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CH
ER ST

ALBERT AVE

ALBERT AVE

AN
D

ERSO
N

 ST

VICTORIA AVE

H
ERCU

LES STBERTRAM
  ST

N
ERID

AH
 ST

CLAU
D

E ST

SPRIN
G

 ST
D

EVO
N

SH
IRE ST

VICTO
R ST

O
RCH

ARD
 RD

MALVERN AVE

DAISY ST

ENDEAVOUR ST

McINTOSH ST

HELP ST

HELP ST
FERGUSON  LA

KIRK ST

PA
CI

FI
C 

HIG
HW

AY

RA
ILW

AY ST

VICTORIA AVE

McINTOSH ST

BROWN ST

THOMAS ST

O
SCAR ST

H
AVILAH

 ST

KEY

Parking

Train Station
Bus Stop

Station Link

N

Chatswood 
Transport 

Interchange
MOSAIC 

Centre

Zenith
Theatre

Chatswood
Oval

Chatswood Chase

Chatswood Mall

West�eld 

Mandarin 

Centre

월요일 ~ 금요일 9.00am - 4.30pm
12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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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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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요리 시연 
매월 넷째 화요일 11.30am - 1pm 무료
세계 인기 요리 시연, 신선한 요리 음식 시식 및 친환경 식품 관련 
정보 안내. 온라인 예약

노인을 위한 기술 프로그램 
휴대전화, 아이패드 또는 태블릿 사용 개인 교습 / 소모임 지도. 
무료. 영어, 표준 중국어, 광둥어, 한국어, 일본어, 페르시아어 등을 
구사하는 자원봉사자. 사전 예약 필수. 전화 9777 7952.

방학 프로그램 
다양한 교육 활동. 무료. 온라인 예약

모자이크에서 모이는 타기관들
Australian Chinese Community Association (ACCA) 
Respite Care for Seniors
화요일 10.00am - 2.00pm.  
문의 전화: 9412 3488 / 0413 829 863.  

Chatswood Cantonese Opera Association 
일요일 1.00pm - 7.00pm. 문의전화: 9495 9777.
신나는 노래 활동에 참여하세요.

Chinglish Bilingual Toastmasters Club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6.00pm - 8.00pm.  
0405 464 911 / 0488 970 941.  
chinglishTMC@gmail.com

Evangelical Free Church
주일학교-일요일 8.30am - 12.30pm.
영어교실-토요일 10.30am - 12.30pm.  
전화 9415 6044.

소수민족별 교민 모임 활동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10.00am - 12.20pm 
라인 댄싱, 요리, 노래, 정보 나눔

대만 
목요일 12.00pm - 2.50pm
댄싱, 요리, 정보 나눔

상감–인도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10.00am - 12.20pm
전통문화축제, 요리 및 정보 나눔

이탈리아 
화요일 10.30am - 1.00pm
채스우드 Nicholson St. 뷰챔프 파크 
타이치(태극권), 댄싱, 요리 및 정보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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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수요일 (셋째 수요일, 방학 제외) 9.30am - 2.20pm
요가, 라인 댄싱, 합창단, 요리 및 정보 나눔

일본 
수요일 2.30pm - 4.30pm 
태극권
홀수달 셋째 수요일 10.00am - 4.30pm 
요리, 정보 나눔, 태극권

중국 노령자 
목요일 9.30am - 12.00pm 
타이치(태극권), 가라오케, 게임, 요리 및 정보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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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모든 모임은 모자이크
센터에서 열립니다

장소 임대
자원봉사자 
참여

다양성 • 존중 • 성장 • 번영

Korean / 한국어



영어 학습 프로그램
2020년 시메스터 1
1학기: 2월 3일 - 3월 27일
2학기: 5월 4일 - 6월 29일
영어 교실
센터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웹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자신에게 맞는 학습 단계를 선택하십시오.

0 단계
 화요일 10.00am - 11.20am  
 수요일 10.00am - 11.20am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초보자에게 적합.

1 단계 
 월요일 10.00am - 11.20am (중국인 대상)   
 월요일 10.00am - 11.20am
 간단한 기본 영어를 할 줄 하는 초급 단계에 적합.

2 단계   
 화요일 11.30am - 12.50pm 
 목요일 10.00am - 11.20am
  최소한의 사교 영어를 할 수 있는 준중급 단계에 적합.

3 단계 
작문  
 금요일 10.00am - 11.20am

호주 사회와 문화 
 금요일 11.30am - 12.50pm

회화 
 월요일 1.00pm - 2.20pm
 화요일 10.00am - 11.20am 
 수요일 10.00am - 11.20am
 목요일 11.30am - 12.50pm

회화/발음 
 화요일 1.00pm - 2.20pm
  최소한의 직업 영어만 구사할 줄 아는 중급 단계에 적합. 

4 단계  
토론  
 월요일 11.30am - 12.50pm
  직업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중상급 / 상급 단계에 적합.

여가 활동
2020년 시메스터 1
1학기: 1월 13일 - 4월 17일  
2 학기: 4월 20일 - 7월 17일
각 활동의 시작일과 기간은 다릅니다
타이치(태극권) 
월요일 9.30am - 11am (고급)
금요일 9.30am - 11am (중급)

대만 전통무용  
월요일 10.00am - 12.00pm  
채스우드 Nicholson St. 뷰챔프 파크 

한국 전통무용 
월요일 1pm - 2.30pm 

일본 민속무용 
금요일 11am - 12.30pm 

라인 댄싱  
금요일 12.30pm - 2pm (중급)

꽃만들기 수업
화요일 2.30pm - 4.30pm

한국 서예 수업
월요일 2.30pm - 4.00pm (초급~초중급)

비즈 공예 수업
수요일 1.00pm - 3.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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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릴화 수업
수요일 3.00pm - 4.30pm 

중국 미술
금요일 10.00am - 12.00pm

다문화 합창 그룹
금요일 2pm - 4pm 

우쿨렐레 
월요일 11.30am - 12.50pm (초급)

3D 카드 제작 수업
매월 둘째 목요일 1pm - 2pm, 무료

과정 등록
2020년 시메스터 1 등록
윌로비 거주자*는 2019년 11월 25일부터   
타지역 거주자는 2019년 12월 2일부터 등록   

2020년 시메스터 2 등록 
윌로비 거주자*는 2020년 6월 15일부터  
타지역 거주자는 2020년 6월 22일부터 등록

*거주/지방세 납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수업료
시메스터 기준 $42 (시메스터 당 2학기)
노인 할인 수강료: 시메스터 기준 $32

영어 학습은 성공적인 
호주 정착의 비결입니다.

지역사회 언어 프로그램
2020년 시메스터 1
1학기: 2월 3일 - 3월 27일
2학기: 5월 4일 - 6월 29일
프랑스어 초중급
화요일 11.30am - 12.50pm

프랑스어 중급
목요일 11.30am - 12.50pm

표준 중국어 초급
화요일 10am - 11.20am

표준 중국어 준중급
금요일 12.30pm - 1.50pm

표준 중국어 중급 회화
금요일 2.00pm - 3.20pm

일본어 초급
월요일 1pm - 2.20pm

일본어 준중급 
월요일 2.30pm - 3.50pm

한국어 중급
화요일 1pm - 2.20pm

스페인어 초중급
금요일 1pm - 2.20pm 

스페인어 준중급 
수요일 11.30am - 12.50pm 

16주 다문화 이해 과정
기초 언어 학습, 음식, 영화, 노래, 견학 등.
한국어: 수요일 1pm - 2.20pm 
이탈리아어: 목요일 1pm - 2.20pm 
표준 중국어: 수요일 11.30am - 12.50pm (중급자 수준에 적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