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참가 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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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일본어 강좌-가을 코스 

③살롱 전시 《멕시코 소개 전》 

②니코팔 클럽 & 일본어 자원봉사 교실 

[온라인] 취업·업무를 위한 일본어 강좌 

마이넘버카드 신청 안내 

 

재해시 유용한 다언어 앱&사이트 안내 

 

 

 

 

 

 

 

 

 

 

 

 
 

 클래스 요일 시작일 수업 시수 수강료(엔) 

오 

전 

반 

A 화·금 9/27 36회·72시간 15,000 

B 수·금 9/28 36회·72시간 15,000 

C 화·목 9/27 36회·72시간 15,000 

D수 수 9/28 18회·36시간 9,000 

D금 금 9/30 18회·36시간 9,000 

저 

녁 

반 

Ⅰ 화·목 9/27 36회·54시간 11,500 

Ⅱ 금 9/30 18회·27시간 7,000 

Ⅲ 화 9/27 18회·27시간 7,000 

ㆍ수업 시간 오전반 10:00-12:00 / 저녁반 18:30-20:00 

ㆍ신청 기한 9/16(금)까지 

ㆍ문의‧신청 국제교류협회 (후면 하단 연락처) 

※테스트 결과에 따라 적합한 반으로 안내합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서 수강하시는 분도 포함) 

※교재비 별도.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수강료 지불은 되도록 계좌이체로 부탁드립니다 

 

 

<1> 니코팔 클럽 - 일본어 교실 (무료) 

ㆍ대상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초등학생~고등학생 

ㆍ일시 매주 수요일 09:30-11:30 

ㆍ장소 크로스팔니가타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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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ㆍ장소 크로스팔니가타 201호 

<3> 니가타시 일본어 자원봉사 교실 일정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QR⇨) 

 

 

ㆍ내용 ‘망자의 날’ 축제에 관한 사진‧장식물 등의 전시 

ㆍ기간 9/1(목)-11/7(월) (※협회 개관 일시 내) 

ㆍ장소 크로스팔니가타 2층 국제우호회관사무실 내 

 

 

 

 

 

 

 

 

 

ㆍ내용 구직 활동 및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일본어 

ㆍ레벨 히라가나·가타카나 및 간단한 한자를 읽고 쓸 수 

있으며, 일상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 

ㆍ기간 10/17(월)-12/7(수), 월-금 08:30-12:30 

ㆍ레벨테스트 10/6(목) 09:00 

ㆍ수강료 무료 

ㆍ문의 미야 (☎080-4902-1730) (일·영·스페인어 가능) 

헬로워크 니가타 (☎025-280-8609) 

ㆍ신청 9/20(화)까지 헬로워크 니가타 

ㆍ HP https://www.jice.org/tabunka/course/ 

※한국어 등 10개국어 안내문 (QR⇨) 

 

 

ㆍ활용처 신분증‧건강보험증‧도서관 카드 등으로 사용 

/ 온라인 행정 수속, 각종 증명서 편의점 발급 등 

ㆍ신청 방법 PC 및 스마트폰 / 우편 / 구청 등 창구 

ㆍ특전 9월 말까지 신청자 최대 2만엔 분 포인트 부여 

ㆍ추가 특전 2023 년 3 월 17 일까지 구청 등에서 카드의 

신규 신청 및 우편 수취를 하시는 분께, ‘니가타시‧ 

사도시 공통 상품권 1천엔’ 증정 

ㆍ문의 시민생활과 (☎025-226-1013) 

ㆍ HP https://mynumber-niigatacity.com/ 

 

 

ㆍ Safety tips 앱 재해 정보를 알기에 편리한 앱 

ㆍ Japan Official Travel 앱 일본 관광 앱. 재해 정보 제공 

ㆍ NHK WORLD-JAPAN 앱 NHK 뉴스. 지진 등 긴급정보 

ㆍ goo 방재 앱 방재‧재해 정보, 피난소 검색 등 

ㆍ기상청 재해정보 사이트 (QR⇩) 

https://www.jma.go.jp/jma/kokusai/multi.html 

ㆍ Stay Safe with NHK WORLD-JAPAN 사이트 (QR⇩) 

https://www3.nhk.or.jp/nhkworld/en/special/staysafe 

 

 

 

 

 

 

❀ 니가타시 국제교류협회 행사‧강좌 ①~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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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눌타리 블로그 https://niigatahanultari.wordpress.com 

[Safety tips 앱] 

[기상청] [NHK] 

https://www.jice.org/tabunka/course/
https://mynumber-niigatacity.com/
https://www.jma.go.jp/jma/kokusai/multi.html
https://www3.nhk.or.jp/nhkworld/en/special/staysafe
https://www.facebook.com/niigata.nief/
https://niigatahanultari.wordpress.com/


전문가 상담회 

 

코로나 관련 정보 안내 중국어 입문ᆞ초급 강좌 체험회 

요리 교실 보청기 구입비 지원 안내 

양육 세대 대상 상품권 지급 안내 

코로나 임시특별급부금 지급 안내 

 

<1> 단풍놀이 도시락 (松花堂弁当) 

ㆍ요리 약밥, 버섯 계란국, 무화과 포도조림, 꽁치 구이, 

보리새우 호두 구이, 약주, 절임·무침, 디저트 등 

ㆍ일시 9/29(목), 10/1(토), 10/2(일) 11:00-14:00 

ㆍ참가비 일반 3,800엔 / 외국인·학생 1,800엔 (1인) 

ㆍ신청 3일 전까지 아래 번호로 전화 

    강사 우에노 (☎0250-24-6859) 

<2> 외국인을 위한 클래스 – 일본 가정식 저녁식사 

ㆍ요리 고등어 된장구이, 뿌리채소 조림, 오이무침 등 

ㆍ일시 9/25(일) 11:00-14:00 

ㆍ참가비 1인 1,600엔 

ㆍ신청 2명 이상이서, 3일 전까지 위 번호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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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두번째 화요일 13:00-17:00 입국수속상담(일·태·베) 

매월 네번째 수요일 10:00-17:00 행정서사상담(일·중어) 

홀수달 세번째 목요일 13:00-17:00  법률상담(일·영·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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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상담 방법 방문·전화·메일·온라인 

ㆍ방문상담 장소 외국인상담센터 니가타 (토키멧세 2층) 

ㆍ문의·신청 니가타현 국제교류협회 (☎025-290-5650) 

※방문·전화·메일 상담은 예약 우선, 온라인은 예약 필수 

 

 

ㆍ내용 교과서를 사용한 중국어 정기 강좌의 체험 수업 

ㆍ대상 중국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 및 입문 레벨인 분 

ㆍ일시 9/13(화) 15:30-17:00 

ㆍ장소 크로스팔니가타 403호 강의실 

ㆍ강사 기 겐코 

ㆍ정원 10명 (선착순) 

ㆍ참가비 무료 

ㆍ문의 월화회(月華会) 이토 (☎090-6953-7697) 

ㆍ신청 중앙공민관 사업계 (☎025-224-2088) 

 

 

ㆍ대상 니가타시에 거주 중인 50~74세의 중등도 난청자 

ㆍ지원 한도 구입 금액의 절반 이내, 최대 25,000엔 

ㆍ신청 구청 건강복지과 혹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구입 전 신청 필요 

ㆍ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25-212-8166) 

ㆍ상세 니가타시 홈페이지 (QR⇨) 

 

 

ㆍ내용 물가 상승 대책으로 아이가 있는 세대에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순차 발송됩니다. 

ㆍ대상 올해 6 월 30 일 시점에 니가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생 3학년까지의 아동 

ㆍ지급액 아동 1인당 1만엔 (니가타시·사도시 공통상품권) 

ㆍ문의 아동가정과 (☎025-226-1202) 

ㆍ상세 니가타시 홈페이지 (QR⇨) 

 

 

ㆍ대상 올해 6 월 1 일 시점에 니가타시에 주민표가 있는 

레이와 4년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 

※레이와 3년도 동 급부금 지급 대상 세대 제외 

ㆍ지급액 1세대당 10만엔 

ㆍ문의 임시급부금센터 (☎025-247-8211) 

ㆍ상세 니가타시 홈페이지 (QR⇨) 

 

 

ㆍ코로나 백신 4회차 접종 중! 

니가타시 코로나 백신 전용 콜센터 

 (☎025-250-1234)  ※08:30-18:00 

ㆍ코로나 검사 정보 

니가타현 홈페이지 (QR⇨) 

ㆍ코로나 백신 접종 정보 

니가타시 홈페이지 (우측 QR⇨⇨) 

ㆍ코로나 다언어 상담 핫라인 (☎025-256-8573) 

※24시간, 대응 언어 19개 (한국어 가능) 

 

<니가타시 국제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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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86 크로스팔니가타 2층 

전  화 (025) 225-2727 

팩  스 (025) 225-2733 

E메일 kyokai@nief.or.jp 

H P  www.nief.or.jp 

개  관 월-토 9:00-17:00 

휴  관 일요일, 9/19(월), 9/23(금), 9/2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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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