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１　상의 후 결정합니다.
※２　개인 레슨. 단, 같은 레벨의 경우는 복수도 가능합니다.
※３　일대일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４　일대일 수업을 받고 싶은 사람은 상의해주십시오.

⑰ 일본어 광장 야와타하마시 야와타하마 〇 〇

※１ ○⑯ 우치코쵸 국제교류협회 우치코 ○ ※１

○ ○⑮

※１ ○ ○
우와지마시 요시다초 국제교류

협회
우와지마 

○ ※１ ※１

우와지마 일본어 네트워크

※１

○ ○

⑭

○ ○니하마 일본어회 니하마 ※３ ○ ○⑬

○ ○ ○이마바리시 국제교류협회 이마바리 ○ ○ ○⑫

※１ ※１ ※１ ○ ○⑪ 사쿠라 일본어회 ○ ○

○ ○※４ ○ ○ ○ ○

○ ○ ○

⑩ 단바라 일본어회

○ ○ ○ ○⑨ 사이조 일본어공부회 ○

⑥ 시코쿠추오시 국제교류협회 시코쿠추오시 

○ ○ ※１ ※１ ※１ ○

○⑦ 사이조 국제교류 볼란티어회

사이조 

⑧ 이시즈치 일본어클럽

○○ ○ ※１ ※１ ※１ ○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실 ※３ ○

○※１ ※１ ※１ ○

○※３ ○ ○⑤
에히메일본어네트워크

 '와카구사 일본어 교실'

에히메ＪＡＳL ○ ※２

○ ○② 마츠야마 국제교류센터(MIC)

○ ○ ○

実施主体名 実施地域 個人 複数 昼間 夜間

○에히메현 국제교류센터(EPIC)

마츠야마 

○ ○

○ ○ ○

①

日本語教室情報　일본어 교실 정보

주말

실시

일상

회화

시험

대책

아동

대상
실시 주체명 실시지역 개인 그룹 낮 저녁

週末

実施

日常

会話

試験

対策

児童

対象
№

③

④

〇 ○ 〇

⑱ 가톨릭 마츠야마 교회 일본어 교실 마츠야마 〇 〇 〇 ○



■ 입문 ■ 초급 ■ 중급 □上級상급 □

■ 그 외（일본어 필드 워크）

facebook https://www.facebook.com/公益財団法人愛媛県国際交流協会-1703403723223849/

신청방법
사전에 신청서와 설문지 기입이 필요합니다.

（１）（２）의 경우는 반배정을 위한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３）1회 3시간 정도 

내용
（１）（２）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일본어를 익히기 위한, 기초적인 일본어 습득을 지원합니다. 

（３）　　　　공부한 일본어를 실제로 사용해보기 위한 일본어 체험 활동입니다. 

（２）수업은 학습 진도에 따라, 초급(1)부터 중급(5)까지 입니다.

　초급（１）, 초급（２）, 초급（３）　　　　１０：００부터 １２：００까지　

　초급（１）, 초급（４）, 중급（５）　　　　１３：３０부터 １５：３０까지　

TEL 089-917-5678

FAX 089-917-5670

연

락

처

이름 에히메 국제교류센터 (EPIC)

연락 가능한 일・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８:３０부터 １７:１５까지

E-mail

주소 마츠야마시 도고이치만 1-1 (松山市道後一万1-1)

비용
（１）（２）　　10００엔／１회（１０일 간）

（３）　　　　　2００엔／１회

（３）일본어 필드 워크

장소 에히메 국제교류센터 (EPIC)

주최단체명 에히메 국제교류센터 (EPIC)

활동명

（１）봄학기 일본어 집중강좌

（２）여름학기 일본어 집중강좌

①에히메현 국제교류센터 （Ehime Prefectural International Center 【EPIC】)

（３）연 ２회 정도 부정기

시간

（１）수업은 학습 진도에 따라, 초급(1)부터 중급(5)까지 입니다. 

　초급（１）, 초급（２）, 초급（３）　　　　１０：００부터 １２：００까지　

　초급（３）, 초급（４）, 중급（５）　　　　１３：３０부터 １５：３０까지　

레벨
일본어능력시험 （　　　）급 부터 （　　　）급 까지

기간・일・요일

（１）3월 중순 부터 하순, 토, 일, 휴일을 제외한 10일 간

（２）8월 중순 부터 하순, 토, 일, 휴일을 제외한 10일 간

그 외 그룹 수업입니다.

haiku575@lib.e-catv.ne.jp

홈페이지 http://www.epic.or.jp



■ 입문 ■ 초급 □ 중급 □상급 □

■ 그 외（　　）

시간

TEL

FAX

이름

연락 가능한 일・시간

기간・일・요일
（１）봄학기（４月 중순부터 ８月 상순까지）　가을학기（１０ 상순부터 ３월 상순까지）　각１５회

（２）５월 부터 ７월 까지　１０월 부터 １２월 까지　각１０회

（１）초급（１）　화요일　１３：００부터 １４：３０까지　１８：３０부터 ２０：００까지

　　　초급（２）　화요일　１８：３０부터 ２０：００까지

                               목요일　１３：００부터 １４：３０까지

　　　초급（３）　목요일　１４：４５부터 １６：１５까지

（２）입문　  　 　토요일　１３：３０부터 １５：３０까지

내용
　（１）일상 생활에 필요한 일본어를 익히기 위한, 기초적인 일본어 습득을 지원합니다. 

　（２）마츠야마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일본어를 배웁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외

그룹 수업입니다.

1세부터 취학전 아동, 탁아 가능합니다. 무료입니다. 사전에 예약해주세요.

'입문'은 마츠야마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일본어를 공부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부할 수 있습

니다.

신청방법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마츠야마 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하여 주십시오. 등록이 필요합니다. 

②마츠야마 국제교류센터 (Matsuyama International Center 【MIC】)

연

락

처

마츠야마 국제교류센터（MIC)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９:００부터 １７:３０까지

089-943-2025

089-931-2041

E-mail mail@mic.ehime.jp

홈페이지 http://www.mic.ehime.jp/MIC/top.html

facebook https://www.facebook.com/hop.step.mic

주최단체명

주소

장소

마츠야마 국제교류센터 （MIC)

활동명
（１）외국어로서의 일본어 교실

（２）지금 바로 일본어～생활 정보 광장～

마츠야마시 남녀공동참획추진센터 (COMS)

마츠야마시 3반쵸 6-4-20 (松山市三番町６丁目4-20)

비용 무료

레벨

일본어능력시험（　　　）급부터（　　　）급까지



■ 입문 ■ 초급 ■ 중급 ■ 상급 ■

□ 그 외 （　　　）

※지도에 관해서는  ①과 ②의 지도를 참조할 것

facebook

E-mail ehimejasl14@gmail.com

홈페이지 http://ehimejasl.web.fc2.com/

TEL ０９０－４５００－７３４７

FAX

연

락

처

이름 고모다 (薦田/こもだ)

연락 가능한 일・시간

（１）에히메 국제교류센터 또는 （２） 마츠야마시 남녀공동참획추진센터 (COMS)

③에히메ＪＡＳＬ (Ehime JASL)

주최단체명 에히메ＪＡＳＬ

그 외 일대일 레슨입니다. 

신청방법

시간 상의 후 결정합니다.

내용

레벨

기간・일・요일 상의 후 결정합니다.

일본어능력시험 （　　）급 부터 （　　）급 까지

주소 （１）마츠야마도고이치만 １-１ （２） 마츠야마시 3반초 6-4-20

비용 활동 지원금으로 ５００엔 / ４５분　　１,０００엔 / ９０분

활동명

장소



３００円／１期  ※１期は（１月から3月まで）と（4月から6月まで）と（７月から９月まで）と（１０月から１２月まで）です。

■ 입문 ■ 초급 ■ 중급 ■ 상급 ■

□ 그 외 （　　　）

연락 가능한 일・시간 평일(목요일 이외) 오전 11시경부터, 그 이외는 부재중전화 설정

TEL ０８９－９７０－４４１９

신청방법 사전 예약 또는 수업일에 직접 방문도 가능

연

락

처

이름 야마모토 (山本/やまもと)

홈페이지

facebook

FAX ０８９－９７０－４４１９

E-mail shaico@tea.ocn.ne.jp　（시오리）　※영어를 사용하고 싶은 분은 메일을 보내주세요.

레벨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실

장소 반초 복지센터 ４층

주소 마츠야마시 2반초 4-3-4 (松山市二番町４丁目3-4)

주최단체명

활동명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실

일본어능력시험 （5）급 부터 （1）급 까지

내용 '민나노니혼고'를 교재로, 문법, 문형, 독해, 청해 등 전분야. 레벨에 따른 연습문제 실전

그 외 일대일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５００엔 / 시간 입니다.

기간・일・요일 금요일

시간
초급, 중급  　 　　１３:３０부터 １５:００까지

일본어능력시험　　１３:３０부터 １５:００까지 / １５:００부터 １６:３０까지

④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실
  (Japanese Classes for Foreign People)

비용 ３００엔 /１기　　※１기는（１월부터 ３월까지）와 （４월부터 ６월까지）（７월부터 ９월까지）와 （１０월부터 １２월까지）입니다.



□ 입문 □ 초급 □ 중급 □ 상급 ■ 일본어능력시험　Ｎ５부터 Ｎ１까지

□ 그 외 （　　　）

주소 마츠야마시 와카구사초 8-2 (松山市若草町８２)

TEL ０８９－９４６－０８８５

FAX

기간・일・요일 월요일

０８９－９４６－０８８５

E-mail

비용
일본어 능력시험 N5~N３을 공부하는 사람　　３００엔 / 1개월

일본어 능력시험 N2, N１을 공부하는 사람　    ４００엔／１개월

레벨

신청방법

연

락

처

이름 시오이리 (塩入/しおいり)

연락 가능한 일・시간

활동명 와카구사 일본어 교실

장소 마츠야마시 종합 복지 센터

⑤에히메 일본어 네트워크 '와카구사 일본어 교실'
  (Ehime Japanese Network)<WakakusaJapaneseClasses>

주최단체명 에히메 일본어 네트워크

facebook

shaico@tea.ocn.ne.jp (시오이리)

홈페이지 ehimenihongonetwork.web.fcz.com

시간 １３:３０부터 １５:００까지

내용 그룹 수업입니다.

그 외 일대일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５００엔 /시간 입니다. (자료비 별도)

E-mail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 입문 ■ 초급 ■ 중급 ■ 상급 □

□ 그 외 （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８:３０부터 １７:１５까지

TEL ０８９６－２８－６０１４

FAX

일본어능력시험 （　　）급 부터 （　　）급 까지

신청방법 전화・메일

연

락

처

이름 시코쿠추오시 국제교류협회

연락 가능한 일・시간

그 외 시코쿠추오시 국제교류협회에 입회할 것. 개인의 경우, 연회비 ２,０００엔이 필요

비용 무료

레벨

기간・일・요일 상의 후 결정합니다.

활동명 일본어교실

장소 시코쿠추오시 복지회관

주소 시코쿠추오시 미시마미야가와 4-6-55 (四国中央市三島宮川４丁目６-５５)

주최단체명 시코쿠추오시 국제교류협회

시간 상의 후 결정합니다.

내용 개인 또는 그룹 수업

０８９６－２８－６０５７

E-mail sifa@city.shikokuchuo.ehime.jp

홈페이지 http://www.sifaweb.org

facebook

⑥시코쿠추오시 국제교류협회
  (Shikokuchuo International Friendship Association )



■ 입문 ■ 초급 ■ 중급 ■ 상급 □

□ 그 외 （　　　）

土曜日 （イベント実施や会場の都合により、実施しない日がありますので、来られる前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facebook https://www.facebook.com/skv1995saijo/

E-mail yuezhi5danjiri@gmail.com　※일본어, 영어, 중국어 대응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신청방법 특별히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１９:３０부터　２１:００까지

내용 일대일 수업입니다.

레벨

기간・일・요일 토요일 (이벤트 실시나 장소의 상황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 날도 있으니, 방문 전에 문의해주십시오.)

일본어능력시험 （　　）급 부터 （　　）급 까지

TEL ０９０－７５７１－７３３３（일본어, 중국어）

FAX ０８９８－６４－３５８４

연

락

처

이름 오치 (越智/おち)

연락 가능한 일・시간 평일 낮시간 이외

주소 사이조시 간바이 갑 324-2 (西条市神拝甲３２４２)

비용 무료 (연회비３００엔)

활동명 일본어 교실

장소 사이조시 종합복지센터 （모테코이겐키관）３층

⑦사이조 국제교류 볼란티어회
  (Saijo International Exchange Volunteer Association)

주최단체명 사이조 국제교류 볼란티어 (ＳＫＶ)

그 외 부정기적으로 교류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입문 ■ 초급 ■ 중급 ■ 상급 □

□ 그 외 （　　　）

※지도에 관해서는 ⑦의 지도를 참조.

E-mail momichibo@gmail.com

기간・일・요일 상의 후 결정합니다.

시간 상의 후 결정합니다.

비용 ５００엔 / ６０분

레벨
일본어능력시험 （　　）급 부터 （　　）급 까지

장소 사이조시 종합복지센터 （모테코이겐키관）

주소 사이조시 간바이 갑 324-2 (西条市神拝甲３２４２)

신청방법

연

락

처

이름 구메 (久米/ くめ)

내용

그 외 

홈페이지

facebook

FAX

연락 가능한 일・시간

TEL

주최단체명 이시즈치 일본어 클럽

활동명

⑧이시즈치 일본어 클럽
  (Ishizuchi Japanese Club)



□ 입문 ■ 초급 ■ 중급 ■ 상급 ■ 일본어 능력시험 （N4）급부터（Ｎ1）급까지

□ 그 외 （　　　）

 

facebook

E-mail

홈페이지

신청방법

TEL ０８９７－５５－６６６８

FAX

연

락

처

이름 다니자키 (谷崎/たにざき)

연락 가능한 일・시간 PM6：00　～　ＰＭ8：00

주소 사이조시 기타가와351-1 (西条市喜多川３５１１)

비용 ５００엔／１년 (자료 복사비용 입니다. )

활동명

장소 사이조시 간바이 공민관

⑨사이조 일본어 공부회 （Saijo Japanese Study Society)

주최단체명 사이조 일본어 공부회

그 외 

시간 １０：００　부터　１２：００　까지

내용 그룹 수업입니다.

레벨

기간・일・요일 일요일



■ 입문 ■ 초급 ■ 중급 ■ 상급 ■ 일본어능력시험　Ｎ５부터 Ｎ１까지

■ 그 외 (일본어로 곤란한 사람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외국 국적의 아이와 귀국 자녀의 지원도 합니다.)

tanbaraipn@yahoo.co.jp

연

락

처

이름 유사 (遊佐/ゆさ)

내용 그룹 수업입니다.

그 외 일대일 수업을 받고 싶은 사람은 상의해주십시오.

연락 가능한 일・시간 언제든 괜찮습니다.

TEL ０９０－９０４５－３０６４

홈페이지 http://www.geocities.jp/tbrjpns/

facebook

FAX

E-mail

주최단체명 단바라 일본어회

활동명

⑩단바라 일본어회（Tanbara Japanese Language Association）

신청방법 전화, 메일 혹은 교실 직접 방문(사이조시 단바라 공민관으로 와주세요.)

기간・일・요일 일요일

시간 ９:００부터 １１:００까지

비용 무료 (단, 교재비는 수강생 부담입니다.)

레벨

장소 사이조시 단바라 공민관

주소 사이조시 단바라초 이케다 1711-1 (西条市丹原町池田１７１１１)



□ 입문 ■ 초급 ■ 중급 ■ 상급 □

□ 그 외 （　　　）

홈페이지

facebook

FAX

E-mail

시간 상의 후 결정합니다.

TEL
０８９７－５２－１２０６　（사이조시청 국제교류과）

０９０－６２８８－８５２６（콘도）
연

락

처

이름 콘도 (近藤/こんどう)

연락 가능한 일・시간

그 외 

신청방법

내용

레벨

기간・일・요일 상의 후 결정합니다.

일본어능력시험 （　　）급 부터 （　　）급 까지

주소 사이조시 니타 218-21 (西条市新田２１８２１)

비용

활동명

장소 사이조 공민관

⑪사쿠라 일본어회（Sakura Japanese Network)

주최단체명 사쿠라 일본어회



■ 입문 ■ 초급 ■ 중급 ■ 상급 ■

□ 그외 （　　　）

일본어능력시험 （　　）급 부터 （　　）급 까지

facebook

E-mail info@iciea.jp

홈페이지 http://iciea.jp/

TEL ０８９８－３４－５７６３

FAX ０８９８－３４－５７６３

연

락

처

이름 이마바리시 국제교류협회

연락 가능한 일・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８:３０부터 １７:１５까지

비용

（１）무료

（２）무료/유료(강사 재량)

（３）무료

장소 이마바라시 국제교류협회 교류실 / ＮＰＯ서포트 센터 등의 공공시설

주소 이마바리시 난다이몬초2-5-1 시청사 제3별관 1층 (今治市南大門町2丁目５－１)

코스

（１）여름 학기 집중 코스

（２）볼란티어에 의한 일대일 수업 (초급에서 상급까지)

（３）서포트 클래스 (그룹 수업・초급에서 중급 정도）

（４）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강좌 (레벨 미정)

그 외 

신청방법 이마바리시 국제교류협회로 연락하여 일본어 지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내용

（３）매월 첫번째 일요일과 세번째 토요일 (변경될 경우가 있으니 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시간

（1）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ICIEA의 근무시간 중. 수업은 60분

（2）13:30부터 15:00까지 (변경될 경우가 있으니 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기간・일・요일

（１）8월 중 2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10회

（２）상의 후 결정합니다.

레벨

⑫이마바리시 국제교류협회
（Imabari City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주최단체명 이마바리시 국제교류협회



■ 입문 ■ 초급 ■ 중급 ■ 상급 □

□ 그 외 （　　　）

global28@gd6.so-net.ne.jpE-mail

⑬니하마 일본어회 （Niihama Japanese Society）

신청방법

연

락

처

이름 나가노 (永野/ながの)

내용 일대일 수업도 가능합니다. ５００엔 /６０분

그 외 

홈페이지

facebook

FAX

연락 가능한 일・시간

TEL
０９０－８２８７－７２２９

０８９７－３４－３０２５（미키）　※영어를 사용하고 싶은 분은 이곳으로 연락주십시오.

주최단체명 니하마 일본어회

활동명

기간・일・요일 화요일 수요일(N2 대책 만) 목요일

시간 １９：３０부터 ２１：００까지

비용 무료

레벨

장소 니하마 종합 복지센터 (후레아이 프라자)

주소 니하마시 다카기초 2-60 (新居浜市高木町２６０)

야간 일본어 교실

일본어능력시험 N2 N3



■ 입문 ■ 초급 □ 중급 □上級상급 □

□ 그 외 （　　　）

facebook

E-mail polepoleseike@me.pikara.ne.jp

홈페이지

TEL ０８９５－５２－２３２４　（연락가능시간　ＡＭ8：00　～　ＰＭ9：00）

FAX ０８９５－５２－０２９１

연

락

처

이름 세이케 (清家/せいけ)

연락 가능한 일・시간

주소 우와지마시 요시다초 히가시코지 갑106 (宇和島市吉田町東小路甲106)　

비용 무료

활동명

장소 우와지마시 요시다 지소 / 요시다 중앙공민관

⑭우와지마시 요시다초 국제교류협회
（Uwajima city Yoshida International Association）

 그외 꽃꽂이나 서예 체험 등의 일본문화를 통하여 일본어를 배웁니다.

신청방법

시간 상의 후 결정합니다.

내용 그룹 수업입니다.

레벨

기간・일・요일 상의 후 결정합니다.

주최단체명 우와지마시 요시다초 국제교류협회

일본어능력시험 （　　）급 부터 （　　）급 까지



■ 입문 ■ 초급 □ 중급 □上級상급 □

□ 그 외 （　　　）

홈페이지 http://utia.jp/

facebook https://www.facebook.com/utiajp/

FAX ０８９３－４４－６１３７

E-mail kokusai@town.uchiko.ehime.jp

주최단체명 우치코초 국제교류협회

활동명

내용 그룹 수업입니다.

그 외 

기간・일・요일 토요일

시간 １０:００부터 １１:３０까지

비용 무료

레벨

연락 가능한 일・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８:３０부터 １７:１５까지

TEL ０８９３－４４－２１１４

신청방법

연

락

처

이름 우치코초 국제교류협회

장소 우치코자치센터 소회의실

주소 우치코초 우치코３４２７

일본어능력시험 （　　）급 부터 （　　）급 까지

일본어 광장

⑮(공익재단) 우치코초 국제교류협회
 (Uchiko Town International Association)



■ 입문 ■ 초급 □ 중급 □上級상급 □

□ 그 외 （　　　）

연락 가능한 일・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８:３０부터 １７:１５까지

일본어능력시험 （　　）급 부터 （　　）급 까지
레벨

기간・일・요일 상의 후 결정합니다.

주소 개별대응

비용 무료

활동명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실

장소 개별대응

그 외 등록된 볼란티어 강사의 수가 적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facebook https://www.facebook.com/yawatahama.ia

E-mail seisaku@city.yawatahama.ehime.jp

홈페이지 https://ycia.jimdo.com/

FAX ０８９４－２１－０４０９

시간 상의 후 결정합니다.

⑯야와타하마시 국제교류협회
(Yawatahama City International Association)

주최단체명 야와타하마시 국제교류협회

TEL ０８９４－２２－５９８７

내용 일대일 레슨입니다.

연

락

처

이름 야와타하마시 국제교류협회



■ 입문 ■ 초급 ■ 중급 □ 상급 ■

□ 그 외（   ）

기간・일・요일 연중・매달 2회（일요일） ※강사・학생이 서로 의논후,  일정을 정합니다。

기간 １０：００〜１１：３０

내용 기본적인 일본어를 습득하기 위한 교실(그룹 레슨)

홈페이지

⑰일본어광장　야와타하마시　(일본어교실）

주최단체명 야와타하마시 신궁 도오리 복지회관

활동명 일본어교실

장소 야와타하마시 신궁 도오리 복지회관

주소 야와타하마시 신궁 도오리 792-(八幡浜市神宮通り792-1)

비용

facebook

그 외 보통 수업 이외, 교류를 목적으으로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전화・방문신청 한정(사전에 신청서와 설문지 기입이 필요합니다.）

연

락

처

이름 야와타하마시 신궁 도오리 복지회관

연락 가능한 일・시간 월요일〜금요일 ８：３０〜１７：１５（※공휴일 제외）

TEL ０８９４－２４－６６５０

FAX ０８９４－２４－６６５０

E-mail jinguudoori@city.yawatahama.ehime.jp

레벨
일본어능력시험 N5부터 N1까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
는 학생도 있습니다.

무료



초급・초중급

FAX

E-mail

홈페이지

facebook

활동명

장소

주소

비용

레벨

기간・일・요일

시간

내용

０８９－９２１－２１０９

０８９－９２１－１８４９

매일(화요일 제외) 9:00~16:00

가톨릭 마츠야마 교회

교회 접수

그룹 레슨

일상생활의 일본어를 배운다.
１１：３０〜１２：３０   １２：３０〜１３：３０
매일

무료

마츠야마시 2반초 4-5-5(松山市三番町4-5-5)
가톨릭 마츠야마 교회

가톨릭 마츠야마 교회 일본어 교실

가톨릭 마츠야마 교회 일본어 교실

그 외
신청방법

연

락

처

이름

연락 가능한 일・시간

TEL

0003matsuyama@gmail.com    ※영어 가능

⑱가톨릭 마츠야마 교회 일본어 교실

주최단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