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시내 일본어교실 목록

2021/7/6

교실명

구역

장소

근처역・소요시간

수강시간

연락처

주소

대상

일본어검정 대책

내용

비용

주차장 유무

비고

치쿠사쿠

호시가오카 일본어교실

호시가오카 커뮤니티 센터

지하철 「호시가오카」역 4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화요일 10:00~11:40

ＴＥＬ：080-4547-9290
이메일：hoshigaoka26kai@gmail.com

나고야시 치쿠사쿠 호시가오카 1-3

어른

없음

입문~중급 소그룹 레슨

연간 3기제 １기 3,000엔
비

치쿠사쿠

Lｉｇｈｔ & Lｉｇｈｔ 일본어교실

엑설런트 쿄메이 8층

시내 버스 「미나미쿠루리」에서 걸어서 2분
시내 버스 「시모노츠보」에서 걸어서 5분

문의 바랍니다.

ＴＥＬ：052-775-6386
090-9228-1192
E-mail：harue1192light@yahoo.co.jp

나고야시 차쿠사쿠 쿄메이 1-2-8

어른

있음

문법, 회화, 쓰기, 읽기, 작문, 그 외 상담

10회 1코스 15,000엔(１레슨 1.5시간)

있음

치쿠사쿠

이마이케 일본어교실

마루미타운 맨션 이마이케 205

지하철「이마이케」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월요일 10시～12시, 13시～
15시, 18시～20시

TEL: 052-734-7820
E-mail： kaerukjp@yahoo.co.jp

나고야시 치쿠사쿠 이마이케 3-12-3
성인, 어린이
마루미타운 이마이케 205

있음

회화기초, 일본요리, 일본문화(서예, 종이접기)

3,500円（1개월 4회）

없음
＊주변에 유료주차장 있음

쿠로카와 일본어교실

나고야시 종합사회복지회관 6층
(키타쿠야쿠쇼와 같은 건물입니다.)

지하철 메이죠선 「쿠로카와」역에서 걸어서 5분
시내 버스 「키타쿠야쿠쇼」 바로

목요일 18:30~20:15

ＴＥＬ：080-3687-5658
ＦＡＸ：052-723-2374
E-mail：uedamatuitakahashi@hotmail.co.jp

「みんなの日本語」Ⅰ, Ⅱ를 사용하고, 레벨별 6개 반
１회 250엔 전 20회분(5,000엔) 교재
어른,
희망자에 한하여 대 편성하여 문법, 회화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나고야시 키타쿠 시미즈 4쵸메 17-1
비「みんなの日本語」Ⅰ 또는 Ⅱ 2,700 있음
어린이(12세 이상) 응
「みんなの日本語」수료자 대상의 중급반이 1개 있습
엔
니다.

문의 바랍니다.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ＴＥＬ：052-982-7987
ＦＡＸ：052-523-1880
E-mail：info@deaf-ic.org

나고야시 니시쿠 죠우사이 3-12-8

어른, 외국인・일본
인
청각장애인

직전에 기출문제 연 외국인・일본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1대 1 일본어
습
교실 개최

주 1회 5,000엔(１시간)

나고야시 나카무라쿠 나고노 1쵸메
47반 1고우
나고야 국제센터 빌딩

어른, 어린이

없음

일상회화를 중심으로 공부

1회 300엔. 학기별 수강료 납부(1학기 10
있음 250엔/25분
회 정도)

어른

없음

회화 기초, 회화 Ⅰ~Ⅲ, 히라가나・가타카나, 한자 Ⅰ・
Ⅱ

참가비 2,500엔, 교재비 500~1,000엔

있음 250엔/25분

없음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6살~15살의 아이를 대
상으로 일상생활과 학교에서 학습에 필요한 일본어를
공부합니다.

참가비 1,000엔

있음 250엔/25분

없음

소그룹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회화를 중시한 반입
니다. 수시 참가 가능합니다.

2,000엔(1학기)

있음(무료)

홈페이지
http://www2.aia.pref.aichi.jp/ikusei/j/nihongo/main.html

2,600엔(춘계, 추계)
2,000엔(동계)

있음

홈페이지
aloenagoyavol.com

없음

홈페이지irohanihongonokai.web.fc2.com/

1회 500엔 탁아비 별도

없음

담당: 와다・카와세

１회400엔
３학기제（학기별 납부）.
해당 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없음

담당: 와다・카와세

있음 300엔/1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없음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나 학습 희망
자 등, 처음 교실에 오시는 분은 18시 이후에 교실로 직접
방문해주세요. 가능하면 사전에 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키타쿠

니시쿠

나카무라쿠

나카무라쿠

나카무라쿠

나카쿠

일본어교실(청각장애인 대상)

아이치 니혼고노카이

NIC 일본어교실

NIC 어린이 일본어교실

아이치 국제플라자 일본어교실

선샤인 죠신 미나미 6층

츠루마이선 「죠신」역에서 걸어서 5분

나고야 국제센터

「나고야」역에서 걸어서 7분
지하철 사쿠라도리선 「코쿠사이센타」역 2번 출구(바로 연결)

월요일 10:00~11:30

아이치 니혼고노 카이(야마모토)
ＴＥＬ：090-3852-8479
이메일：aichinihongo@gmail.com

나고야 국제센터

「나고야」역에서 걸어서 7분
지하철 사쿠라도리선 「코쿠사이센타」역 2번 출구(바로 연결)

일요일 10:00~11:30,
12:00~13:30 ,14:00~15:30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
다.

(공익재단)나고야 국제센터
ＴＥＬ：052-581-5689
ＦＡＸ：052-581-5629
E-mail：vol@nic-nagoya.or.jp

나고야시 나카무라쿠 나고노 1쵸메
47반 1고우
나고야 국제센터 빌딩

나고야 국제센터

「나고야」역에서 걸어서 7분
지하철 사쿠라도리선 「코쿠사이센타」역 2번 출구(바로 연결)

일요일 10:00~11:30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
다.

(공익재단)나고야 국제센터
ＴＥＬ：052-581-5689
ＦＡＸ：052-581-5629
E-mail：vol@nic-nagoya.or.jp

나고야시 나카무라쿠 나고노 1쵸메
47반 1고우
나고야 국제센터 빌딩

(공익재단)아이치켄 국제교류협회
ＴＥＬ：052-961-8746
FAX：052-961-8045
E-mail：koryu@aia.pref.aichi.jp

나고야시 나카쿠 산노마루 2쵸메 6어른
1 아이치켄 산노마루쵸샤 내

아이치 국제플라자 2층 연수실

나카쿠

ALOE 일본어교실 아카사타나

아이치 국제플라자

나카쿠

이로하 일본어 교실

나디아파크 6층 나고야시 시민활동추진 센터

나카쿠

나고야YWCA글로벌 스쿨 「패밀리
반」

나고야 ＹＷＣＡ

나카쿠

나카쿠

지하철 메이죠선 「야바쵸」역에서 걸어서 5분

지하철 「사카에」역 5번 출구에서 동쪽으로 걸어서 2분

aloenagoyavol@yahoo.co.jp

나고야시 나카쿠 산노마루 2쵸메 6어른
1 아이치켄 산노마루쵸샤 내

문의 바랍니다.

목요일 10:15~11:45

ＴＥＬ：０５６８－７８－１８０４
ＦＡＸ：０５６８－７８－１８０４
E-mail：irohanihongonokai@yahoo.co.jp

나고야시 나카쿠 사카에 3쵸메 318-1 나디아파크 6F

없음

4~5명 그룹 학습. 「みんなの日本語」를 기초로 한 오 1회 150엔 기간별 납부(예 1월 12일~3
리지널 교재입니다. 한자도 15분간 공부합니다.
월 16일 1,500엔)

원칙 금요일 오전
(연간 ３기 개최, 문의 바랍니
다.)

ＴＥＬ：０５２－９６１－７７０７(대표번호)
ＦＡＸ：０５２－９６１－７７１９
E-mail：seminar@nagoya-ywca.or.jp

나고야시 나카쿠 신사카에마치 2쵸메
어른
3반치

희망자에 한하여 대
응

나고야시 나카쿠 신사카에마치 2쵸메
어린이
3반치

초・중학생반（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대상）
고교 준비반 (학습연령 초과생・만학도생 대상）
희망자에 한하여 대 고교생 주간반 (정시제 고교생 대상）
응
고교생 야간반（전일제 고교생 대상）
그외, 일본어 매일 코스, 교과 코스(산수・수학／영
어）, 가정교사도 있음.

나고야시 나카쿠 오오이쵸 7반 25고
우

어른

수요일:입문~고급까지 12개 반, 한자, N2・N1수험, 부
N1 클래스・N2 클래
모-자녀교실
1,500엔(전 15회분)
스
금요일: 초중급~최고급의 7개 반

필리핀인 이주자센터(FMC)
ＴＥＬ：080-4212-6576
ＦＡＸ：없음
E-mail：tricyclechildren@gmail.com

나고야시 나카쿠 사카에 5쵸메 1921

어린이

문의 바랍니다.

필리핀계 어린이를 위한 교실입니다. 일본어의 지도
외 학교 숙제를 도와주거나 교과 지도를 합니다.

없음

회화반:초급~고급의 4개 반
2,000엔(4월~7월), 2,000엔(9월~12월), 있음
읽기・쓰기반: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문장을 연습합
1,000엔(1월~2월)
(히가시베츠인회관서쪽방면)
니다

초보자부터 초중급까지.
일상생활에서 곤란을 느끼지 않는 일본어

원칙 목요일 오후,
레벨별 수업이 집행되므로 문
의 바랍니다.

ＴＥＬ：０５２－９６１－７７０７(대표번호)
ＦＡＸ：０５２－９６１－７７１９
E-mail：seminar@nagoya-ywca.or.jp

코토바노카이

이부루 나고야
(나고야시 남녀공동참여추진 센터・여성회관)

지하철 메이죠선「히가시베츠인」역 1번 출구에서 동쪽으로 걸어서
3분
수요일・금요일 10:00~11:30 E-mail：masayopuri@yahoo.co.jp
시내 버스 카나야마 26번 혹은 쇼와순회버스 「오오이쵸」정류장
앞

나카쿠

히가시베츠인 일본어교실

나카쿠

히가시베츠인 일본어교실 - 야간
부

2017년 4월~6월 히가시베츠인 본당 아래 대합실 등
2017년 7월 이후 히가시베츠인 회관

Helping Hands 일본어교실

나카쿠

랑구 일본어 교실

아츠타쿠

Japanese Language Volunteer in
Nagoya

나카가와쿠

일본전통문화 다도 꽃꽂이 히마와
리노카이

나카가와쿠

라쿠라쿠 일본어교실(어린이 교
실）

미나토쿠

큐반단치 일본어교실 Aula Do
Kyuba

미나미쿠

지하철 메이죠선・히가시야마선 「사카에」역에서 걸어서 7분

마루이케소 일본어교실 스마일

Trung Tam 미나미 일본어교실

나디아파크 6층 나고야시 시민활동추진센터
그 외 희망 장소(나고야 시내 및 근교)

지하철 메이죠선

「야바쵸」역에서 걸어서 5분

월요일 17:15~18:45

어른

지하철 메이죠선 「히가시베츠인」역에서 걸어서 5분

금요일 14:00~16:00

문의처：카나치 090-8469-6600

지하철 메이죠선 「히가시베츠인」역에서 걸어서 3분

금요일（공휴일은 쉽니다.）
19:00~20:30

TEL：090-1824-0848
E-mail：higashibetsuinnihongoyoru@gmail.com

2017년 4월~6월 나고야시 나카쿠 타
치바나 2-8-55５
어른, 어린이
2017년 7月 이후 나고야시 나카쿠 타
치바나 2-8-55

없음

나고야시 나카쿠 사카에 3쵸메,
어른, 어린이
그 외(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1:1의 개인 레슨
학습자의 희망에 따른 개별 지도
희망자에 한하여 대 초보자・초급・중급・고급
3,750엔/5시간(최대 35시간/월 까지 가
응
회화, 한자, 검정시험 대책, 경어, 그 외의 내용도 상담 능), 입회금
요망.
초보자에게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강사 대응 가능.

나고야시 나카쿠 사카에 3쵸메 318-1 나디아파크 6F

직접 만든 교과서로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영어 표
희망자에 한하여 대 기가 있어 히라가나를 읽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전문
500엔/1회(90분)
응
강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를 가르쳐드립니
다.

지하철 메이죠선・히가시야마선 「사카에」역에서 걸어서 7분（시민 월요일~일요일 9:00~21:00
활동추진센터）,
중
그 외는 개최 장소에 따름
희망하는 시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Helping Hands and Hearts Japan
ＴＥＬ：052-710-7479
E-mail： japanese@hhahj.jpn.org

지하철 메이죠선・히가시야마선 「사카에」역에서 걸어서 7분
지하철 메이죠선 「야바쵸」역에서 걸어서 5분

토요일 오전

「카나야마」종합역 남쪽 출입구에서 걸어서 5분

월 2~3회 토요일
13:30~15:00(중급 회화),
15:00~16:30(중상급 독해),
17:00~18:30(초급 기초)

대표 나구라 노리코
TEL：090-1735-1988
E-mail：jlvn2015@yahoo.co.jp

나고야시 아츠타쿠 신오토 2-2-19
게키단 나고야 1층

어른

토미타 지구 회관

킨테츠 「토다」역, 시버스 「토다」 종점

둘째 주 토요일, 넷째 주 토요
일
(둘째, 넷째 주가 휴일인 경우
첫째 주 토요일)

ＴＥＬ：052-301-1624
E-mail：kikuko1308@seagreen.ocn.ne.jp

나고야시 나카가와쿠 토다 4쵸메
2502

UR호세이단지 4동 1층 집회실

시내 버스 「운가토오리3초메」에서 걸어서 3분
메이테츠 버스 「호세이 단지」에서 걸어서 5분

목요일 16:30~18:30

ＴＥＬ：070-5039-1843
이메일：rakuraku.st@gmail.com

토요일 19:00~21:00

시노다
TEL：０９０－９１９９－２７１３
E-mail：kyuban_nihongo@yahoo.co.jp

나고야시 미나토쿠 9반치 1-1-1

금요일

시모지
ＴＥＬ, ＦＡＸ：052-661-3837
메일：oomi0406@yahoo.co.jp

나고야시 미나토쿠 마루이케쵸１－１ 어른·어린이（5·6
－１ 마루이케소 집회소
살～중3）

ＴＥＬ：０７０－５５８９－５６０８
E-mail：758vietnam.net@gmail.com

나고야시 미나미쿠 히가시마타베에쵸
어른
5-1-10

게키단 나고야 1층

큐반단지 1호동 집회장

지하철 메이코선 「토우카이도리」 4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시영 마루이케소 집회소

시내 버스「토우카이바시」에서 걸어서 5분
시내 버스「케바조마에」에서 걸어서 5분

미나미 평생교육센터

JR 「카사데라」역에서 걸어서 7분
메이테츠 「오오에」역에서 걸어서 15분

토요일 18:30~20:30

금요일 18:30~20:30
미나미 문화 니혼고노카이
(평생학습센터가 휴일일 경우 ＴＥＬ：090-4190-5401
휴일)
E-mail：ken_yamada_0825@tg.commufa.jp

18:00~19:00

미나미쿠

미나미 문화 일본어교실

미나미 평생교육센터 시청각실

JR 「카사데라」역에서 걸어서 7분
시내 버스 「미나미쿠야쿠쇼」에서 걸어서 10분

미도리쿠

어린이 일본어교실

시영 오케하자마소 제2집회소

시내 버스「시모노키리」에서 걸어서 5분

수요일

미도리쿠

일본어교실

시영 오케하자마소 제2집회소

시내 버스「시모노키리」에서 걸어서 5분

둘째 주・넷째 주 토요일
19:30~21:00

16:30~17:30

나고야시 나카가와쿠 호세이쵸 1

어른(고등학생 이
상)

어른, 어린이

없음

일본의 전통 문화, 다도, 꽃꽂이

다도 2회 1,000엔
꽃꽂이 1회 800엔

있음

초등학생·중학생

희망자에 한하여 대 초등학생들에게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일본어 및 학교
응（N4, N2 합격
공부 중 모르는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숙제와 교과서 무료
실적있음）
를 가지고 오세요.

없음

없음

외국에 뿌리를 둔 아이들에게 읽기, 쓰기, 계산과 인사
무료
등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없음

무료

있음 300엔/1회, 할인회수권
25회분5,000엔

미도리 다문화 공생 보라네트
메일：mtfuji49203@outlook.jp（후지이）

나고야시 미도리쿠 난료401 오케하
자마소 제2집회소

어린이（5·6살～19
없음
살）

학교 교과서・문제집, 숙제, KUMON문제집

무료

없음

미도리 다문화 공생 보라네트
메일：mtfuji49203@outlook.jp(후지이)

나고야시 미도리쿠 난료401 오케하
자마소 제2집회소

성인

없음

일상생활 일본어

무료

없음

초보자부터 고급까지 4개 반이 있으며,
1반「일본어로 이야기 합시다」, 2반「한 걸음 일본어 1회 300엔. 학기별 수강료 납입. (교재비
있음(수업시간 내에는 무료)
세 걸음」, 3반「할 수 있는 일본어 초중급」, 4반「할 별도)
수 있는 일본어 중급」를 학습합니다.

어른(중학생 이상)

문의 바랍니다.

미도리쿠

미도리 일본어교실

시영 우라사토소 집회소

메이테츠 본선 「모토호시자키」에서 걸어서 10분

목요일 19:30~21:00

ＴＥＬ：090-1757-9200
ＦＡＸ：052-891-3573

나고야시 미도리쿠 우라사토 1-110

어른, 어린이

있음

토요일 19:30~21:00

ＴＥＬ：０５２－８９２－５９６３
ＦＡＸ：０５２－８９２－５９６３
E-mail：kazuko65kg@ezweb.ne.jp

나고야시 미도리쿠 오오타카쵸 모리
노사토 2쵸메

어른

있음

「みんなの日本語」
일본어 능력 시험의 공부

・혼자서 교실에 올 수 있는 사람이나 부모가 송영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교실에서는 송영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되도록 이메일로 해 주십시오。
・교실 블로그 http://blog.livedoor.jp/rakurakunihongo/

홈페이지http://www.758vietnam.com/
페이스북Trungtam.MINAMI

「みんなの日本語」(1과 ~50과) 및 일본 문화, 생활
습관 등을 학습합니다 。

나고야시 미도리쿠 나루미쵸 토쿠시
게 18-41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LVLnagoya/

어린이를 중심으로 그 부모님과 일본인과의 공생을 목적으
로 합니다.

어른·어린이(초중학
나고야시 미나미쿠 히가시마타베에쵸
생과 고등학생)
없음
5-1-10

ＴＥＬ： 050-5585-0621(무토우）
E-mail：ankumi27@hotmail.com

・교과서는 대여도 가능

있음（３대. 사전에 연락해 주
십시오）

있음 300엔/1회

금요일 18:30~20:10

홈페이지https://higashibetsuin-nihongo.jimdofree.com/

없음

1개월 250엔

지하철 사쿠라도리선 「토쿠시게」역에서 바로

JR 「오오다카」역에서 걸어서 15분

1타임 12회 1,000엔

없음

N1, N2, N3, N4, N5, 주니어반, 그 외 생활 상담

토쿠시게 지구 회관(유메리아 토쿠시게 3층)

후레아이 스테이션 미도리노사토(모리노사토 제2집회소)

있음(270엔/30분)

없음

어른

https://www.kotobanokai.com/
https://www.facebook.com/kotobanokainakama

무료체험 레슨 있음. 먼저 레벨 체크나 학생의 조건을 확인
합니다(무료 등록). 메일로 연락 바랍니다.(영어 대응 가능).

참가비 1회 250엔
(초급 기초반은 교과서 별도 구입)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에게 다문화 공생의 수단으
로서 일본어 학습 의욕이 있는 분은 누구든지 참가 가
능합니다.

홈페이지https://aichinihongo.jimdo.com/

있음

없음

힐즈 일본어 de 워크

모리노사토 일본어교실

미정

중급 회화 : 롤플레이 중심
중상급 독해 : 독해 교재로 문장 이해 및 토론
초급 기초 : 교과서 GENKI를 사용. 영어 문법 설명도
있음.

미도리쿠

미도리쿠

무료

2017년 4월~6월 나고야시 나카쿠 타
치바나 2-8-55
어른, 어린이
2017년 7月 이후 나고야시 나카쿠 타
치바나 2-8-55

니혼고노 카이 랑구
ＴＥＬ：070-1613-1996
이메일：jlangue2@gmail.com
홈페이지 https://jlangue2.wixsite.com/mysite
페이스북 nihongonokailangue

나디아파크 6층 나고야시 시민활동추진 센터

아빠,엄마를 위한 일본어반（탁아서비스 가능）

1회 학습은 2시간입니다. 연습을 많이 합니다. 가끔씩 일본
요리를 만듭니다. 어린이는 학교 공부도 가능합니다. 시간은
상담. 휴대전화: 090-3938-6555

없음

목요일 10:30~12:00(티타임
12:00~13:00)

지하철 「사카에」역 5번 출구에서 동쪽으로 걸어서 2분

2017년 4월~6월 히가시베츠인 본당 아래 대합실 등
2017년 7월 이후 히가시베츠인 회관

미나토쿠

지하철 메이죠선 「시야쿠쇼」역 5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어린이

없음

오리지널 교재 사용
1~4반, 레벨별로 지도
춘계 4월 중순~7월 중순 13회
추계 9월 중순~12월 중순 13회
동계 1월 중순~3월 중순 10회

나고야 ＹＷＣＡ

오이마츠 학구 북부 집회소

나카쿠

지하철 메이죠선 「시야쿠쇼」역에서 걸어서 5분

화요일 13:30~15:00
금요일 13:30~15:00와
19:00~20:30
토요일 10:30~12:00와
14:00~15:30

나고야YWCA글로벌 스쿨「어린이
일본어반」

TRIcycle 교실

나카쿠

나고야 로우 국제센터

교재비 실

무료

없음

50엔(1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