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카야마현내 일본어교실 지도&리스트

No.

시

정 촌

명

칭

개 최 장 소

연

락

처

(일반재단) 오카야마현 국제교류협회
1

오카야마시

(일반재단) 오카야마현 국제교류협회
일본어강좌

오카야마 국제교류센터

Tel:086-256-2914
Fax:086-256-2489

info@opief.or.jp
2

오카야마시

니시가와 일본어교실

니시가와 아이플라자 4 층
우호교류살롱

3

오카야마시

고자이공민관 일본어교실

고자이공민관

4

오카야마시

교야마공민관 일본어교실

교야마공민관

5

오카야마시

고키공민관 일본어교실

고키공민관

6

오카야마시

미쓰공민관 일본어교실

미쓰공민관

7

오카야마시

오카야마 일본어센터（OJC）

아시아국제센터

오카야마 국제교류센터 6 층
8

오카야마시

JSO 일본어 서포트센터 오카야마

아시아국제센터 4 층

9

오카야마시

일본어플라자・오카야마

국제교류플라자

10

오카야마시

일본어플라자・사이다이지

사이다이지공민관

11

오카야마시

12

오카야마시

13

오카야마시

중국귀국자의 일본어교실
나가오카교실

오카야마시 복지교류플라자

사이덴교실

사이덴

다카시마교실

고자이공민관 086-253-7581
kousaikouminkan@city.okayama.jp
교야마공민관 086-253-8302
kyouyama_k@city.okayama.jp
고키공민관 086-222-0855
koukikouminkan@city.okayama.jp
미쓰공민관 Tel : 086-724-1441
Fax:086-724-1666
오카야마 일본어센터
050-3612-2007
ojc@diary.ocn.ne.jp
086-462-0089
080-8244-8246
fuminet1129@gol.com
오카야마 일본어플라자 네트워크
086-943-1318
090-8991-6759
사이다이지공민관 086-942-6252
saidaijikouminkan@city.okayama.jp
오카야마 일본어플라자 네트워크
086-943-1318

나가오카 현영주택중앙집회장

중국귀국자의 일본어교실
중국귀국자의 일본어교실

우호교류살롱 086-234-5882
oifa@po1.oninet.ne.jp

다카시마공민관

담당:고바야시 군지
Tel. 086-277-2470
※중국잔류고아, 잔류부인 및
그 가족, 현내 체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4

오카야마시

중국귀국자의 일본어교실강좌

요시다공민관

개

최 일 시

화・수요일 10:00∼11:40
18:30∼20:10
목・금요일 10:00∼11:40
토요일
15:10∼16:50
목요일

10:15∼11:45
13:30∼15:00
18:00∼19:30

월요일

18:00∼19:30

토요일

10:00∼11:30

월요일

10:00∼11:30

※직접문의
월・목요일 10:30∼12:00
13:00∼14:30
일요일

13:30∼15:00

수요일

13:30∼15:00

수요일

18:30∼20:00

1・3・5 째주 화요일
19:00∼20:30

수요일

14:00∼16:00

월요일

14:00∼16:00

금요일

18:30∼20:30

화・토요일 10:00∼12:00
화요일

14:30∼16:30

1・2・3 째주 금요일
10:00∼12:00

중국귀국자의 일본어교실

오카야마시 복지교류플라자

사이덴교실

사이덴

구라시키시

구라시키 선의통역회

구라시키시 문화교류회관 3 층

17

구라시키시

구라시키 일본어교실

구라시키시 문화교류회관 3 층

18

구라시키시

다마시마 문화협회국제부회
일본어교실(외국인 후레아이 친목회)

다마시마 히가시공민관

15

오카야마시

16

086-956-0636
구라시키 선의통역회
GWG_Kurashiki@kurashiki-v.net
구라시키시 문화교류회관
086-430-3620
086-528-1825
infokokusai@mx1.tamatele.ne.jp

미즈시마 묘진초

19

구라시키시

미즈시마 일본어교실

20

구라시키시

글로벌히로바 KOJIMA

21

구라시키시

자야마치일본어교류 교실

22

소자시

23

후레아이회관 1 층

(한국민단 구라시키 지부)
고지마 시민교류센터
제 1 회의실

086-445-1953

토요일

10:00∼12:00

수・토요일 10:00∼12:00
월・화・수・목・토・일요일
10:00∼11:30
2・4 째주 일요일
10:00∼12:00
화・수요일
토요일

18:30∼20:30
9:30∼11:30

090-4103-0865

일요일

9:50∼11:50

자야마치공민관

080-5232-6042

일요일

9:30∼12:00

소자 일본어회화강좌

소자시 중앙공민관

090-5266-8017

토요일
일요일

16:30∼21:00
9:00∼12:00

소자시

지역을 이어주는 일본어교실

소자시 보건센터 외

24

소자시

모모타로 일본어교실

에스꼴라 ・모모타로・ 오카야마

25

가사오카시

가사오카 국제교류협회 일본어강좌

가사오카시 시민활동지원센터

26

이바라시

이바라시 국제교류협회 일본어교실

이바라시 시민활동센터

소자시 인권・마을조성과
0866-92-8242
jinken-machi@city.soja.okayama.jp
NPO 법인 모모타로 해외우호협회
Tel :0866-92-6780
Fax:0866-92-6785
soja_escola@yahoo.co.jp

※직접문의
일요일

9:30∼11:30

※직접문의

가사오카 국제교류협회
0865-63-5931
kiea1999@mx1.kcv.ne.jp

수요일

이바라시 국제교류협회
0866-62-9504

2・4 째주 화요일
19:00∼20:30

토요일

10:00∼11:30
13:30∼15:00
14:00∼15:30

27

다카하시시

다카하시시 일본어교실

기비국제대학 아시아무라

다카하시시 비서정책과 기획담당
0866-21-0208

28

아카이와시

다노시이 니혼고

아카이와시 아카사카공민관

아카이와시 사회복지협의회
산요사무소
086-955-8877
sansha@mx9.tiki.ne.jp

29

와케초

와케 일본어교실

와케 중앙공민관

와케 일본어교실 090-7594-9385

30

쓰야마시

쓰야마 일본어교실 복지회관교실

쓰야마 종합복지회관

31

쓰야마시

쓰야마 일본어교실 산・
산 교실

32

쓰야마시

쓰야마 일본어교실 리전센터교실

그린힐즈 쓰야마 리전센터

33

쓰야마시

쓰야마 일본어교실 다카노공민관교실

다카노공민관

34

마니와시

마니와 일본어서클

마니와시 구세공민관

35

마니와시

mama & kids club FRIENDS

구세 이키이키살롱

36

쇼오초

쇼오일본어교실

쇼오초공민관

쓰야마 남녀공동참획센터
「산・산」（아루네 쓰야마５층）

쓰야마시 협동추진실 0868-32-2032
kyoudou@city.tsuyama.okayama.jp

마니와시
사회복지협의회 0867-42-1005
0868-38-4828

※직접문의

１∼3 째주 일요일
15:00∼16:30
화요일
일요일

19:00∼20:30
13:30∼15:00

화요일

10:00∼11:00

목요일

10:15∼11:15

목요일

20:00∼21:10

화요일

10:00∼11:10

1 째주목요일 19:30∼20:30
3 째주토요일 14:00∼15:00
※직접문의
금요일

19:00∼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