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8회「NIC 니혼고 노 카이(일본어 교실)」모집 
 

 

9월부터 11월에 시행되는 어른 대상 일본어 교실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지금까지의 신청 방법, 정원이 변경됩니다. 주의바랍니다. 

 

＜대상자＞ 외국인（중학생, 고등학생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고야시에 거주하시는 분 

우선입니다.） 

＜기  간＞ 매주 일요일・3개월 (2020년 9월 20일 ~ 11월 22일)  (1회 90분×10회) 

 

※모두 일본어로 학습합니다.  외국어(본인의 모국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용＞ 참가비：2,500엔 ／ 교재비：카이와키소 클래스 1,000엔, 그 외 클래스 500엔 

☆일단 납부하신 수강료 및 교재비는 환불 불가능입니다. 

 
 

＜신청과 면접＞ 

스케줄 

9월 6일(일) 12:00～14:00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9월 6일(일)～9월 9일(수) NIC에서 확인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받지 못했을 경우 NIC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9월 13일(일) 면접 시간：10:00 혹은 12:00 혹은 14:00 

(NIC에서 보낸 메일에 적혀 있습니다) 

장소：나고야 국제센터 5층 

준비물：참가비와 교재비 
 

※뒷면의 설명을 잘 읽어 주십시오. 

  

코스 시간 정원 대상 

카이와키

소 

10:00～11:30 10명 일본어를 처음 학습하시는 분. 인사나 기초적인 단어와 회화 

연습을 합니다. 

＊문자의 읽기 쓰기는 묻지 않습니다 

12:00～13:30 18명 

14:00～15:30 10명 

카이와Ⅰ 10:00～11:30 16명 
카이와키소를 수료하신 분, 혹은 동등한 수준인 분. 초급 

수준의 문형, 예문으로 회화 연습을 합니다. 

카이와Ⅱ 
10:00～11:30 10명 카이와Ⅰ을 수료하신 분, 혹은 동등한 수준인 분. 

카이와키소, 카이와Ⅰ에서 배우지 않은 문형, 예문으로 회화 

연습을 합니다. 
12:00～13:30 10명 

카이와Ⅲ 14:00～15:30 15명 

카이와Ⅱ를 수료한 분, 혹은 동등한 수준인 분. 카이와Ⅰ, 

Ⅱ에 이어 실용적인 내용을 테마별로 배웁니다. 서로의 

문화나 습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카나 14:00～15:30 9명 

히라가나・카타카나를 배우고 싶으신 분. 히라가나・카타카나 

쓰는 법을 연습합니다. 간단한 단어로 발음 연습, 간단한 

문장을 쓰거나 읽는 연습도 합니다. 



 

 

신청 【온라인】 ９월６일(일)１２：００～１４：００ 
①NIC웹사이트의 신청 폼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②NIC에서 면접 순번과 시간을 알려 드립니다. 

※1명이 클래스 2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시간에 하는 클래스 2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카이와 클래스를 2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지 클래스 2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 〇 「카이와키소」와「카나」신청 

× 「카이와키소」10시와「카이와키소」12시 신청 

× 카이와Ⅱ」10시와「카이와Ⅲ」신청 

・클래스 신청은 제 1 희망자를 우선합니다. 

※NIC에서 보낸 메일을 받기 위해 「@nic-nagoya.or.jp」의 수신 허가를 설정하여 주십시오. 

 

 

추가 모집 【E메일】 9월 9일(일)12:00 ～ 9월 12일(토)12：00 ※정원이 차면 마감. 

9월 6일(일) 신청에서 정원 미달 클래스는 9월 9일(수)부터 추가모집을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클래스는 9월 9일(수)12시 이후에 NIC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①메일로 신청해 주십시오.  vol@nic-nagoya.or.jp 

・제목을「09nihongo」으로 해 주십시오. 

・이름, 국적, 모국어, 연령, 주소, 전화번호, 희망하는 클래스를 메일에 써 주십시오. 

②NIC에서 면접의 순번과 시간을 알려 드립니다. 

 

 

면접 【직접 방문】 9월 13일(일) 10:00 혹은 12:00 혹은 14:00 

・웹 신청 후 도착한 메일에 쓰여진 시간에 나고야 국제센터 5층으로 와 주십시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면접 후에 추첨을 합니다. 

・수강이 결정된 분은 그 장소에서 참가비와 교재비를 지불합니다. 돈을 준비하여 오십시오. 

   (되도록이면 거스름 돈이 필요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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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국제센터 빌딩 4층 「NIC니혼고 노 카이 (일본어 교실)」 

TEL ０５２－５８１－５６８９  

https://www.nic-nagoya.or.jp/ 혹은 http://www.nic-nihongonokai.info/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나 수업이 없습니다＞                   

・거대 지진 발생 경보 등 정부의 지시가 발령 되었을 때. 

・아침 8시, 나고야시에「폭풍경보(暴風(ぼうふう)警報(けいほう))」가 발령 중일 경우, 그날 모든 수업은 휴강입니다. 

・태풍이 접근해 올 때, 나고야시에「폭풍경보(暴風(ぼうふう)警報(けいほう))」가 발령된 시점에 수업을 중지합니다. 

・나고야 국제센터가 중지 판단을 한 경우. 

※문의사항은 나고야 국제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