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시내식자학급, 일본어 읽고쓰기교실, 식자/일본어교류교실(구별)
구

교실명

장소

실시일

2018년10월 개정

가까운 역

문의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담당

나카츠 식자・일본어교류교실

나카츠초등학교（키타구）2층 다목적실

금요일（저녁）

오사카시 키타쿠 나카츠3-34-18

19：00～20：30

지하철 미도스지선「나카츠」⑤번출구 북쪽으로

TEL：06-6539-3346

700m

나카츠초등학교

한큐 고베선・타카라즈카선「나카츠」

TEL：06-6371-

2047
수요일 (저녁)

키타

18：45～20：45
요미카키차야

오사카시 키타쿠 우메다1-2-2-500
오사카역앞 제2빌딩 6층 제2연수실

JR토자이선「기타신치」동쪽출구 바로
JR「오사카」

종합생애학습센터（키타쿠）
목요일（아침）
10：00～12：00
금요일（낮）

오사카시립 종합생애학습센터

지하철 요츠바시선「니시우메다」

TEL：06-6345-5004

지하철 타니마치선「히가시우메다」
지하철 미도스지선・한큐・한신「우메다」

14：00～16：00
수요일 (저녁)
코노하나

쿠레오 오사카니시

쿠레오 오사카니시（코노하나구）

19：00～20：30

JR칸조선・한신난바선「니시쿠조」

쿠레오 오사카 니시

일본어교류살롱

오사카시 코노하나구 니시쿠조 6-1-20

토요일 (아침)

서쪽으로 200m

TEL：06-6460-7800

10:00～11:30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담당
미나미오에 초등학교 （츄오구）1층회의실

화요일（아침）

지하철타니마치선・츄오선「타니마치 욘초

TEL：06-6539-3346

오사카시 츄오구 노닌바시 1-3-3

10：00～11：30

메」⑧번출구 남서쪽으로 200m

미나미오에 초등학교

미나미오에 식자・일본어교류교실

TEL：06-6942-

0501

지하철 츄오선「모리노미야」②번출구 서

츄오
코토바노카이・모리노미야

아넥스바르 호엔자카 （츄오구）
오사카시 츄오구 호엔자카1-1-35

월요일

쪽으로500m

아넥스바르 호엔자카

10：30～20：45

JR칸조선 「모리노미야」서쪽으로 600m

※월요일 10:00～20:00 까지 시간내에

（참가비）매달:300엔

지하철 타니마치선・츄오선「타니마치 욘초 TEL：06-6943-5021
메」⑩번출구 동쪽으로 500m

니시

니시구 일본어교실

니시구민센터（니시구）3층 제6회의실
오사카시니시구 키타호리에4-2-7

금요일 (저녁)
18:30～21:00
（참가비）매달:300엔

지하철 센니치마에선 「니시나가호리」⑦
니시구민센터

번출구 북쪽으로 100m

지하철 나가호리츠루미료쿠치선「니시나가 TEL：06-6531-1400
호리」③번출구 남쪽으로100m

미나토구민센터

금요일 (저녁)

지하철 츄오선・JR칸죠선

오사카시 미나토구 벤텐2-1-5

19：00～20：30

서쪽으로 400m

야하타초야 지역식자・일본어교류교실

야하타야초등학교 3층회의실

토요일 (아침)

지하철 츄오선 ・「아사시오바시」

（야하타야 부모자녀일본어교실）

오사카시 미나토구 야하타야3-3-5

10:00～12:00

으로 400m

이치오카 일본어교실

「벤텐초」

남

TEL：080-3846-2581

미나토

목요일

쿠레오 오사카중앙

쿠레오 오사카중앙（텐노지구）

（아침）10：15～11：45

사쿠라 일본어교실

오사카시 텐노지구 우에시오5-6-25

（낮）13：00～14：30
（참가비）매달1,800엔

토요일（점심）

텐노지
외국인 후레아이 살롱

공익재단법인 오사카국제교류센터（텐노지구）

14：00～15：30（참

오사카시 텐노지구 우에혼마치8-2-6

가비）첫회등록500엔・
12회 티켓1,500엔

시키지・니혼고 텐노지

타테바식자・일본어교류교실

이치오카 국제교육협회

남서쪽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담당
TEL：06-6539-3346

지하철 타니마치선

모리모토

TEL：090-4769-2185

「시텐노지마에유히가오카」①②번 출구

（쿠레오 오사카중앙

북동쪽으로 200m

TEL：06-6770-7200）

킨테츠 각선「우에혼마치」남쪽으로 400m 오사카국제교류센터
지하철 타니마치선、센니치마에선

「타

니마치큐초메」남쪽으로 700m

오사카교육대학 텐노지캠퍼스（텐노지구）

금요일（점심）

JR「테라다쵸」서쪽으로 350m

오사카시 텐노지구 미나미카와호리쵸4-88

14：00～16：00

JR「텐노지」북쪽출구・동쪽으로600m

모토타테바초등학교（나니와구）2층생애학습룸

월요일（저녁）

오사카시 나니와구 타테바2-1-15

19：00～20：30

사카에 초등학교

금요일 (저녁)

국제교류과
TEL：06-6773-8989

오사카교육대학 학술연계과
지역연계과
TEL：072-978-3253

지하철 센니치마에선・한신난바선「사쿠라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가와」서남쪽으로500m

생애학습담당

JR「아시하라바시」북서쪽으로 500m

TEL：06-6539-3346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나니와 읽고쓰기교실

（나니와구）1층생애학습실

오사카시 나니와구 나니와히가시1-1-61

나니와

19：00～21：00

JR칸죠선 「아시하라바시」동쪽으로 100m 생애학습담당
TEL：06-6539-3346

화요일
（아침）10：00～11:30

난바시민학습센터（나니와구）
일본어・난바

오사카시 나니와구 미나토마치1-4-1
OCAT빌딩4층

（점심）13:30～15:00

지하철 각선「난바」

난바시민학습센터

（저녁）19:00～20:30

킨테츠・난카이・한신・JR「난바」

TEL：06-6643-7010

（교재비）매달 200엔정
도

니시

데키지마초등학교（니시요도가와구）1층 다목적실

화요일 (저녁)

오사카시 요도가와구 데키지마2-2-24

19：00～20：30

데키지마시키지・일본어교류교실

요도가와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담당

한신난바선「데키지마」남쪽으로 300m

TEL：06-6539-3346
데키지마초등학교 TEL：06-6474-8080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담당
키타나카지마 초등학교（요도가와구）4층다목적실

목요일 (저녁)

지하철 미도스지설 「히가시미쿠니」⑤번

TEL：06-6539-3346

오사카시 요도가와구 미야하라5-3-4

19：00～20：30

출구 남서쪽으로200m

키타나카지마초등학교 TEL：06-6391-

카시마초등학교（요도가와구）2층 대회의실

수요일 (저녁)

JR토자이선「카시마」북동쪽으로 400m

오사카시 요도가와구 카시마1-60-28

19：00～21：00

한큐버스「카시마츄우」남쪽으로 150m

키타나카지마 식자・일본어교류교실

요도가와
카시마 식자학급

오사카시교육위원회
생애학습담당
TEL：06-6539-3346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담당

케이하츠읽고쓰기교실

미나미카타 식자학급

아스카식자 일본어교실

케이하츠초등학교 （히가시요도가와구）2층도서실

금요일 (저녁)

오사카시 요도가와구 히가시나카지마4-8-38

19：30～21：00

케이하츠센터（히가시요도가와구）2층회의실

수요일 (저녁)

오사카시 히가시요도가와구히가시나카지마5-1-6

19：00～21：00

케이하츠센터（히가시요도가와구）2층회의실

한큐교토선 「소젠지」①번출구 북서쪽으로 300m

게이하쓰초등학교 TEL：06-6322-

로600m
한큐교토선 「소젠지」①번출구 북서쪽으로300m
JR・지하철미도스지선「신오사카」동쪽출구 남동쪽으
로600m

화요일 (저녁)

한큐교토선 「소젠지」①번출구 북서쪽으

19：00～21：00

로300m

오사카시 히가시요도가와구 히가시나카지마5-1-6 토요일 (아침)

오사카시교육위원회

JR・지하철 미도스지선「신오사카」동쪽출

10：00～12：00

구 남동쪽으로600m

목요일 (저녁)

한큐선

히노데 읽고쓰기교실

초급일본어교실

코마츠니혼고살롱

히가시나리 타이세이 식자・일본어교류교실

이쿠노

키타타츠미식자・일본어교류교실

타카도노식자

이쿠에식자 화요일교실

｢아와지｣서쪽개찰구 북서쪽으로

아와지중학교（히가시요도가와구）1층 후레아이룸 19：00～21：00

1.3㎞

오사카시 히가시요도가와구 니시아와지4-25-53

토요일（점심）

JR토카이도선「히가시요도가와」

14：00～16：00

구 동쪽으로1㎞

월요일（아침）

한큐교토선・ 센리선「아와지」동쪽출구 남 히가시요도가와구민회관

오사카시 히가시요도가와구 히가시아와지1-4-53

10:00～11:30

동쪽으로800m

코마츠초등학교（히가시요도가와구）1층 미팅룸

격주 수요일 (저녁)

한큐교토선

「아이카와」동쪽출구 남동쪽으로700m

오사카시 히가시요도가와구 코마츠3-18-15

19:30～21:00

한큐교토선

「카미신죠」 북쪽출구・북동쪽으로800ｍ

타이세초등학교 （히가시나리구）1층 다목적실

목요일 (저녁)

지하철 센니치마에선・이마자토스지선「이

오사카시 히가시나리구 오오이마자토니시3-2-62

19：00～20：30

마자토」②번출구 남서쪽으로300m

히가시요도가와구민회관

키타타츠미 초등학교

（히가시요도가와구）

（이쿠노구）3층도서실

오사카시이쿠노구 키타타츠미1-30-29

동쪽출

수요일 (저녁)
19：00～20：30

타카도노초등학교 （아사히구）1층 다목적실

월요일（밤）

오사카시 아사히구 타카도노6-9-10

19：00～21：00

그룹홈 요츠바（아사히구）1층홀

화요일 (저녁)

오사카시 아사히구 아카가와4-1-16

19：00～21：00

시미즈초등학교（아사히구）1층회의실
오사카시 아사히구 시미즈5-1-12

TEL：06-6539-3346
코마츠초등학교 TEL：06-6328-1936

19：00～21：00
료고쿠식자학급

TEL：06-6379-0700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담당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담당
TEL：06-6539-3346
타이세이초등학교 TEL：06-6972-3878

지하철센니치마에선「키타타츠미」④번출구 서쪽으로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담당
800m

TEL：06-6539-3346

킨테츠버스「키타타츠미 초등학교앞」

키타타츠미초등학교 TEL：06-6753-0301

지하철 타니마치선「세키메타카도노」⑤번출구 북서쪽
으로500ｍ
케이한「세키메」북서쪽으로 900m

시 버스「이쿠에」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담당

목요일 (저녁)
아사히

생애학습담당
TEL：06-6539-3346

히가시
요도가와

TEL：06-6539-3346

JR・지하철미도스지선「신오사카」동쪽출구 남동쪽으

TEL：06-6539-3346
지하철 이마자토선「시미즈」①번출구 북

제1・제3토요일（낮）

쪽으로150m

※격주

시 버스「시미즈초등학교앞」

13：00～15：00
지하철 타니마치선「센바야시오오미야」서
아사히구 일본어교실

아사히구민세터（아사히구）
오사카시 아사히구 나카미야1-11-14

금요일 (아침)
10:00～12:00
（참가비）매달100엔

쪽으로 800ｍ
시 버스「아사히쿠야쿠쇼」・「구민센터
앞」
JR각켄토시선・지하철 이마자토스지선「시

시기노초등학교（죠토구）
시기노식자・일본어교류교실

1층 저학년이과실

화요일 (저녁)

기노」서쪽으로 500m

19：00～20：30

JR칸죠선 「오사카성공원앞」동쪽으로

오사카시 죠토구 시기노니시4-11-48

800m

아사히구청시민협동과
인원계발추진회
TEL：06-6957-9734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담당
TEL：06-6539-3346
시기노초등학교 TEL：06-6961-4313

죠토
지하철 나가호리츠루미료쿠치선「오사카 비지네

크레오 오사카히가시
초급일본어교실

크레오 오사카히가시（죠토구）

목요일(아침）

스파크」④번출구 동쪽으로700m

오사카시 죠토구 시기노니시2-1-21

10：00～11：30

JR칸죠선・ 토자이선・케이한「케이한」남쪽으로 TEL：06-6965-1200

크레오 오사카히가시

700m

월요일（낮）
14：00～15：30
아베노 시민학습센터（아베노구）
아베노

아베노일본어 읽고쓰기교실

오사카시 아베노구 아베노스지3-10-1-300
아베노베르타3층

지하철타니마치선「아베노」⑦번출구 바로

목요일 (저녁)

JR・지하철 미도스지선「텐노지」

오사카시립아베노시민학습센터

19：00～20：30

킨테츠미나미오사카선「오사카아베노바

TEL：06-6634-7951

금요일 (아침)

시」 남쪽으로 500m

10：00～11：30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담당

히라바야시초등학교（스미노에구）
스미노에 히라바야시일본어교류교실

1층생애학습룸
오사카시스미노에구 히라바야시미나미2-6-48

금요일 (저녁)

뉴트럼「히라바야시」②번출구 남서쪽으로 TEL：06-6539-3346

19：00～21：00

500m

히라바야시초등학교
TEL：06-6685-8085

아비코미나미중학교（스미요시구）
아사카 시식자・일본어교실

1층 다목적실

화요일 (저녁)

지하철 미도스지선「아비코」④번출구 남

19：00～20：30

쪽으로700m

오사카시 스미요시구 아사카1-8-55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담당
TEL：06-6539-3346

수요일（낮）
스미요시
스미요시 독서모임
스미요시일본어교실
※식자수업은수＆토요일、
일본어는 목요일

13：00～15：00
스미요시 린포사업추진센터（스미요시구）
스미요시 린포관코토부키・1층 근린교류스페이스
오사카시 스미요시구 테즈카야마히가시5-6-15

목요일 (저녁)

난카이코야선「스미요시히가시」

19：00～21：00

로바로

동쪽으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담당
TEL：06-6539-3346

토요일（낮）
13：00～15：00

이마카와시키지・일본어교류교실

이마카와초등학교 （히가시스미요시구）1층 다목적실

월요일（저녁）

킨테츠미나미오사카선「이마카와」③번출

오사카시 히가시스미요시구 이마카와4-24-4

19：00～20：30

구 동쪽으로500m

TEL：06-6539-3346

히가시
스미요시
야타 식자교실

유우아이센터（히가시스미요시구）3층 대회의실

수요일 (저녁)

오사카시 히가시스미요시구 야타5-13-9

19：00～21：00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담당

이마카와초등학교 TEL：06-6702-5653

킨테츠미나미오사카선「야타」남쪽으로

오사카시교육위원회

1.1㎞

생애학습담당

시 버스「야타교우키오오하시」

TEL：06-6539-3346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담당

우리와리히가시 일본어교류교실

우리와리히가시초등학교（히라노구）1층 미팅룸

금요일 (저녁)

지하철타니마치선「데토」①번출구 남서쪽 TEL：06-6539-3346

오사카시 히라노구 우리와리히가시2-5-78

19：15～21：00

으로600m

우리와리히가시초등학교
TEL：06-6708-0108

히라노

오사카시교육위원회

히라노식자학급（식자）

히라노키타중학교（히라노구）1층 회의실

화요일 (저녁)

JR야마토지선「히라노」①번출구 남쪽으로

히라노식자학급（일본어）

오사카시 히라노구 히라노미야쵸1-8-55

19：00～21：00

500m

크레오 오사카미나미

크레오 오사카미나미（히라노구）

목요일 （아침）

지하철 타니마치선「키레우리와리」①번출 크레오오사카미나미

초급일본어교실

오사카시 히라노구 키레니시 6-2-33

10：00～11：30

구 북서쪽으로400m

생애학습담당
TEL：06-6539-3346

TEL：06-6705-1100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담당

금요일 (저녁)

키시노사토 초등학교（니시나리구）3층 도서실
키시노사토식자 ・일본어교류교실

19：00～20：30

오사카시 니시나리구 센본나카1-8-22

지하철 요츠바시선「키시노사토」③번출구 서쪽으로

TEL：06-6539-3346

200m
난카이선「키시노사토타마데」북서쪽으로700m

키시노사토 초등학교
TEL：06-6659-2574

니시나리
니시나리 읽고쓰기 교실
※식자수업은수요일,
일본어는 목요일

니시나리 린보관 스마일 유토아이（니시나리구）

수요일 (저녁)

JR칸죠선 「이마미야」남쪽으로700m

18：00～20：00

지하철 요츠바시선「하나조노쵸」②번출구 오사카시 교육위원회

1층 스튜디오1
오사카시 니시나리구 데시로2-5-9

목요일 (저녁)
18：00～20：00

북서쪽으로1.1㎞

생애학습담당

시 버스 52계통「니시나리장애자회관」바

TEL：06-6539-3346

로

처음 일본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의 회화클래스 입니다.
니혼고 곤니치와

자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초레벨의 일본어교실）

（제１기、제２기、제３기
교재비1,000엔

정원있음）

각２０회

오사카시립 종합생애학습센터
아침과 저녁 클래스 있음

TEL：06-6345-5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