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일 ~ 금요일 9.30am - 4.30pm
7 Victor Street Chatswood  
PO Box 57 Chatswood 2057

토론, 워크숍, 사회 단체, 예술 공예, 태극권, 요리, 축제,  
어학 강좌, 다문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원하시는 언어로 문의하려면, 통번역 서비스 131 450번에 전화해서 
MOSAIC 센터 전화 9777 7952번 연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전화 9777 7952
mosaic@willoughby.nsw.gov.au www.willoughby.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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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AIC 
 Multicultural Centre

다양성 • 존중 • 성장 • 번영

소수민족별 교민 모임 활동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11.15am - 12.45pm 
라인 댄싱, 요리, 노래, 정보 나눔

대만 
목요일 12.45pm - 2.45pm
댄싱, 요리, 정보 나눔

상감–인도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11.15am - 12.45pm
전통문화축제, 요리 및 정보 나눔

이탈리아 
화요일 9.30am - 1.30pm
타이치(태극권), 댄싱, 요리 및 정보 나눔

중국
화요일 2.00pm - 4.30pm
태극권, 라인 댄싱, 요리 및 정보 나눔

한국 
수요일 (셋째 수요일 제외) 9.30am - 2.15pm
요가, 라인 댄싱, 합창, 요리 및 정보 나눔

일본 
수요일 2.30pm - 4.30pm 
태극권

중국 노령자 
목요일 9.30am - 12.30pm 
타이치(태극권), 가라오케, 게임, 요리 및 정보 나눔

이란
매월 첫째 목요일 10am ~ 11.30am
댄싱, 요리, 정보 나눔

모자이크 맨 (남자 그룹 모임)
화요일 10.00am - 12.00pm
탁구—채스우드 청소년 센터 (Chatswood Youth Centre,  
Cnr Albert Ave & Victor St) 
첫째 수요일 12.00pm 점심

Korean / 한국어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모든 모임은 모자이크
센터에서 열립니다

자원봉사자 
참여

MOSAIC 자원봉사자 소개
Kay Tang
제가 가진 기술을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학생들이 
채스우드 카운슬 행사에서 공연하며 
대중들을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성취감을 느껴요. 자원봉사자가 되면 
문화권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사회 생활이 풍요로워집니다.    

Fiona Vatiliotis
영어를 가르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 무척 
즐거웠어요. 수업을 계획하면 정신적으로 
자극이 됩니다. 학생들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뿌듯합니다.

Sophia Huang
MOSAIC에서 23년 동안 자원봉사를 했어요. 
많은 모임과 단체를 만났고 여러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성장하면서 스스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느껴지며, 만족스러워요. 다문화 
친구들이 서로 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몸과 마음에 최고의 자양분입니다. .

Nobuko Yoshimura
MOSAIC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후로 많이  
배우며 좋은 경험을 쌓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며 제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훌륭한 직원과 
자원봉사자들 덕분입니다!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에게 연락하시거나  
www.willoughby.nsw.gov.au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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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to Friday 9am - 4.30pm 
7 Victor St, Chatswood  
PO Box 57 Chatswood 2057

Join us for talks, workshops, social groups, arts and 
crafts, tai chi, cooking, festivals, language lessons, 
multicultural events and much more!

If you need to speak to us in your home language,  
call the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on  
131 450 and ask to contact MOSAIC Centre  
on 9777 7952. It’s free.

Phone 9777 7952
mosaic@willoughby.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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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 Respect • Growth •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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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습 프로그램
2023년 시메스터 1
1학기: 2월 6일 - 3월 31일
2학기: 5월 1일 - 6월 26일
0 단계
 화요일 10.00am - 11.15am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초보자에게 적합.

1 단계 
 월요일 10.00am - 11.15am 
 월요일 2.30pm - 3.45pm (중국인 대상)
 간단한 기본 영어를 할 줄 하는 초급 단계에 적합.

2 단계   
 화요일 10.00am - 11.15am 
 수요일 1.00pm - 2.15pm
  최소한의 사교 영어를 할 수 있는 준중급 단계에 적합.

3 단계 
회화 
 월요일 1.00pm - 2.15pm
 화요일 11.30am - 12.45pm 
 수요일 10.00am - 11.15am
 목요일 11.30am - 12.45pm
 금요일 10.00am - 11.15am

회화/발음 
 화요일 1.00pm - 2.15pm
  최소한의 직업 영어만 구사할 줄 아는 중급 단계에 적합. 

4 단계  
토론  
 월요일 11.30am - 12.45pm
  직업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중상급 / 상급 단계에 적합.

여가 활동
2023년 시메스터 1
1학기: 2월 6일 - 3월 31일
2학기: 5월 1일 - 6월 26일
타이치(태극권) 
월요일 9.30am - 11.00am (초중급)
금요일 9.30am - 11.00am (중급)

기공
목요일 9.30am ~ 11.00am (초급)

대만 민속 무용   
목요일 1.00pm - 2.30pm (중급)

한국 민속 무용  
월요일 1.00pm - 2.30pm (중급)

일본 민속 무용 
금요일 10.00am - 11.30pm (중급)

중국 민속 무용
금요일 11.15am ~ 12.45pm (초중급)

중국 현대 무용
목요일 3.00pm ~ 4.30pm (중급)

라인 댄싱  
금요일 1.00pm - 2.30pm (초중급)

꽃만들기
화요일 2.30pm - 4.30pm (중급)

한국 서예 
금요일 1.30pm - 3.30pm (중급)

비즈 공예 
수요일 10.00am - 12.00pm (중급)

친교 탁구
목요일 10.00am - 12.00pm (모든 단계)
채스우드 청소년 센터 (Cnr Albert Ave & Victor St)

광둥어 오페라
목요일  3.00pm - 4.30pm (모든 단계)

다문화 합창 
금요일 2.45pm - 4.45pm (모든 단계)

회화
월요일 2.45pm - 4.45pm (초중급)

우쿨렐레
수요일 10.00am - 11.30pm (초급)

3D 카드 제작 수업
매월 둘째 월요일 1.00pm - 2.00pm, 무료 (초급)

과정 등록
2023년 시메스터 1 등록
윌로비 거주자*는 2022년 11 월 21일부터   
타지역 거주자는 2022년 11 월 28일부터 등록   

2023년 시메스터 2 등록 
윌로비 거주자*는 2023년 6 월 13일부터  
타지역 거주자는 2023년 6 월 19일부터 등록

*거주/지방세 납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수업료
시메스터 기준 $48 (시메스터 당 2학기)
노인 할인 수강료: 시메스터 기준 $38

영어 학습은 성공적인 
호주 정착의 비결입니다.

지역사회 언어 프로그램
2023년 시메스터 1
1학기: 2월 6일 - 3월 31일
2학기: 5월 1일 - 6월 26일
프랑스어 초중급
화요일 11.30am - 12.45pm 

표준 중국어 초중급 
목요일 10.00am - 11.15am

표준 중국어 준중급
금요일 12.00pm - 1.15pm

표준 중국어 중급
수요일 11.30am - 12.45pm

일본어 초중급  
월요일 10.00am - 11.15am

일본어 준중급 
월요일 11.30am - 12.45pm

한국어 초중급
금요일 10.00am - 11.15am

스페인어 초급
월요일: 10.30am ~ 11.45am

16주 다문화 이해 과정
기초 언어 학습, 음식, 영화, 노래, 견학 등.
중국 광둥어: 화요일 1.00pm - 2.15pm
표준 중국어: 화요일 12.00pm - 1.15pm

방학 프로그램 
다양한 교육 활동. 무료. 온라인 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