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나토구 일본어 교실 리스트(2020 8월 31일 현재)        최신 정보는 각 교실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교실명 개최 일시 개최 장소 리스트에 기재된 연락처 대상 연령층 아이 동반 정원 학습내용·레벨 신청기간 초심자 수용 참가비용 
교실 

웹사이트 비고(참가 희망자 당부 말씀) 

1 아오조라 
금요일 

13:30~15:00 

미나토파크 시바우라 2층 

리브라 

keiko.senoh@gmail.com 

TEL: 090-9244-9449(영어 가능) 

18세 이상 상담 가능 25명 
입문~고급, 교재 사용, 소수 

인원 그룹 형식 
언제든 가능 가능 

1000엔/달 

(교재비 별도) 
 

학생의 레벨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분류 

한 그룹당 5-6명의 소수 인원 형식으로 

친근한 분위기 

2 

타마치 

일본어 

클럽·서클 

클럽: 화요일 

서클: 목요일 

10:00~12:00 

미나토파크 시바우라 2층 

리브라 

gochosachie@minos.ocn.ne.jp(영어 

가능) 

TEL: 03-3442-3080 

spring51701river@gmail.com(영어 가능) 

TEL: 03-5443-0520 

16세 이상 상담 가능 없음 
입문~고급: 교재 사용, 소수 

인원 그룹 형식 
상담 가능 상담 가능 

3000엔/달 

(교재비 별도) 
 

초급부터 고급까지 6~7개 레벨로 나누어 

소수 인원 그룹 형식으로 즐겁고 편안하게 

공부합니다.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실입니다. 

3 
니지노에 

화요클래스 

화요일 

13:30~15:00 

미나토파크 시바우라 2층 

리브라 
etsukosuzukilloyd@gmail.com(영어 가능) 

18세 이상 

(10세~17세는 장기만 가능. 

상담 가능) 

불가 없음 
입문부터 고급, 소수 인원 그룹 

형식, 중상급은 회화 중심 
언제든 가능 가능 

1000엔/달 

(프린트비 

포함) 

  

4 
니지노에 

목요 클래스 

금요일 

13:30~15:00 

미나토파크 시바우라 

2층 리브라 
etsukosuzukilloyd@gmail.com(영어 가능) 

18세 이상 

(10세~17세 상담 가능) 
불가 없음 

입문부터 고급, 소수 인원 그룹 

형식, 중상급은 회화 중심 
언제든 가능 가능 

1000엔/월 

(프린트비 

포함) 

  

5 

미타 

인터내셔널 

클럽 

목요일 

10:00~12:00 

미나토파크 시바우라 

2층 리브라 

nihongomita@yahoo.co.jp(영어 가능) 

TEL: 090-7216-9368 (영어 가능) 

18세 이상 

(상담 가능) 
상담 가능 15명 가량 

기본적으로 1대 1 회화.  회화 

수업 특성상 일본어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 편이 좋음. 

상담 가능. 30분간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1회 한정). 사전 연락 

필수. 

상담 가능 

1, 2회: 

1000엔/달 

3, 4회: 

2000엔/달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레벨업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문법도 중요하지만 너무 구애 받지 

않는 선에서 실전 회화를 즐기는 것이 

학습목표입니다. 

6 
IAF 일본어 

교실 

수요일 

19:00~20:30 

미나토파크 시바우라 1층 

시바우라 구민 협동 

스페이스 

kyokoyo1203@gmail.com(영어 가능) 

TEL: 090-7253-6822 (영어 가능) 
18세 이상 불가 

레벨 별로 

각 그룹당 

5명까지 

초급~고급 레벨 별로 소수 인원 

그룹 형식 
언제든 가능 가능 

500엔/회 

(첫번째는 

무료) 

 

평일 야간 교실로, 교사도 학생도 퇴근 후에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소수 인원 

그룹이 레벨에 따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회화 

중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7 
어린이 

일본어 교실 

에가오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 

10:00~12:00 

미나토파크 시바우라 1층 

시바우라 구민 협동 

스페이스 

egaostudy@gmail.com(영어 가능) 
구립초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미나토구 외 학교도 가능) 
 없음 

구립초중학교 수업의 보습, 

맨투맨 혹은 소수인원 그룹으로 

진행 

언제든 가능 

상담 가능 

(초급 교육이 가능한 

봉사자가 적어 

대기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회 100엔. 

교재는 각자 

지참 

https://www.face

book. 

com/egaojapane

selangu 

ageclass/ 

어린이 일본어 교실 에가오는 구립초중학교에 

다니는 외국어권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교실입니다. 전통적인 계절 행사 및 외부 

강사의 특별강좌도 진행됩니다. 견학·체험도 

수시로 가능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해주세요. 

8 
ANC(아카사

카 일본어 

클럽) 

토요일 

10:00~11:30 
아카사카 이키이키 플라자 TEL: 080-5432-4306 중학생 이상 상담 가능 없음 

초급~고급(소수인원제·편안한 

분위기) 

언제든 가능 

(되도록 야간) 
가능 1500엔/달  

일본전통문화 알리기, 체험 등 1년에 3회정도 

진행합니다 

9 시바 일본어 

클럽 

・ 현재 수요일은 

18:30~20:00 

・ 토요일은 학습자의 

희망에 따라 시간 

설정 

NPO 법인 신겐에키넷 

타마치 회의실 
48nihongo@shingeneki.com(영어 가능) 원칙적으로 대학생 이상 불가 

수요일: 

10명 가량 

토요일: 

15명 가량 

입문~고급: 학습자의 희망애 

따라 프리토킹, 교재 사용, 

소수인원 그룹 형식 

언제든 가능 

가능 

(입문자는 1대 1로 

진행되므로 신청시 

학습자 수에 따라 

판단) 

500엔/회 

(첫 회차는 

면담이므로 

무료) 

https://www.shin

geneki. 

com/notices/deta

ils/197 

일본의 문화 및 역사, 경제, 산업·기술, 

생활·습관과 일본어를 함께 배워보세요!   

사회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세대가 일본과 

일본어 학습을 도와드립니다. 

10 
일본어 

학습회 

사쿠라회 

화요일·금요일 

10:00~11:45 

리브라, 미타 이키이키 

플라자, 미나토 

근로복지회관, 타카나와 

구민센터, 유가시노사 

toiawase@sakurakai.org(영어 가능) 18세 이상 상담 가능 
각 클래스 

30명 가량 
초급~초중급: 교재 사용 언제든 가능 가능 

2000엔/달 

(교재는 각자 

구입) 

http://sakurakai.o

rg/ 
교실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11 
비바 일본어 

교실 

목요일 

10:00~11:30 

시로카네다이 이키이키 

플라자 
reiko-h@h03.itscom.net 18세 이상 상담 가능 25명 입문부터 고급 소수 인원 그룹 언제든 가능 가능 500엔/달   

12 플래티나 

일본어 교실 

월요일・수요일・목

요일 19:00~20:30 

월요일: 토요오카 

이키이키 플라자 

수요일: HUG 타카나와 

목요일: 타카나와 구민센터 

platinumNIHONGO@gmail.com(영어만 

가능)  

kimura.nobby@gmail.com(영어만 가능) 

18세 이상 불가 없음 
・입문~고급 

・소수 인원 그룹 형식 
언제든 가능 상담 가능 1000-2000엔/달 

https://nihongole

sson.bl 

og.fc2.com 

일본에 관심이 있는,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Skype,Zoom,GoogleMeet 등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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