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수상】  LE THI ANH 님 

국적         베트남 

제목        ‘스미마셍의 의미’ 

소속         주식회사 프랑수아 

 

NAPIA 

제13회 〜함께 이야기해요 in Nagasaki〜 외국인에 의한 일본어 변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21 년 11 월 6 일(토), ‘제 13 회 〜함께 이야기해요 in Nagasaki〜 외국인에 

의한 일본어 변론대회’를 국립 나가사키 원폭 사망자 추도 평화기념관에서 

개최했습니다. 대회에는 4 개국 7 명의 나가사키현 거주 외국인이 참가하여 

일본어로 당당하게 스피치를 발표했습니다. 입상자의 스피치는 나가사키현 

국제교류협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2 위/관장상】 KARUNANAYAKA MUDIYANSELAGE  

NADEEKA MANEL KARUNANAYAKA 님 

국적          스리랑카 

제목         ‘역경을 극복하는 일본인의 힘’ 

소속          나가사키 단기대학 

【3 위】  NGUYEN THI THANH THUY 님 

국적         베트남 

제목         ‘일본의 생활은 어떤 색인가요?’ 

소속         친제학원대학 

【미래상】  DHAMI LOKENDRA 님 

국적          네팔 

제목          ‘외국인이 본 일본’ 

소속          친제학원대학 

 

 
동영상 보러 

가기 

NAPIA 는 공익재단법인 나가사키현국제교류협회가 발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홍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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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월 20 일(수), 나가사키현청 엔트런스 홀에서 

페어 트레이드 마켓을 개최했습니다. 페어 

트레이드 제품으로 만든 커피와 과자, 수공예품 

등이 판매되었습니다. 

 

10 월 30 일(토), 나가사키시 데지마에서 일본 문화 체험 교실 ‘기모노를 입고 즐기는 데지마 산책! 

〜다도체험&나가사키 권번 춤 견학〜’을 개최했습니다. 홍콩, 중국, 베트남 출신의 유학생과 기능실습생 

16 명이 참가했습니다. 

 

10 월 16 일(토)에 있던 ‘친절한 일본어 

강좌’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간단하면서도 친절한 일본어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현내 국제협력∙교류단체를 소개하고 소규모의 이벤트와 강좌로 

진행되었지만 2 년 만에 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23 회 나가사키 국제협력∙교류 페스티벌의 달이 종료되었습니다! 

10 월 17 일(일) ‘한국 매듭 체험 강좌’ ‘사리 입기 체험 강좌’ ‘베트남 커피 체험 강좌’에서는 

매듭∙사리∙베트남 커피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핀(Phin)’으로 베트남 커피 
내리기 체험! 

네팔인 부부가 알려주는 
사리 입기 체험 

한국 매듭으로 책갈피 만들기! 

 

  
데지마에서 

산책♪ 

기모노가 너무 

잘 어울려요! 

 

일본 전통 악기와 
소란부시(일본 
홋카이도 지역의 
민요) 춤 체험! 



 

 
독일 출신 
Danny Festor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루르 지방 출신 데니입니다. 

2018 년에 나가사키 출신인 아내가 임신하여 육아를 위해 도쿄에서 

나가사키로 왔어요. 작년부터 자영업으로 홈페이지 개발을 시작했어요. 

나가사키의 기업을 세계로 연결하는 가교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에요.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인 12 월이 되었으니 독일의 크리스마스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독일인에게 크리스마스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즐거운 일이 굉장히 많아요. 

 

 
독일에서는 핼로윈을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이 끝나면 크리스마스 준비가 시작돼요. 9 월부터 

슈퍼에서 슈페쿨라치우스라는 쿠키와 레브쿠헨이라는 초콜릿 ∙진저∙빵 등의 크리스마스 한정 과자를 

구매할 수 있고 11 월이 되면 라디오와 슈퍼에서 크리스마스 노래가 흘러나와요. 

크리스마스 4 주 전에 있는 일요일부터는 어드벤트라는 시기가 시작되어 집에 4 개의 초를 세운 

어드벤트크란츠라는 전통적인 리스를 장식해요. 매주 어드벤트의 노래를 1 절씩 부르며 초에 하나씩 

불을 붙여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일요일이 되면 어드벤트의 노래를 마지막 4 절까지 부르며 

4 개의 초에 모두 불을 붙여요. 크리스마스트리도 장식해요. 예전에는 진짜 전나무를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인공 트리도 많이 써요.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축제도 있어요. 아름다운 일루미네이션과 다양한 음료, 음식을 즐길 수 

있어요. 추운 독일의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특히 글루바인이라는 따뜻한 와인이 인기 있어요. 아이들은 

과자와 장난감 가게, 메리고라운드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또 루르 지방의 

도르트문트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크리스마스트리가 있고 보훔시에서는 중세 스타일의 크리스마스 

마켓도 열려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즐길 수 있어요. 

12 월이 되면 어드벤트 캘린더를 사용해서 크리스마스 카운트다운을 해요. 12 월 1 일부터 12 월 

24 일까지 매일 캘린더의 문을 하나씩 열고 초콜릿과 과자, 작은 장난감 등을 꺼내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기다리지 못하고 캘린더에 들어있는 초콜릿을 첫째 날에 전부 먹어버리는 아이도 있어요.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12 월 24 일부터 3 일 동안 축하해요. 미국과 달리 독일의 많은 가정의 

메인 이벤트는 크리스마스 이브에요. 가족들과 쿠키를 만들거나 노래를 부르고 선물을 교환해요. 저희 

가족은 주로 라클렛을 먹어요. 12 월 25 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다음 날인 26 일에는 편하게 쉬거나 

친구들과 보내기도 해요. 

독일에 가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꼭 크리스마스 시즌에 놀러 가보세요! 

 

수제 쿠키♪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 모습 

 

어드벤트 캘린더 



 

 

 

공익재단법인 나가사키현 국제교류협회 
 Nagasaki International Association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9 시부터 17 시 30 분까지 열려있습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나가사키시 데지마마치 2-11 TEL：095-823-3931  FAX：095-82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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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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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site                     Facebook 

‘좋아요!’와 ‘팔로우’ 

많이 많이 해주세요!! 

 

나가사키현 
국제교류협회 
홈페이지가 

새로워졌습니다‼ 

나가사키현 국제교류협회의 업무를 지원해 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날: 매주 목요일 13:00〜16:00(공휴일 휴무) 

●모집인원: 1 명 

●응모조건: 1 년 이상 활동 가능하신 분 

●활동장소: 공익재단법인 나가사키현 국제교류협회 

           나가사키시 데지마마치 2-11 데지마교류회관 1 층(나가사키현미술관 옆) 

●교통비: 매주 1 회/1,000 엔 

●기타: 일본인과 함께 활동합니다. 

●내용: 방문객 접수, 신문 복사, 사무실 포스터 및 전단지 정리, 팸플릿 정리, 그 외 간단한 

사무보조  

 

★관심 있는 분은 전화(095-823-3931) 또는 이메일 보내주세요. 

 

외국인을 위한 초급 일본어 강좌 

●일시: 매주 화요일(저녁) 18:10〜19:40(2022 년 3 월 29 일 (화)까지) 

매주 수요일(점심) 13:30〜15:00(2022 년 3 월 30 일 (수)까지) 

매주 목요일(저녁) 18:10〜19:40(2022 년 3 월 24 일 (목)까지) 

※연말연시∙공휴일 제외 

●장소: 나가사키 브릭홀 2 층 ‘지구시민광장’ (나가사키시 모리마치 2-38) 

●내용: 나가사키시 거주 외국인과 나가사키시 근무 또는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나가사키시의 국제 자원봉사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를 

알려드립니다.단, 교재비(2,970 엔)는 본인 부담입니다. 

●문의/신청: 

나가사키시청 국제과 우)850-8685 나가사키시 사쿠라마치 2-22 

전화번호 095-829-1113 

FAX 번호 095-828-8929 

E-mail   kokusai@city.nagasaki.lg.jp 

강좌는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가사키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나가사키현 

국제교류단체에서 알립니다 

 

협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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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