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가사키현 국제교류협회를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나가사키와 다양한 나라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교류 및 나가사키 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9 시부터 17 시 30 분까지 열려있습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자유롭게 들러주세요! 

 

★Facebook 페이지 URL：https://www.facebook.com/nia.nagasaki/ 

★나가사키현 국제교류협회 웹사이트 URL：https://www.nia.or.jp/record_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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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10 월 27 일(일) 11:00〜16:00, 나가사키현청에서 제 21 회 나가사키 국제협력·교류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현청에서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다행히도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2 천 명이 넘는 분들께서 엔트런스홀과 야외공간을 가득 메워주셨답니다. 이번에도 세계 

각국의 요리와 현내의 국제협력·교류단체의 활동내역을 전시한 부스 등 34 개의 단체가 

참가하여 여러 각도에서 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기모노를 입고 다도를 체험해요’ 코너에는 외국인 방문객을 비롯하여 아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색색의 기모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 벌을 입고 다도 체험을 하며 

일본 전통문화의 우수함과 말차의 맛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내년 제 22 회 나가사키 국제협력·교류 페스티벌도 기대해주세요!♪ 

 

 

 

 

 

 

 

 

 

 

NAPIA 
NAPIA 는 공익재단법인 나가사키현 국제교류협회가 발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홍보지입니다. 

발행：공익재단법인 나가사키현 국제교류협회 

 

공익재단법인 나가사키현 국제교류협회 소개 

 ‘좋아요!’와 ‘팔로우’ 
많이 많이 해주세요!! 

VOL.49 2019년 12월호 

 
（한국어판 NAPIA VOL.11 창간 2017 년 6 월) 

 

《제 21 회 나가사키 국제협력·교류 페스티벌을 올해도 개최했습니다!》 

 

NAPIA 는 공익재단법인 나가사키현 국제교류협회가 발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홍보지입니다. 

발행：공익재단법인 나가사키현 국제교류협회 

https://www.facebook.com/nia.nagasaki/
https://www.irasutoya.com/2013/05/blog-post_5330.html
https://www.irasutoya.com/2012/10/blog-post_15.html


《외국인을 위한 전문가 상담회·출장상담회》      

 

 

 

 

나가사키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자격, 법률, 취업 등의 고민에 대한 

전문상담회·출장상담회를 진행하오니 부담 없이 상담해주세요. 

●상담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태국어, 인도네이사어, 타갈로그어 등 

다언어로 상담합니다. 

●상담료: 무료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안심하고 부담 없이 상담해주세요. 

●상담은 예약제이오나 당일 방문 상담 혹은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전문가 상담회～ 

장  소: 데지마 교류회관 1 층(나가사키시 데지마마치 2-11 나가사키현 국제교류협회 내) 

전  화: 095-820-3377 

※매월 넷 째주 토요일에 개최되오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또는 

Facebook 에서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출장상담회～ 

일  시: 2020 년 1 월 11 일(토) 12:00〜15:00 

장  소: 이키 섬 홀(나가사키현 이시키 고노우라초 혼무라후레 445) 

 

일  시: 2020 년 2 월 8 일(토) 12:00〜15:00 

장  소: 토요타마 문화회관(나가사키현 쓰시마시 토요타마마치 니이 370) 

 

전  화: 080-2775-6505 

 

 

 

질문: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대답: 재류카드, 여권, 마이넘버카드(마이넘버카드 소지자의 경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인감이 필요하며, 인감 대신 서명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일본어 의사소통을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일본어 가능자가 동행할 경우 처리해주는 은행도 있습니다. 또 일본에 

6 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은행도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도 많고 그 중에서는 영어 대응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3 개월 미만인 경우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따라 계좌 개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계좌를 개설하려는 은행에 

문의해주십시오.  

귀국 등의 이유로 일본을 떠나실 때는 반드시 계좌를 해약해 주십시오. 

 

 

 

주요 문의 내용 

 

 

 

https://ord.yahoo.co.jp/o/image/RV=1/RE=1570078495/RH=b3JkLnlhaG9vLmNvLmpw/RB=/RU=aHR0cHM6Ly93d3cuaXJhc3V0b3lhLmNvbS8yMDE2LzAzL2Jsb2ctcG9zdF82NTcuaHRtbA--/RS=%5EADB40k8rwdEa6isgpwq2M1WrXHp5oQ-;_ylt=A2RCA9yeLZRd6CUA2TqU3uV7
https://ord.yahoo.co.jp/o/image/RV=1/RE=1570257196/RH=b3JkLnlhaG9vLmNvLmpw/RB=/RU=aHR0cDovL2ludC5zZW50aWEtc2VuZGFpLmpwL2NoaWxkL3N1cHBvcnQvai8-/RS=%5EADBlF2qspZ8o.2EnSa.7YvVhLAb5Ps-;_ylt=A2Riol2s55ZdzDwAzQmU3uV7
https://ord.yahoo.co.jp/o/image/RV=1/RE=1571461355/RH=b3JkLnlhaG9vLmNvLmpw/RB=/RU=aHR0cHM6Ly93d3cuaXJhc3V0b3lhLmNvbS8yMDEzLzA3L2Jsb2ctcG9zdF8zOTY0Lmh0bWw-/RS=%5EADB6wK9IpFtdjTey2.zV4u.eOY8UFw-;_ylt=A2RiouFrR6ld_zoARQOU3uV7
https://ord.yahoo.co.jp/o/image/RV=1/RE=1571461482/RH=b3JkLnlhaG9vLmNvLmpw/RB=/RU=aHR0cHM6Ly93d3cuaXJhc3V0b3lhLmNvbS8yMDEzLzA0L2Jsb2ctcG9zdF8yNi5odG1s/RS=%5EADBMEolnj0cXGxj5leAsHaRdZncWmg-;_ylt=A2RioubpR6ldJigAUjSU3uV7


 

《현내의 각국 국제교류단체 이벤트 정보(2020년 1월〜3월)》 
 

벚꽃놀이(Hanami)와 함께 하는 즐거운 국제교류(Cherry-Blossom Viewing Party)  
●일시: 2020 년 3 월 29 일(일) 11:00〜14:00(우천시 중지) 

●장소: 사이카이의 언덕 공원(나가사키현 사이카이시 세이히초 이노우라고 842) 

●주요 내용: 벚꽃놀이를 하며 인종과 언어의 벽을 허물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게임과 춤을 통해 영어 외의 다양한 언어를 접하며, 모든 

참가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QR 코드로 신청해주세요. 

●문의처: 언어교류연구소 히포패밀리클럽 사세보   전화: 090-9498-6319 

 

 

 

 

 

 

 

 

 

 

 

 

 

 

 

 

 

 

 
 
 
 
 

나가사키 이문화 짬뽕 페스타 
●일시: 2020 년 1 월 18 일(토) 12:30〜16:00 

●장소: 나가사키 브릭홀 3 층(나가사키시 모리마치 2-38)  

●주요 내용: (문화 체험·소개 부스)민족악기 연주 체험, 외국문화와 놀이 체험,  

각국의 과자 체험 등 

        (스테이지 이벤트) 민족음악과 춤, 변극 등 

●문의처: 나가사키시 비서홍보부 국제과  전화: 095-829-1113 

 

 

           

 

Youth Conference in Nagasaki 2019 
●일시: 2020 년 2 월 10 일(월)〜2 월 12 일(수) 

●장소: 국립 나가사키 원폭 사망자 추도 평화 기념관 지하 2 층 교류라운지 

(나가사키시 히라노마치 7-8)   

●주요 내용: 각국의 청년들이 모여 피폭지·피폭자를 알기 위한 평화 학습을 진행하고, 

나가사키에서 평화 활동을 위해 힘쓰는 청년들과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진다. 

프로그램 첫째 날 오후: 강의(강사가 진행)  

프로그램 둘째 날 오전: 그룹별 테마 토의, 오후: 의견 정리 

프로그램 셋째 날 오전: 토의 결과 보고 

●참가자: 해외 대학생 약 15 명(국내 대학생도 참가)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국립 나가사키 원폭 사망자 추도 평화 기념관   전화: 095-814-0055 

나가사키시 국제교류원의 국제 이해 강좌 
●일시: 매월 3 회 18:30〜19:30(한국·미국·중국 각 한 명씩)  

※일정은 매월 변경되므로 홍보 나가사키·나가사키시 국제과 홈페이지 또는 

Facebook 에서 확인해주세요. 

●장소: 나가사키 브릭홀 회의실 (나가사키시 모리마치 2-38) 

●주요 내용: 나가사키시의 국제교류원이 자국의 문화와 생활습관 등 매월 다른 테마에 대해 

일본어로 이야기합니다. 예약·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출장강좌도 진행합니다. 

●문의처: 나가사키시 비서홍보부 국제과   전화: 095-829-1113 

https://ord.yahoo.co.jp/o/image/RV=1/RE=1571278694/RH=b3JkLnlhaG9vLmNvLmpw/RB=/RU=aHR0cHM6Ly9naXJsc2NoYW5uZWwubmV0L3RvcGljcy82MjUyMDUvMy8-/RS=%5EADBNQ2wH1swnAGra1fEXMPIb65MsJ8-;_ylt=A2RimVvlfaZdcgoAwwiU3uV7
https://ord.yahoo.co.jp/o/image/RV=1/RE=1571192701/RH=b3JkLnlhaG9vLmNvLmpw/RB=/RU=aHR0cHM6Ly93d3cuaXJhc3V0b3lhLmNvbS8yMDEzLzEyL2Jsb2ctcG9zdF8xOTUuaHRtbA--/RS=%5EADB_GENtWMcPc0kcrWhOlOjXUTOBtk-;_ylt=A2RinFb9LaVdtQMApWyU3uV7
https://ord.yahoo.co.jp/o/image/RV=1/RE=1571278467/RH=b3JkLnlhaG9vLmNvLmpw/RB=/RU=aHR0cHM6Ly9pbWFnZW5hdmkuanAvP209c3ByaW5naWxsdXN0X2NybV8wMw--/RS=%5EADB4sq_R1jCdpcpAmDVz_ANjwj2d8s-;_ylt=A2Rivb4CfaZdBRsA7waU3uV7
https://ord.yahoo.co.jp/o/image/RV=1/RE=1570839083/RH=b3JkLnlhaG9vLmNvLmpw/RB=/RU=aHR0cHM6Ly9zYWthaS1uZXdzLmpwL2V2ZW50LzIwMTcwMzIyJUUyJTgwJTk3YTAwNCVFMiU4MCU5N3N5b3VnYWlzcG9ydHM-/RS=%5EADBXXaSuvhaT_6RCMjnq2t_tYOSPho-;_ylt=A2RimVGqyJ9dE0UAeiiU3uV7
https://ord.yahoo.co.jp/o/image/RV=1/RE=1571193216/RH=b3JkLnlhaG9vLmNvLmpw/RB=/RU=aHR0cHM6Ly93d3cuYWMtaWxsdXN0LmNvbS9tYWluL2RldGFpbC5waHA_aWQ9MTAwNjAwMCZhbXA7d29yZD0lRTUlQjklQjMlRTUlOTIlOENfJUUzJTgzJThGJUUzJTgzJTg4XyVFMyU4MiVBMiVFMyU4MiVBNCVFMyU4MiVCMyVFMyU4MyVCMw--/RS=%5EADBcGNvmD2h0zrs2.UutmOX1C7r8os-;_ylt=A2RimVEAMKVdykcAoVqU3uV7


 

 
  

본 협회에서는 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가이드북을 작성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사오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모든 가이드북은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가사키 생활 가이드북」 

나가사키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정보를 한 권에 정리했습니다. 체류에 관한 것과 
시청, 지역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 일본의 교통 규칙, 쓰레기 처리 방법 등 일본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매너를 이 가이드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안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권입니다! 
  URL: https://www.nia.or.jp/record/files/medias/07link/seikatsu2019.pdf  

 
「병원에 갈 때 사용하는 책」 

병원에 방문할 때 외국인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안한 마음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 필요한 것, 병원의 종류, 증상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과 신체 
부위, 증상에 대한 표현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문진표도 들어있기 때문에 사전에 
기입해두면 병원에서의 수속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얇고 크기가 작아 휴대하고 
있으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www.nia.or.jp/record/files/medias/07link/hospital2019.pdf 
 

「재해에 대비하여 꼭 알아둡시다!!」 피난소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었어요! 
이 가이드북에는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둘 것과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재해가 일어난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바로 지금,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읽어두어야 할 책입니다. 

URL: https://www.nia.or.jp/record/files/medias/07link/saigai2019.pdf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북은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NAPIA 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바랍니다. 

공익재단법인 나가사키현 국제교류협회 

Nagasaki International Association 

長崎市出島町 2-11（나가사키시 데지마마치 2-11） TEL：095-823-3931  FAX：095-822-1551 

E-mail：nia@nia.or.jp   HP：https://www.nia.or.jp/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nia.nagasaki/ 

 

※자세한 용은 홈페이지 (https://www.nia.or.jp/record_ko/) 또는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ia.nagasaki/)에서 확인해주세요. 

 

업무지원 자원봉사자 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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