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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시 국제교류협회

하눌타리 블로그 https://niigatahanultari.wordpress.com
‘하눌타리’를 포함한 ３개국어 정보지의 블로그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면에 다 담을 수 없는 다양한 기사와 정보들을 블로그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바랍니다.

❀ 니가타시 국제교류협회 행사‧강좌 ①~⑥ ❀
* 참가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ᅟ

①처음 만나는 외국어
《어린이 영어 & 과자 만들기 교실》
ㆍ내용 요리와 관련된 간단한 영어 레슨 및 발음 연습,
쿠키를 사용한 초콜릿 만들기

④제 31 회 니가타 국제영화제
ㆍ내용 다양한 국가‧지역의 영화를 통해 외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제
ㆍ일시 5/28(토)-5/29(일)

ㆍ일시 5/28(토) 10:30-12:00

ㆍ장소 크로스팔니가타 4 층 영상홀

ㆍ장소 크로스팔니가타 5 층 조리실습실

ㆍ관람비 1 작품 1,000 엔 (당일권만 판매)

ㆍ강사 Charlene Woolson (니가타시 국제교류원)

ㆍ상영 스케줄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ㆍ정원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와 부모 6 팀 (선착순)

ㆍ HP https://niffec.com/

ㆍ참가비 1 팀 1,500 엔 / 찬조회원은 1 팀 1,200 엔

＊영화제 상영 작품의 포스터와 전단지를 전시합니다!

ㆍ준비물 앞치마, 두건, 행주
ㆍ신청 5/6(금)부터 국제교류협회로 전화 또는 메일

②미국 문화 이해 강좌
《미국의 LGBT 사정》
ㆍ내용 LGBT 커뮤니티의 성공과 역경, 프라이드 먼스
(성소수자 인권의 달), 퍼레이드 등에 대한 소개

ㆍ일시 4/28(목)-5/29(일)
ㆍ장소 크로스팔니가타 1 층 로비

⑤중국 문화 이해 강좌
ㆍ내용 교직 경험이 풍부한 강사님의 중국 생활 경험담,
교류의 추억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
ㆍ일시 6/23(목) 13:30-15:00

ㆍ일시 6/4(토) 10:30-11:30

ㆍ장소 크로스팔니가타 5 층 교류홀 2

ㆍ장소 크로스팔니가타 5 층 교류홀

ㆍ강사 아베 요시토모 (현 중국 흑룡강대학 일본어 교사)

ㆍ강사 Charlene Woolson (니가타시 국제교류원)

ㆍ정원 20 명 (선착순)

ㆍ정원 중학생 이상 20 명 (선착순)
ㆍ참가비 무료
ㆍ신청 5/6(금)부터 국제교류협회로 전화 또는 메일

③니코팔 클럽 & 일본어 자원봉사 교실
<1> 니코팔 클럽 - 일본어 교실 (무료)
ㆍ대상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초등학생~고등학생
ㆍ일시 매주 수요일 09:30-11:30 (※휴일: 4 일)
ㆍ장소 크로스팔니가타 308 호
<2> 니코팔 클럽 - 학습 지원 교실 (무료)
ㆍ내용 공부 중 모르던 것, 숙제 등을 가져와주세요!
ㆍ대상 외국 국적 및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ㆍ일시 매주 토요일 10:00-11:45 (※휴일: 21 일)
ㆍ장소 크로스팔니가타 4 층 세미나실
<3> 니가타시 일본어 자원봉사 교실 일정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QR⇨)

ㆍ참가비 무료

ㆍ신청 국제교류협회로 전화 또는 메일

⑥살롱 이벤트
<1> 캄보디아 활동 보고 전시회
ㆍ내용 캄보디아에 3 개월간 체류하며 활동한 기록 사진
ㆍ일시 4/29(금)-6/29(목) (※협회 개관 일시 내)
ㆍ장소 크로스팔니가타 2층 국제우호회관사무실 내
<2> 여름 문안 엽서 보내기
ㆍ내용 일본에는 평소 자주 만나지 못하는
분, 신세를 진 분들께 무더운 시기에
안부 엽서를 보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준비돼 있는 엽서에 메시지와 주소를
적어주시면, 주소 등을 가려 전시 후
8 월 초에 발송해 드립니다! (※일본 내)
ㆍ일시 4 월 초-7 월 말 (※협회 개관 일시 내)
ㆍ장소 크로스팔니가타 2층 국제우호회관사무실 내

캄보디아 활동 보고회&자선 콘서트

요리 교실
<1> 5 월의 식탁

ㆍ내용 캄보디아 거주·활동 경험 이야기 및 밴드 연주회

ㆍ요리 고기 감자 조림, 틀초밥, 바나나 찜 케이크 등

ㆍ일시 5/14(토) 14:00-16:00 (13 시부터 독립영화 상영)

ㆍ일시 5/26(목), 28(토), 29(일) 11:00-14:00

ㆍ장소 크로스팔니가타 4 층 영상홀

ㆍ참가비 일반 3,800 엔 / 외국인·학생 1,800 엔 (1 인)

ㆍ정원 100 명 (선착순)

ㆍ신청 3 일 전까지 아래 번호로 전화

ㆍ신청 니가타 볼런티어 그룹 ‘Keep 스마일 재팬’

강사 우에노 (☎0250-24-6859)

ㆍ참가비 무료 (신청 필요)

산바야시(三林) (☎070-6989-5690)
keepsumairu@yahoo.co.jp

<2> 외국인을 위한 클래스 - 카페 풍 오니기리, 미소시루 등
ㆍ일시 5/21(토), 22(일) 11:00-14:00

마이넘버 카드 신청 안내

ㆍ참가비 1 인 1,600 엔
ㆍ신청 2 명 이상이서, 3 일 전까지 위 번호로 전화

<1> 구청에서 마이넘버 카드를 신청하세요!
ㆍ내용 구청에서

[무료] 취업·업무를 위한 일본어 수업
ㆍ내용 구직 활동 및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일본어

증명사진을

찍고

마이넘버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우편으로 교부)
ㆍ준비물 마이넘버 카드 통지카드 또는 개인번호 통지서,
본인 확인 서류

ㆍ대상 영주권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권자의 배우자

ㆍ비용 무료 (재발행은 1,000 엔)

등, 정주자
ㆍ레벨 히라가나·가타카나 및 간단한 한자를 읽고 쓸 수
있으며, 일상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

ㆍ예약·문의 각 구청 구민생활과
＊상세: 니가타시 홈페이지(QR⇨)

ㆍ기간 6/8(수)-7/29(금) 월-금 13:30-16:30

<2> 신청자에게 1,000 엔 상품권을 드립니다

ㆍ레벨 테스트 6/2(목) 13:30

ㆍ대상 마이넘버 카드 신규 신청 및 우편 교부 절차를

ㆍ장소 크로스팔니가타

마치신 분 ※니가타시·사도시 공통 상품권

ㆍ문의 미야 (☎080-4902-1730) (일·영·스페인어)
헬로워크 니가타 (☎025-280-8609)

ㆍ기한 2023/3/17(금) ※예산 소진 시 종료
ㆍ문의 시민생활과 (☎025-226-1013)

ㆍ신청 5/31(화)까지 헬로워크 니가타
ㆍ HP https://www.jice.org/tabunka/course/

코로나 관련 정보 안내
ㆍ코로나 검사

전문가 상담회
매주 화요일 13:00-17:00 교육상담(일·영·중·태·베트남어)

- 유증상자: 주치의 혹은 ‘니가타현 진료·상담 센터’에

매월 두번째 화요일 13:00-17:00 입국수속상담(일·태·베)

전화 (☎025-256-8275) ※매일, 24 시간 대응

매월 네번째 수요일 10:00-17:00 행정서사상담(일·중어)

- 무증상자: 민간 약국 및 ‘니가타현 백신·검사 패키지

홀수달 세번째 목요일 13:00-17:00 법률상담(일·영·스페

검사소’ (☎025-256-8698) ※매일, 09:00-17:00

인어·포르투갈어) (5/19, 7/21, 9/15, 11/17, 1/19, 3/16 예정)

＊상세: 니가타현 홈페이지(QR⇨)
ㆍ코로나 백신 접종 정보

ㆍ상담 방법 방문·전화·메일·온라인
ㆍ방문상담 장소 외국인상담센터 니가타 (토키멧세 2 층)
ㆍ문의·신청 니가타현 국제교류협회 (☎025-290-5650)
※방문·전화·메일 상담은 예약 우선, 온라인은 예약 필수

니가타시 홈페이지(우측 QR⇨⇨)
ㆍ코로나 다언어 상담 핫라인 (☎025-256-8573)
※24 시간, 대응 언어 19 개 (한국어 가능)

<니가타시 국제교류협회>
に い が た し ちゅう お う く いしずえ ちょう どおり

주 소

〒951-8055 新潟市 中 央区 礎 町 通
3-2086 크로스팔니가타 2 층
전 화 (025) 225-2727
팩 스 (025) 225-2733
E 메일 kyokai@nief.or.jp
H P www.nief.or.jp
개 관 월-토 9:00-17:00
휴 관 일요일, 5/3~5/5, 5/23(월)

하눌타리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편 집

김은지

♣ 니가타시 국제교류협회에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어어, 프랑스어로 상담
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금 9:00-16:00 (예약 필요)
♣ 니가타시청 내 시민 상담실 (일본어)
☎ (025) 226-1025

매주 월-금 9:00-12:00/13:00-16:00
♣ 한국인 국제교류원 근무처
월‧수‧목：시청국제과 (025) 226-1677
화‧금：국제교류협회 (025) 225-2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