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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상쾌한 가을의 교류 워킹투어
가시와 다나카지역의 신사나 절을 견학합니다. 가시와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워킹입니다.
일시：11 월 1４일（일）＊비가 오는 경우에는 변경됩니다.⇒11 월 21 일（일）
집합：13：00

가시와노하 캠퍼스역 동구

해산：16：00

가시와노하 캠퍼스역 서구

코스：캠퍼스역－기치죠인－ 히메미야 신사－ 텐만 신사－이오지
모집인원：약 20 명
참가비：무료
신청：11 월 10 일（수）까지 KCC 창구에 직접, 또는 메일로 boshu-2@kira-kira.jp 까지
＊걷기 쉬운 복장, 신발로 참가해 주십시오. 음료수, 타월을 지참해 주십시오.

○가시와 시민활동 페스타
일시：11 월 23 일（축）10：00～ 16：00
장소：가시와역 동구 더블데크/우드데크, 하우디 몰, 팔레트 가시와
시내의 많은 봉사단체가 참가합니다. 팔레트 가시와에서 가시와시의 국제교류활동과
푸드뱅크 KCC 를 소개합니다. 시내에는 KCC 이외에도 기부된 식료품을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내의 단체를 위하여, 식료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프랜드쉽 「합스부르크 제국과 소수민족의 운명」
유럽 중세의 합스부르크 제국과 두개의 소수민족의 소개, 음식과 문화의 이야기입니다.
일시：11 월 27 일（토）13：00～14：30

장소：팔레트 가시와 ABC

강사：이시구레 도시미츠님（전 슬로베니아 대사）
모집인원：39 명

참가비：300 엔

신청：11 월 25 일（목）까지 KCC 창구에 직접, 또는 메일로 boshu-1@kira-kira.jp 까지

〇외국인을 위한 무료 법률・행정 수속 상담회
외국인여러분 무엇인가 곤란한 일은 없으십니까? 변호사나 행정서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가족이나 파트너에 의한 폭력, 이혼, 비자, 직장에서 곤란한 일 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예약바랍니다.
일시：11 월 24 일((수) 13:00～17:00
장소：팔레트 가시와 A

예약：KCC 사무소

○제 ６회 외국인을 위한 푸드뱅크 KCC
일시：11 월 28 일(일) 12:30～14:30
장소：팔레트 가시와 A

（277-0005 가시와시 가시와 1-7-1-301 Day One 타워ー 3 층）

먹을 것：통조림, 건면, 음료수, 과자 등 무료
※식료품이 없어지는 대로 종료합니다.
※에코백을 지참해 주십시오.
문의처：KCC 사무소

＜다른 단체로부터의 알림＞
○KIRA 회원을 위한 「온라인 공부회」
일시：11 월 18 일(목)20:00～21:10
내용：국내/해외와의 온라인 교류의 실례의 소개와 체험
강사：야마구치 구미코님（Interactive Training in Communication-Japan）
참가비：무료

모집인원：25 명

신청：사무국 창구로 직접, 또는 이메일로 boshu-1@kira-kira.jp 까지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
당일 참가의 URL 을 보내드립니다.

〇외국인을 위한 코로나 정보（다언어로 관람 가능）
https://www.nhk.or.jp/nhkworld-blog/

＜가시와시로부터의 알림＞
○가시와 이메일 송신서비스
재해정보나 지역의 화재정보 등, 가시와시로부터의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자국의 언어를 선택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어드레스에 빈 메일을 보내서 등록합시다.

○외국인 여러분께

「홍보 가시와」를 참조해 주십시오.

코로나 백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