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文 中国語 

Online Classes for Non-native Japanese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e will be hosting online classes for non-native Japanese speaking children, through the use of a 

computer, tablet, or smartphone. Volunteer students from Miyagi University of Education (MUE) will help 

support children with their school curriculum and Japanese language study.  

Eligibility：・Elementary to junior high school aged children who are non-native Japanese speakers. 
※We will be using the video Web Conference system Zoom to host the classes (Please 

consult with SenTIA if you do not have a computer, tablet or smart phone which can 

connect to the internet.) 

Date and time： from June 1 to July 1, 2022, every Wednesday and Friday,  
5:00p.m.～6:00p.m. 

              ※Please select participation dates on the application form 
Location: At home, or a place with a stable internet connection where studying is allowed. 

Cost：Free of charge (0 yen) 

Applications：Please enter the required information into the web form     

 URL   https://forms.gle/6xiHMnFUjLgKJhTaA 

If you don’t understand the web form please contact MUE by phone or e-mail.  

Contact：Sendai Tourism, Convention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SenTIA) 

Tel: 022-268-6260  E-mail: t-igarashi@sentia-sendai.jp  

为不以日语为母语的小中学生举办的网络教室 
 

为不以日语为母语的孩子们准备的教室是，通过大家所持有的电脑和平板，智能手机而提供的。由义务志

愿者辅导日语以及学校的功课。 
 

对  象：・母语不是日语的中小学生 ※利用网络会议系统「Zoom」，进行授课。 

（没有可以连接网络的电脑，平板，智能手机的人可以和 SenTIA咨询。） 

日  期：2022年 6月 1日～7月 1日, 每个星期三，星期五, 5:00 p.m.～6:00p.m 

         ※请在申请表上选择参加日期 

地  点：家、或者是可以使用网络进行学习的地方。参加费：免费（0日元） 

申请方式：请在 WEB表格里，输入必要的信息。 

       网址   https://forms.gle/6xiHMnFUjLgKJhTaA  
      不明白的人，请通过电话和邮箱和宮城教育大学。 

联系方式: 仙台观光国际协会（SenTIA）国际化事业部 （五十嵐） 

电话:022-268-6260 邮箱: t-igarashi@sentia-sendai.jp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초・중학생 여러분을 위한 온라인 교실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초・중학생을 위한 교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및 태블릿,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형식으로 개최합니다.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일본어 및 학교 공부를 

도와드립니다. 
 

대 상：・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초등학생~중학생 정도까지의 자녀 

※WEB 회의 시스템「Zoom」을 사용하여 개최합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SenTIA 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2022 년 6 월 1 일-7 월 1 일, 수요일, 금요일 5:00 p.m.~6:00p.m. 

         ※신청 양식을보고 참여하는 날을 선택하십시오 

장 소：집 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부 가능한 장소 

참가비：무료（0 엔） 

신  청：WEB 서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URL  https://forms.gle/6xiHMnFUjLgKJhTaA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MUE 로 전화나 메일 바랍니다. 

연락처: 센다이 관광국제협회（SenTIA）국제화사업부（담당자: 이가라시） 

전화:022-268-6260 메일: t-igarashi@sentia-sendai.jp  

（Web form QR Code） 

（网页 QR 二维吗） 

（Web 서식 QR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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