜12월) (pdf)

9월 첫 수업은 (�rst lesson of Second Trimester) 

일요일 교실  Sunday    9월 5일      ※ 9월은 온라인 강의  
월요일 교실  Monday  10월 4일  ※ 9월 휴강 

화요일 오전 교실 Tuesday Morning ※ 9월 휴강 

목요일 오전 교실 Thursday Morning  10월 7일  ※ 9월 휴강  
금요일 교실 Friday       9월 3일 

토요일 교실 Saturday  9월 4일

화요일 야간 교실 Tuesday Evening  9월 7일 

목요일 야간 교실  Thursday Evening  10월 7일 ※ 9월 휴강 

수요일 야간 히요시 교실 Wednesday Evening Hiyoshi 9월 8일

일정을 꼭 확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元記事︓⽇本語教室2学期 (2021年9⽉から12⽉)について

続きを読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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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긴급 비상사태 선언에 따른 고호쿠 라운지 업무

【알림】긴급 사태 기간  (9/2 현재 9/30까지) 동안 고호쿠 라운지 업무는 다 음과 같습니다.  

일본어 교실이 휴강되거나, 시간이 변경된 경우가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kohokulounge.la.coocan.jp/wp/wp-content/uploads/2021/09/2021%E5%B9%B4%E5%BA%A6%EF%BC%92%E5%AD%A6%E6%9C%9F%E6%97%A5%E6%9C%AC%E8%AA%9E%E6%95%99%E5%AE%A4%E3%82%B9%E3%82%B1%E3%82%B8%E3%83%A5%E3%83%BC%E3%83%AB.pdf
http://kohokulounge.la.coocan.jp/%e2%98%85%ec%9d%bc%eb%b3%b8%ec%96%b4-%ea%b5%90%ec%8b%a4-2%ed%95%99%ea%b8%b0-2021%eb%85%84-9%ec%9b%94%ef%bd%9e12%ec%9b%94/#more-14272
http://kohokulounge.la.coocan.jp/category/korean_info/
http://kohokulounge.la.coocan.jp/%e2%98%85%ec%9d%bc%eb%b3%b8%ec%96%b4-%ea%b5%90%ec%8b%a4-2%ed%95%99%ea%b8%b0-2021%eb%85%84-9%ec%9b%94%ef%bd%9e12%ec%9b%94/
http://kohokulounge.la.coocan.jp/%e2%98%852021%eb%85%84-9%ec%9b%94-%ea%b8%b4%ea%b8%89-%eb%b9%84%ec%83%81%ec%82%ac%ed%83%9c-%ec%84%a0%ec%96%b8%ec%97%90-%eb%94%b0%eb%a5%b8-%ea%b3%a0%ed%98%b8%ec%bf%a0-%eb%9d%bc%ec%9a%b4%ec%a7%80/


 

元記事︓2021年9⽉緊急事態宣⾔下の港北ラウンジの業務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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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코로나 백신】무료 접종!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ENGLISH 简体中⽂  繁體中⽂ TIẾNG VIỆT 한국어

 

◆  백신은 무료입니다. 

 

 

http://kohokulounge.la.coocan.jp/wp/wp-content/uploads/2021/08/20210901%E3%82%B3%E3%83%AD%E3%83%8A%E5%AF%BE%E5%BF%9CHP%E7%94%A8%E5%85%A8%E4%BD%93.png
http://kohokulounge.la.coocan.jp/category/korean_info/
http://kohokulounge.la.coocan.jp/%e2%98%852021%eb%85%84-9%ec%9b%94-%ea%b8%b4%ea%b8%89-%eb%b9%84%ec%83%81%ec%82%ac%ed%83%9c-%ec%84%a0%ec%96%b8%ec%97%90-%eb%94%b0%eb%a5%b8-%ea%b3%a0%ed%98%b8%ec%bf%a0-%eb%9d%bc%ec%9a%b4%ec%a7%80/
http://kohokulounge.la.coocan.jp/%e3%80%90%ec%8b%a0%ed%98%95-%ec%bd%94%eb%a1%9c%eb%82%98-%eb%b0%b1%ec%8b%a0%e3%80%91%eb%ac%b4%eb%a3%8c-%ec%a0%91%ec%a2%85/
http://kohokulounge.la.coocan.jp/%e6%8e%a5%e7%a8%ae%e3%80%90%e6%96%b0%e5%9e%8b%e8%82%ba%e7%82%8e%e7%96%ab%e8%8b%97%e3%80%91%e6%98%af%e5%85%8d%e8%b2%bb%e7%9a%84%e3%80%82-3/
http://kohokulounge.la.coocan.jp/%e6%8e%a5%e7%a8%ae%e3%80%90%e6%96%b0%e5%9e%8b%e8%82%ba%e7%82%8e%e7%96%ab%e8%8b%97%e3%80%91%e6%98%af%e5%85%8d%e8%b2%bb%e7%9a%84%e3%80%82/
http://kohokulounge.la.coocan.jp/wp/wp-content/uploads/2021/07/%E7%84%A1%E6%96%99%E3%81%A7%E3%81%99.png


◆ 백신접종은 의무가 아닙니다. 
  백신은 맞고 싶은 분만 맞으면 됩니다. 
  백신은 두 번 접종합니다.

 

 ●  외국인을 포함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백신 안내가 옵니다. 

 요코하마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요코하마시에서 보낸 봉투가 도착합니다.  

 

 

 

 봉투에는 접종권이 들어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싶은 분은 버리지 마세요. 

●  봉투에는 백신 접종에 관한 안내장 이 들어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싶은 분은 예약을 꼭 해 주세요. 예약
방법은 안내장에 씌어 있습니다. 

다국어 버전  

영어、중국어(간체자)、한글、쉬운 일본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는

사항은 콜센터 에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8 개 국어

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본어、영어、중국
어、한국어、베트남
어、네팔어、스페인
어、포르투갈어) 

 ● 봉투에는 백신 접종 예

진표가 들어 있습니다.

    예약 후에 예진표를 작

성해 주세요.

http://kohokulounge.la.coocan.jp/wp/wp-content/uploads/2021/07/medical_yobou_chuusya_mask_woman.png
http://kohokulounge.la.coocan.jp/wp/wp-content/uploads/2021/07/%E3%83%AF%E3%82%AF%E3%83%81%E3%83%B3%E6%8E%A5%E7%A8%AE%E5%88%B8%E3%81%AE%E5%B0%81%E7%AD%92%E6%A8%AA%E6%B5%9C%E5%B8%82.jpg
http://kohokulounge.la.coocan.jp/wp/wp-content/uploads/2021/07/%E6%8E%A5%E7%A8%AE%E5%88%B8%E3%81%AE%E8%A6%8B%E6%9C%AC.jpg
https://www.city.yokohama.lg.jp/kurashi/kenko-iryo/yobosesshu/vaccine/multilingual.html
http://kohokulounge.la.coocan.jp/wp/wp-content/uploads/2021/07/%E3%83%AF%E3%82%AF%E3%83%81%E3%83%B3%E6%8E%A5%E7%A8%AE%E6%A1%88%E5%86%85%E6%A8%AA%E6%B5%9C%E5%B8%82.png


     예진표  예약은 여기 

（Translations of Prevaccination Screening Questionnaire for COVID-19    vaccine） ＜후생노
동성 사이트＞

●  예약한 날, 시간, 예약한 장소에 갑니다.

 ＜백신 접종 준비물＞

    ① 접종권 

    ② 예진표

    ③ 약 수첩 (가지고 계신 분만)

 ④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

＜참고정보＞

★ 코로나 백신에 대해 외국어로 설명  

  웹 사이트  NHK WORLD-JAPAN

 예를 들면 

・백신은 언제, 어디에서 접종할 수 있나요? 

・백신 순서 

・어떻게 예약해야 되나요? 스케줄에 대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아라비아어・벵갈어・비르마어(미얀마)・프랑스어・힌디어・인도네시아어・한국어(조선

어)・페르시아어・러시아어・스와힐리어・타이어・우르드어・일본어

 ★ 코로나 백신 나비（후생노동성） 

  언어︓일본어 / 알기 쉬운 일본어

★【유튜브】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 (후생노동성) 
  언어︓일본어 

http://kohokulounge.la.coocan.jp/wp/wp-content/uploads/2021/07/%E3%83%AF%E3%82%AF%E3%83%81%E3%83%B3%E6%8E%A5%E7%A8%AE%E3%82%B3%E3%83%BC%E3%83%AB%E3%82%BB%E3%83%B3%E3%82%BF%E3%83%BC%E6%A8%AA%E6%B5%9C%E5%B8%82.png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vaccine_tagengo.html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vaccine_tagengo.html
http://kohokulounge.la.coocan.jp/wp/wp-content/uploads/2021/07/%E8%BA%AB%E5%88%86%E8%A8%BC%E6%98%8E%E6%9B%B8%E3%81%AA%E3%81%A9%E3%81%AE%E3%82%A4%E3%83%A9%E3%82%B9%E3%83%88.pdf
https://www.nhk.or.jp/nhkworld-blog/200/449742.html
https://v-sys.mhlw.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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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쿠와쿠 마츠리 온라인 패션쇼 참가자 모집 

<<< 라운지 관계자 여러분께>>>

12월에 공개되는 와쿠와쿠 마츠리 온라인 참가자를 7월부터 모집합니다. 

현재 모집 중인「세계의 패션쇼」☆⼺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알려 드립니다. 

멋진 의상을 입고, 꼭 참가해 주세요.  

의상을 갖고 있지 않아도, 라운지에서 빌려 드립니다.  

촬영은 라운지에서도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응모 조건은 고호쿠 라운지 관계자 여러분!  
일본인도 물론 OK。일본어 자원봉사자와 학습자 커플도 대환영.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리플릿을 참고해 주세요. 

 元記事︓ワクワクまつりオンライン ファッションショー参加者募集

新型コロナワクチンを受けるには新型コロナワクチンを受けるには

http://kohokulounge.la.coocan.jp/category/korean_info/
http://kohokulounge.la.coocan.jp/%e3%80%90%ec%8b%a0%ed%98%95-%ec%bd%94%eb%a1%9c%eb%82%98-%eb%b0%b1%ec%8b%a0%e3%80%91%eb%ac%b4%eb%a3%8c-%ec%a0%91%ec%a2%85/
http://kohokulounge.la.coocan.jp/%ec%99%80%ec%bf%a0%ec%99%80%ec%bf%a0-%eb%a7%88%ec%b8%a0%eb%a6%ac-%ec%98%a8%eb%9d%bc%ec%9d%b8-%ed%8c%a8%ec%85%98%ec%87%bc-%ec%b0%b8%ea%b0%80%ec%9e%90-%eb%aa%a8%ec%a7%91%e3%80%80/
https://www.youtube.com/watch?v=sMUQK0ro4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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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2월에 와쿠와쿠 마츠리를 개최합니다!

작년에 호평을 받았던 와쿠와쿠 마츠리 온라인 버전.

http://kohokulounge.la.coocan.jp/wp/wp-content/uploads/2021/07/2021%E3%83%AF%E3%82%AF%E3%83%AF%E3%82%AF%E3%81%BE%E3%81%A4%E3%82%8A%E3%82%AA%E3%83%B3%E3%83%A9%E3%82%A4%E3%83%B3%EF%BC%88%E6%94%B9%E8%A8%82%E7%89%88%E3%80%80%E3%83%95%E3%82%A1%E3%83%83%E3%82%B7%E3%83%A7%E3%83%B3%E3%82%B7%E3%83%A7%E3%83%BC%E3%83%81%E3%83%A9%E3%82%B7.jpg
http://kohokulounge.la.coocan.jp/category/korean_info/
http://kohokulounge.la.coocan.jp/%ec%99%80%ec%bf%a0%ec%99%80%ec%bf%a0-%eb%a7%88%ec%b8%a0%eb%a6%ac-%ec%98%a8%eb%9d%bc%ec%9d%b8-%ed%8c%a8%ec%85%98%ec%87%bc-%ec%b0%b8%ea%b0%80%ec%9e%90-%eb%aa%a8%ec%a7%91%e3%80%80/
http://kohokulounge.la.coocan.jp/%ec%98%ac%ed%95%b4%eb%8f%84-12%ec%9b%94%ec%97%90-%ec%99%80%ec%bf%a0%ec%99%80%ec%bf%a0-%eb%a7%88%ec%b8%a0%eb%a6%ac%eb%a5%bc-%ea%b0%9c%ec%b5%9c%ed%95%a9%eb%8b%88%eb%8b%a4/


 올해도 아직 라운지에서 직접 축제를 열기가 힘들 듯합니다. 

시끌벅적했던 오마츠리 게임이 그립네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축제를 개최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폰, 태블릿으로 고호쿠 라운지와 함께 해 주세요!

 2021년 12월, 유튜브에서 전격 공개합니다. 

7월부터 동영상 촬영을 시작합니다. 

고호쿠 라운지 관계자 여러분, 많이 참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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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hokulounge.la.coocan.jp/wp/wp-content/uploads/2021/07/%E4%BA%88%E5%91%8A.jpg
http://kohokulounge.la.coocan.jp/category/korean_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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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통문화 교실 (6월〜7월)

전통문화 교실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 6월 17일 (목) 서예 13시〜15시 

     외국인 100엔 / 일본인 200엔

★ 7월 5일 (월) 꽃꽂이 13시〜15시 

     외국인 300엔 / 일본인 600엔

★ 7월 13일 (화) 다도 12시 45분〜15시 

     외국인 200엔 / 일본인 4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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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JLPT 일본어 능력 시험 N1・N2・N3 대책 강좌 수강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에 실시되는 일본어 능력 시험 (JLPT)을 목표로 9월부터 N1・N2・N3 대책 강좌를  시작합니다. 

6월 23일부터 수강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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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참가하고 싶은 분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JLPT⽇本語能⼒試験 対策講座（2021後期）詳細

아래 링크로 오셔서 신청해 주세요! ⇓  

・N1 교실    https://forms.gle/ZqW5dQQmp7beBBfv9

・N2 교실  https://forms.gle/W6J2sQdvdzyzxQm36

・N3 교실   https://forms.gle/GRKbyvRWrBWCCZ3U6

스케줄은 여기 ⇓ 

2021年度  JLPT ⽇程表(PDF)

////////////////////////////////////////////////////////////////////////////////////

★ 일본어 전문 교실 안내 

12월에 실시되는 일본어 능력 시험 (JLPT)  N1・N2・N3의 합격을 목표로 9월부터 공부합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자세한 사항을 こちら 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申込のサイトか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스케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1年度 にっていひょう（PDF)

⇓ 아래 링크로 오셔서 신청해 주세요! ⇓  

・N1 교실     https://forms.gle/GVeHmX1Y3cfbce5r9

・N2 교실 https://forms.gle/q5qJ2UbmovKuLjrHA

・N3 교실  https://forms.gle/GRKbyvRWrBWCCZ3U6

元記事 : JLPT⽇本語能⼒試験 N1, N2, N3 対策講座 (2021年後期) 受付開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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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초등 영어 회화 수강생 모집 (초2 〜 초4）

＜2021 여름방학 초등 영어 회화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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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에서는 올해도 초등 영어 회화 교실을 개강합니다. 

초등학생（2학년〜4학년）여러분,  
여름방학 5일간 네이티브 선생님과 같이 즐겁게 영어와 친해져 볼까요? 

    

일정︓7월 28일 (수), 30일 (금), 8월 2일 (월), 4일 (수), 6일(금) ー 총 5회 

시간︓오전 10시〜오전 11시 

대상︓초등 2학년〜초등 4학년 
모집 인원︓약 15 명 (추첨) 

비용︓5000 엔 (총 5회) 

장소︓고호쿠 국제 교류 라운지 

신청︓① Google 아래 링크로 들어가 신청해 주세요.  

     https://bit.ly/3yMsYsM 

   ② 우편으로 신청하실 떄

             ・우편번호, 주소, 참가자 이름 (한자와 영문), 학년, 보호자의 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夏休み⼩学⽣英会話係로 보내 주세요. 

             ・반신용 봉투에 신청해 주신 분의 우편번호・주소・성함을 적으시고,

                 84 엔 우표를 붙여 동봉해 주세요. 

마감︓6월 30일까지 반드시 도착 

※ 응모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알려 드리고, 추첨 결과는 7월 초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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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元記事︓夏休み⼩学⽣英会話 受講⽣募集（⼩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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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교실】일본어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 보세요!

일본어 교실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께 

먼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해 주신 분의 차례가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045-430-5670 

✉ kohokulounge@yokohama.nifty.jp

  * 신청하실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 주세요. 

1. 이름  /  Name  / Tên:

2. 국적  / Nationality / Quốc tịch:

3. 전화번호 / Telephone number/ Điện thoại:

4. 일본어 수준 / Japanese level/ Trình độ tiếng Nhật:

5. 공부하시고 싶은 요일 / Days of the week you want to join/ Lớp bạn muốn học: 

 

 

 元記事︓【にほんご きょうしつ】すぐに はいれません。べんきょうしたい ひとは もうしこみ してください

 ENGLISH

 简体中⽂

繁體中⽂

TIẾNG VIỆT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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