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본어 교실 

토시마구 및 인근에 살고 계신 일본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일본어 

교실입니다. 또한, 어린 자녀분과의 동참을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각 교실에 연락하여 

상담해 주십시오. 

 

연락처:토시마구학습스포츠과（℡03-4566-2762） 

https://www.city.toshima.lg.jp/info/jp/j_lan
gclub.html 

토시마구 일본어 학습환경 맵 

  

(2)토시마구 일본어 지도 

구립 초중학교에 입학・편입후에도 일본어 

습득이 불충분한 학생들을 위해 일본어 학습 

지도와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지도 교실（교육센터） 
  일본어 지도 학급（호세이초등학교） 
  일본어 지도 학급（이케부쿠로초등학교） 
  
연락처：토시마구 교육위원회 학무과 

 학사 그룹（℡03-3981-1174) 

 

(３)어린이 학습지원교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일본어로 지원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각 교실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의향이 있으신 분은 

먼저 각 교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소          2. 일시 

3. 참가비・교재비    4. 수업방식 

5. 대상자(일본어레벨) 6. 연락처 

7. 교실의 목표,특징 

①토시마 일본어 교실 

1.데이쿄헤이세이대학 이케부쿠로 

캠퍼스내집회실【입구는 뒤쪽 지하 1 층】

(JR 이케부쿠로역 동쪽출구에서 도보로 12 분) 

2.화요일 14:00～16:00 

3.무료           4.그룹 학습  

5.누구든 참가 가능  

6. 090-8030-2089（스기야마）   

7. 일본어 외에도 일본 문화, 관습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②이케부쿠로 일본어 서클 

1. 데이쿄헤이세이대학 이케부쿠로 

캠퍼스내집회실【입구는 뒤쪽 지하 1 층】

(JR 이케부쿠로역 동쪽출구에서 도보로 12 분) 

2. 목요일 19:00～21:00   

3. 무료             4. 그룹 학습  

5.누구든 참가 가능  6.사전 연락 필요 

없음 https://ins4t.jimdofree.com/  
7. 일본어를 구사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지향합니다. 토요일 일본어 서클, 화요일 
일본어 서클과 제휴 중입니다.  

(1)일본어 교실    ～  

(2)토시마구 일본어 지도  ～  

(3)어린이 학습 지원 교실    ～ 

2020년 1월 말 현재 
＊신규 정보는 각 연락처에 문의 해주세요 

작성:가쿠슈인대학 협력:”일본어 넷 토시마” 

어른 

③토요일 일본어 서클 

1. 동부 구민 사무소(JR 오쓰카역 북쪽출구에서 

도보로 5 분)      2. 토요일 14:00～16:00  

3. 무료             4. 일대일/그룹 학습  

5.누구든 참가 가능   6. 080-5429-8130(이토)   
7.학습자의 희망에 따라 지도합니다.이케부쿠로 
일본어 서클, 화요일 일본어 서클과 제휴 
중입니다. 
 

④화요일 일본어 서클 

1. 동부 구민 사무소(JR 오쓰카역 북쪽출구에서 

도보로 5 분)     2. 화요일 19:00～21:00      

3. 무료            4. 일대일/그룹 학습  

5. 누구든 참가 가능 6. 사전 연락 필요 

없음 http://nihongocircle.blogspot.com/ 
7.회화 연습 가능합니다. 이케부쿠로 일본어 
서클, 토요일 일본어 서클과 제휴 중입니다.  
 

⑤메지로 일본어 서클 

1. 메지로 제 2 구민집회실(JR 메지로역에서 

도보로 5 분)   2. 화요일 14:00～16:00 
3. 참가비 1 회 100 엔  4. 일대일 
5.누구든 참가 가능 6. 03-3951-2410(하야시)   
7.필요에 맞춰 서포트 해 드립니다. 일년에 
두번 교류 이벤트가 있습니다. 

⑥릿쿄 일본어 교실 

1. 릿쿄대학(JR 이케부쿠로역 서쪽출구에서 

도보로 7 분)   2. 월요일・목요일 18:30～19:30 
3. 무료      4. 그룹 학습 
5. 일본어 A～C 
6. https://www.facebook.com/CICChiikirenkei 

rikkyo.jlc@gmail.com(릿쿄대학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학부） 

7.대학생들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회화와 
문법등을 배울수 있습니다. 

⑦-1.가쿠슈인대학 일본어 교실 

1.가쿠슈인대학(JR 메지로역에서 도보로 

30 초,후쿠토신선 조시가야역에서 도보로 7 분) 

2.화요일 15:00～16:00(기간 확인 필요) 
3.교재비 500엔/봄학기 10회 또는 가을학기 10회 
4. 강의식／그룹 학습      
5. 일본어 C 정도                                           
6. https://ja-jp.facebook.com/gak.nihongokyoshitsu

  
nihongo.gakushuin.uni@gmail.com 

   (가쿠슈인대학 일본어 교실) 
7. 일본인 학생들과 교류 할 기회도 있고 교실 
밖에서 배우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⑦-2. 가쿠슈인대학 와쿠와쿠 토시마 일본어교실 

1. 가쿠슈인대학(⑦-1 과 같음) 

 2. 토요일 10:00～12:30(기간 확인 필요) 
 3. 교재비 1,000엔／10 회  4．강의식식 
5. 일본어 A,B 
6．https://www.facebook.com/waku2.nihongo/  

03-5992-1024(가쿠슈인대학 국제 센터） 
     waku2.nihongo@gmail.com 
7．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내는데 있어서 
필요 한 일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⑧일본어 서클 곤니치와! 

1. 미라이관 타이메이(JR 이케부쿠로 

서쪽출구에서 15 분, 도쿄메트로 

가나메초역에서 도보로 10 분) 

2. 매달 첫째,둘째,셋째 주 화요일 19:00～20:30 
3. 참가비 월 500엔   
4. 일대일/그룹학습  
5. 누구든 참가 가능 
6. 03-3986-7186(미라이관 타이메이) 

9:00～21:00 
miraikan_taimei@yahoo.co.jp 

7. 일본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일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계절행사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a  이케부쿠로WAKUWAKU연구회  

 (토시마 어린이 WAKUWAKU 네트워크) 

1.  구민광장 이케부쿠로（이케부쿠로역 

서쪽출구에서 도보로 15 분） 

2.  화요일(4 월부터는 월요일)15:00～20:00 

3. 초등/중/고등학생 

(일본어 지원 있음,일본어 A 도 참가 가능) 

4.  090-3519-3745 

    info@toshimawakuwaku.com 

5. 어린이를 위한 학습 지도 외에도 보호자를 

위한 서포트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어린이와 

다문화가족 아이들도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b  클로버 

1. 가미이케부쿠로 제 1 마치즈쿠리 센터 

(이케부쿠로역 동쪽출구에서 도보로 12 분) 

2. 수요일 16:30～19:00     

3. 초등/중/고등학생(일본어 C 이상) 

4.http://clovertoshima.wixsite.com/toshimaku-

clover 

kodomo_clover@yahoo.co.jp     

 080-3170-6436(니쿠니) 

5. 특히 진학에 힘을 써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c  클로버 호유   

1. 히가시이케부쿠로 제 2구민 집회실【구민광장 

호유 내】（이케부쿠로 동쪽출구에서 

도보로 12분,도덴아라카와선 무카이하라역에서 

도보로 7 분)  

2. 목요일 15：30～19:00 

   

○d 점프 나가사키 학습지원 

1. 도시마구립중고생센터 점프 

나가사키(세이부이케부쿠로선 시나마치역에서 

도보로 7 분） 

2. 비정기  3. 중/고등학생(일본어 상담 필요） 

4．03-3972-0035 

(평일 10:00～20:00, 토요일 10:00～19:00）

0029403@city.toshima.lg.jp 

5. 흥미분야 및 특기분야를 함께 찾아가는 

 

 ○e 점프 히가시이케부쿠로 학습지원 

1. 중고생센터 점프 히가시이케부쿠로 

(JR 이케부쿠로 동쪽출구에서 도보로 15 분, 

JR 오쓰카역에서 도보로 10분, 도쿄메트로 히가시 

이케부쿠로에서 도보로 10분) 

2. (금)18:00~20:00 (일)13:00~18:00(상담에 응함) 

3. 중/고등학생 등(일본어 상담 필요) 

4. A0019604@city.toshima.lg.jp 

   03-3971-4931(월)～(금) (10:00～20:00) 

   (토/일)(10:00～18:00) 

5. 생활관련 상담도 가능합니다. 외국 어린이가 

많이 옵니다. 

1. 장소             2. 일시      

3. 대상자(일본어 레벨)  4. 연락처 

5. 교실의 목표,특징 

어린이

 

○f   세이시프리안 보습학원  

1.메지로성공회(JR 메지로역에서 도보로 5 분)  

2.일요일 13:30～15:30 

3.초등/중학생 (일본어 C 이상) 

4.http://www.mejiroseikokai.com 

schigeo_tanaka@optimum-c.com (다나카)    

090-4297-5170 (9:00～17:00) 

5.넓은 홀에서 학습도 하고 게임도 합니다. 

 ○g 타케노코 클럽 

1. 타카마츠구민 집회실【구민광장 타카마츠 내】

（유라쿠초선 가나메초역에서 도보로 8 분） 

2.  화요일 17:00～19:00 

3. 타카마츠,센카와,가나메초 지역의 초등학생

（일본어 B 이상） 

4. 090-8725-1030(문자 메시지 주세요) 

  03-3973-0032(9:00-17:00) 

    takamatsu_01@a.toshima.ne.jp 

5. 아이들의 진도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 줍니다. 
 

○h  튤립 학습회  

1. 키쿠카오루엔 집회실 및 그 

인근(도덴아라카와선 코신즈카역에서 

도보로 2 분) 

2. 월 1 회  

3. 초등/중학생（일본어 B・일본어 상담 필요） 

4. csw_nishisugamo@t.toshima.ne.jp  

03-6845-0148(9:00～17:00)  

5. 이 지역의 학생들, 자원봉사자들과 

   

○i 노비노비 비요리  

1. 미라이관 타이메이(JR 이케부쿠로 서쪽출구에서 

15 분 2. 두 번째 일요일 12:30～16:20    

3.초등/중/고등학생(일본어 B 이상・일본어 지원 

있음） 

4.  https://www.facebook.com/slcjp/        

slcnobinobi@gmail.com（하바노） 

5. 대학생 강사가 많습니다.워크숍도 있습니다. 

○j  노비노비 비요리  

1. 다이쇼대학（도영 미타선 

니시스가모역에서도보로 2 분）   

2. 세 번째 토요일 12：30～16：20 

3.～5. (○i 노비노비 비요리와 같음） 

＊”일본어 레벨” 

A.거의 못함. 

B.인사말 등 일상적인 간단한 표현은 할 수 있음. 

C.일상적인 화제에 대해 말 할 수 있음. 

D.관심있는 분야라면 말 할 수 있음. 

E.어떤 분야의 내용이든 말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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