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교실에 참가하는 분에게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언제나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을 지켜 즐겁게 일본어를 공부해 주십시오.
１ 일본어 교실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해서
매 회 일본어 교실에 참가하는 분들을 위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교과서를 고릅니다. 일본어 교실에 처음
참가하시는 분은 면접하는 날에 교과서 주문을 받고, 면접을 보지 않는 분(일본어 교실에 참가하신 적이 있는 분)은
첫 회의 수업 시간에 교과서의 주문을 받습니다. 그 후, IIA 에서 한꺼번에 서점으로 주문을 합니다. 책 값은 주문한
분이 내 주십시오.
배송 또는 요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수수료도 주문한 인원수대로 나눠서 책 값과
같이 내 주십시오. 책을 받은 후 책 값은 IIA 로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① 일본어 교실에 참가하는 분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② 늦게 주문하면 배송료와 수수료가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일본어 교실 일정을
잘 체크하여 늦지 않게 일본어 교실을 신청해 주십시오.)
③ 책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복사하지 말아 주십시오.
２ 일본어 교실의 규칙에 대해
① 신청 기간을 지킨다.
뉴스레터 ‘World Eye’, ‘Iwa-Key’, IIA 의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에서 체크해 주십시오.
② 지각하지 않는다.
1 회 2 시간 30 분의 수업입니다. 수업에 늦으면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 공부하는 여러분 자신이 불편해집니다.
선생님도 도중에 수업을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부하러 온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집니다. 자신과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수업에 늦지 말아 주십시오.
③ 연락을 한다.
일본어 교실을 쉴 때는 전화(0246-22-7409)나 메일(info@iia-fukushima.or.jp)로 아침 9:00 까지 IIA 로
연락해 주십시오. 메일은 가능한 일본어로 써 주십시오. 틀린 문장이 있다면 고쳐서 답장해 드립니다.
전화 하는 것도, 메일을 쓰는 것도 일본어 공부의 하나입니다. 틀리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일본어 교실은 일본어, 일본의 풍습과 문화,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규칙을 배우기 위한 곳입니다. 친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공부하기 위한 몇 가지의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일본어 공부를 하면 일본어 회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주민 분들과 친해지게 되어 서로가 다양
한 문화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도 더욱 즐거워집니다.
IIA 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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