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벤트 ・ 모집 정보 > 

 

  자동 시스템에 의해 악의적으로 도용될 가능성이 있어, 문의 혹은 신청을 위한 모든 메일 주소는 

‘@’ 대신 ‘골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실 때는 ‘골뱅이’ 자리에 ‘@’ 마크를 넣어서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1 년도 제 1 회 HIA 국제교류 살롱(대만)‘甲飽沒? ~밥 먹었어?~’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13:30～15:00 

 【개최 형식】 온라인 개최(Zoom) 

 【강사】 린 셰 

 【내용】 대만 생활과 대만어 소개, 음식을 통한 대만 문화 이야기, 대만의 손 놀이 등을 소개합니다. 

 【정원】 50명(선착순) 

 【참가비】 무료 

 【대상】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최】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신청 마감일】 6월 15일(화) 

 【신청 방법】 https://bit.ly/3fctrvj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사전 신청제, 일본어)  

 【문의】 공익재단법인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교류・협력과 

        전화：078-230-3090  팩스：078-230-3280 

        메일 : hia-ex-co 골뱅이 net.hyogo-ip.or.jp  

【상세 내용 확인】 https://bit.ly/3hYwV7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히메지시 문화국제교류재단   국제 이해 영화 상영회 ‘두칼리의 꿈’ 

 영화 ‘두칼리의 꿈’을 감상합니다. 할리우드 영화배우 휴 잭맨이 에티오피아의 커피 농가에서 

일하는 청년 두칼리와 만납니다. 이 만남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2015년 영화) 

 【일시】 2021년 7월 3일(토) 14：00～16：00（13：30부터 입장 가능） 

 【장소】 이-그레 히메지 (イ
い

ーグレ
ぐ れ

ひめじ)  3층 아이멧세 홀(あいめっせホール)  

 【상영 언어】 영어(일본어 자막) 

 【정원】 140명 

 【참가비】 무료 

 【대상】 일반인(15세 이상) 

 【신청 마감일】 2021년 6월 18일(금)  ※우편・팩스는 18일 도착분에 한정 

 【신청 방법】  

 1. 우편・팩스로 신청하실 경우: 【상세 내용 확인】의 사이트에서 응모 용지(応募用紙
お う ぼ よ う し

)를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셔서 우편 혹은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https://formok.com/f/ijo20byi 

 3.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실 경우: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여, 파일에 기재된 QR코드로 신청하십시오.   

   (https://www.himeji-iec.or.jp/wp-content/uploads/2021/04/20210703eiga_jyoeikai_flyer.pdf)  

 【주최・신청・문의】 공익재단법인 히메지시 문화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 담당) 

                    전화：079-282-8950  팩스：079-282-8955 

                    메일：info-iec골뱅이 himeji-iec.or.jp 

 【상세 내용 확인】 https://www.himeji-iec.or.jp/631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 국제 이해 강좌 1 

  ‘취재 영상으로 만나는 분쟁지의 아이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일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20년 이상 취재를 해 온 다마모토 에이코(玉本英子) 씨가 취재 영상을 

통해 지금까지 만났던 분쟁지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모습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전쟁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일시】 2021년 7월 10일(토) 13:30～15:30 

 【장소】 코프(coop) 고베 생활 문화 센터 4층 

 【강사】 다마모토 에이코(아시아프레스 기자) 

 【강좌 언어】 일본어 

 【정원】 현장 30명(선착순), 온라인(Zoom)으로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비】 무료(사전 신청제) 

 【대상】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효고현 유니세프협회 홈페이지 ‘申込み
もうしこ     

フォーム
ふ ぉ  む

’에서 신청해 주세요. (일본어) 

 【주최・문의】 효고현 유니세프협회   전화 : 078-435-1605（평일 10:00～16:00） 

 【상세 내용 확인】 https://office-bit.com/unicef-hyogo/activity-event.html#event202107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역의 다양성에 관한 역사를 배우고, 이해를 도모하는 세미나(HIA 민간 국제교류사업 조성 사업)  

  제 1 회 ‘사진을 통해 보는 나가타(長田)와 재일 코리안의 역사’  

  나가타는 역사적으로 외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다양성 있는 지역입니다.  

외국인 지원과 공생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이 지역에 살아온 

사람들이 일본에 오게 된 사정과 일본에서의 삶, 역사적 경위를 알아보고 그들의 권리 보장, 다양성 

존중 등 ‘다문화 공생’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일시】 2021년 7월 18일(일) 14:00～16:00 

 【장소】 온라인(Zoom) 

 【강사】 김신용(일반사단법인 고베 코리아 교육 문화 센터 대표이사) 

 【정원】 50명(선착순, 사전 신청제) 

https://www.himeji-iec.or.jp/wp-content/uploads/2021/04/20210703eiga_jyoeikai_flyer.pdf


 

 

 【대상】 나가타 지역 주민, 외국인 지원 혹은 교류 활동에 종사하고 계신 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 

 【참가비】 500엔 (참가비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상세 내용 확인】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https://bit.ly/3uIlF1Y  (신청 후, 참가비 납부) 

             전화 혹은 메일로 신청하신 후, 참가비를 납부해 주십시오. (현금 납부, 계좌 이체) 

 【주최・문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고베 정주 외국인 지원 센터(KFC)  담당자: 오오이시(大石) 

        전화：078-612-2402     메일：oishi골뱅이 social-b.net  

 【신청 마감일】 2021년 7월 11일(일)까지 신청・참가비 지불을 부탁드립니다.  

 【상세 내용 확인】 https://www.social-b.net/kfc/whatsnew/seminar1.pd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본 고등학교에서 외국인 학생 지원을 위한 핸드북(高等学校
こうとうがっこう

における外国
がいこく

につながる生徒支援
せ い と し え ん

ハンドブック
は ん ど ぶ っ く

)』 (A4판 81쪽, 판매가 １권 1,000 엔) 

 【편집】 일본 고등학교에서 외국인 학생 지원을 위한 핸드북 작성 위원회 

 【발행】 효고현 재일 외국인 교육연구협의회 

        2020년도 효고 자원봉사 기금조성사업(지역 조성 활동 NPO 사업 조성)으로 제작 

 【주문・문의】 효고현 재일 외국인 교육연구협의회（兵
ひょう

庫
ご

県
けん

外
がい

教
きょう

） 

       메일：kengaikyo골뱅이 jeans.ocn.ne.jp   

       아래 기재된 홈페이지에서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어)      

 【상세 내용 확인】 http://kengaikyo.sakura.ne.j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IA 에서 알려드립니다> 

◆HIA 홍보지 ‘ComeHIA’ 101 호가 영어・중국어・한국어로 발행됐습니다!  

  효고현 국제교류협회에서는 당 협회의 국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활동 상황 등을 소개하는 홍보지 

‘ComeHIA‘를 1년에 2번 발행합니다.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한국어판을 HI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ComeHIA‘를 다양한 언어로 만나보세요!     

아래 사이트에서 PDF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hyogo-ip.or.jp/torikumi/kokusaikoryu/comehia.htm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효고현 워싱턴주 사무소(HBCC)에서 알려드립니다 

https://bit.ly/3uIlF1Y


 

 

  워싱턴주는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미국 제 2위의 와인 생산지입니다. 또한,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보르도와 위도가 비슷하며, 그밖에 긴 일조 시간과 밤낮의 기온 차, 건조한 기후 조건으로 

고품질의 가성비가 좋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어 와인 팬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 중 한 곳인 왈라왈라밸리의 와이너리 ‘그래머시 셀라스(Gramercy 

Cellars)’ 대표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약 14분)를 HBCC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합니다.  

와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 영어 듣기에 흥미가 있으신 분께서는 미국인 와이너리 대표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인터뷰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x14Swi2f_Y) 

HBCC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R89FFLmCkKS9Z087xsITQA 

 

 

   

 

https://www.youtube.com/watch?v=Fx14Swi2f_Y
https://www.youtube.com/channel/UCR89FFLmCkKS9Z087xsIT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