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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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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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A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일본어 강좌 수강생 모집（すぐに役立つ日本語講座）
효고현 현민, 혹은 효고현 소재의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분이라면 누구라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협회가 제작한 교재인 『できる？できた!! くらしのにほん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생활 일본어)』를 사용해, 물건 사기, 관공서에서 볼일 보기, 재해 대비 등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10 가지 주제로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일본어를 공부합니다. 일본에
서 생활하는 외국인 현민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늘려 가는 것을 이 강좌
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좌 기간】2021 년 8 월 25 일(수)~9 월 17 일(금), 총 18 회 강좌
【시간】9：30～12：00
【장소】효고현 국제교류협회 (HIA)
【신청 기간】2021 년 7 월 5 일(월)~8 월 20 일(금)
【신청 방법】선착순 모집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HIA 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신청서는 7 월 5 일부터 아래의 HI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hyogo-ip.or.jp/torikumi/tabunkakyose/yakudatsu/index.html
혹은 HIA 에 직접 방문하시면 신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bit.ly/3ytmr5r
【수강료】4,000 엔 (교과서는 무료입니다)
【문의】효고현 국제교류협회

다문화공생과

전화：078-230-3261 팩스：078-230-3280
메일：nihongo 골뱅이 net.hyogo-ip.or.j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21 년도 제 2 회 HIA 국제교류 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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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닮은 점이 많아!? 일본과 이집트’（実は似ている!?日本とエジプト）
【일시】 2021 년 8 월 2 일(월) 13:30～15:00
【개최 형식】 온라인 개최(Zoom)

【강사】 후지와라 지나

【진행자】 마쓰오 미즈호

【내용】 이집트 요리와 이집트어, 이집트와 일본의 공통점 등을 소개합니다.
【정원】 50 명(선착순)
【참가비】 무료
【대상】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최】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신청 마감일】 7 월 21 일(수) ※사전 신청 필수
【신청 방법】 https://www.hyogo-ip.or.jp/torikumi/tomonokai/moushikomi0723.html
위 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전화：078-230-3090

교류・협력과
팩스：078-230-3280

메일 : hia-ex-co 골뱅이 net.hyogo-ip.or.jp
【상세 내용 확인】 http://www.katokokusai.org/index.php?pid=202106031126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 5 회 일본어 말하기 대회 & 제 2 회 노래자랑 대회
일본어 말하기 대회와 노래자랑 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2021 년 11 월 28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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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가토시 야시로 국제학습숙 L.O.C 홀 (加東市やしろ国際学 習 塾 L.O.Cホール)
【참가비】무료
【대상】가토시 혹은 인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최】가토시 국제교류협회
【신청 마감일】7 월 30 일(금)
【신청 방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가토시 국제교류협회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메일로 신청하십시오.
【신청・문의】NPO 법인 가토시 국제교류협회
전화：0795-42-6633

메일：kia 골뱅이 katokokusai.org

【상세 내용 확인】 http://www.katokokusai.org/index.php?pid=202106031126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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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회 ‘나의 국제교류（わたしの国際交 流 ）’전 작품 대모집
작년에 많은 호평 속에 개최된 ‘나의 국제 교류’ 사진전. 올해는 사진과 더불어 일본 운문인 센류
せんりゅう

(川 柳 ) 작품도 전시합니다. 본인이 체험한 국제 교류와 관련된 사진이나 국제 교류를 주제로 지은
센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작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상작으로 선정된 분께는 기념품으로 도서 카드를 드립니다.
입상작은 11 월 15 일부터 30 일까지 이-구레 히메지에서 개최하는 나의 국제교류전에 전시합니다.

【참가비】무료
【대상】히메지시 거주자, 히메지시 소재의 직장에 재직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분
【주최】히메지시 문화국제교류재단
【신청 마감일】9 월 25 일(토)
【신청 방법】우편, 메일, 팩스, 홈페이지, 스마트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공익재단법인 히메지시 문화국제교류재단 ‘나의 국제교류’ 작품전 담당
ひ め じ し ほんまち

ば んち

い

ぐ

れ

がい

〒670-0012 姫路市本町68番地290 イーグレひめじ 3階
전화：079-282-8950

메일：info-iec 골뱅이 himeji-iec.or.jp

【상세 내용 확인】 https://www.himeji-iec.or.jp/67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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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숍 난민（ワークショップ難民）2021

(온라인 개최)

분쟁이나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향을 떠난 난민과 국내실향민(IDP: 무장 충돌, 인권 침해
등으로 피난을 선택했으나 자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세계 각지에 약 8,000 만 명에 이릅니다.
여러 국가의 난민이 일본에도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일시】7 월 21 일(수) 19 시~20 시
【장소】온라인(ZOOM)으로 개최
【언어】일본어
【정원】40 명 (사전 신청 필수)
【참가비】무료
【대상】난민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
【주최】공익재단법인 아시아 복지교육재단 난민사업본부, 공익재단법인 고베 YMCA
【신청 마감일】7 월 20 일 17 시
【신청 방법】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https://ux.nu/QjPCR
【문의】난민사업본부 간사이 지부
전화：078-361-1700

메일：kansai 골뱅이 rhq.gr.jp

고베 YMCA 국제・봉사 센터
전화：078-241-7204

메일：houshi 골뱅이 kobeymca.org

【상세 내용 확인】 https://www.hyogo-ip.or.jp/hyogo-unaj/oshirase/index.htm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합숙 학교（やどがりのがっこう）
코로나로 진학, 취업이 힘든 유학생 여러분, 도중에 일을 그만두게 된 기능실습생 여러분, 다시
한번 일본어와 취업을 위해 공부합시다. 일본어 학교의 유학 기간 혹은 기능실습생 기간을 수료한
かい ご

특정 활동 비자 취득자로,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분은 일본어, 개호(介護: 요양보호), 건설 분야에
관한 공부를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또한, 월세나 수도・광열비를 내기 어려운 분에게는 무상으로
방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할 때는 식비나 생활비로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기업에서 도와주고 취업 준비까지 지원해주니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익재단법인 일본 민간공익활동 협력기구(JANIA)의 코로나 19 대응 긴급 지원 조성 사업

【일시】2021 년 7 월 5 일(월)부터 수시 참가 가능합니다.
【대상】일본어능력시험 N3 수준 혹은 그에 상당하는 일본어 능력을 가진 분 (국적 불문)
【참가비】무료
【내용】일본어능력시험 N3 수준의 일본어, 개호・건설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부합니다. (실기도 배웁니다)
시험 대비 또는 취업을 지원합니다.
목표: 개호・건설 관련 특정기능 비자 취득
なか の

【문의】특정비영리활동법인 Oneself（담당자：나카노 中野）
전화：078-224-5247

메일：info 골뱅이 kobeyadokari.com

※가족 체재 비자・특정 기능에서 이직 등 상기 모집과 관련 없는 상담이더라도, 많은 분이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사오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상세 내용 확인】 https://www.facebook.com/kobe.yadokari/posts/1801367710071288
https://oneself-kobe.or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21 여름방학 유니세프 어린이교실 ‘외국 동전 분류하기’ & ‘도대체 왜! 주사위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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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コインの仕分け＆なんでやねん！すごろく）
희귀한 외국 동전을 분류하면서 세계 어린이들의 생활을 알아보고, 분류한 동전이 어떻게 다양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되는지 배웁니다. 또한, 즐거운 주사위 놀이를 통해 ‘어린이 권리’에 대해
서도 생각해 봅시다.
【일시】2021 년 8 월 7 일(토) 10 시 30 분~12 시
こ

ぷ

せい かつ ぶん か

せ

ん

た

【장소】코프 고베 생활문화센터 4 층 (コープこうべ生活文化センター)

【언어】일본어
【정원】15 명 (선착순)
【참가비】무료 (사전 신청 필수)
【대상】초등학생
【신청 방법】효고현 유니세프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주최・신청・문의】효고현 유니세프협회

전화：078-435-1605（평일 10 시~16 시）

【상세 내용 확인】 https://office-bit.com/unicef-hyogo/activity-event.html#event2021080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 26 회 ‘다른 것이야말로 굉장한 것!’ 어린이 작문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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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ちがうことこそすばらしい子ども作文コンクール）

【응모 기간】2021 년 7 월 20 일 ~ 9 월 30 일 (기간 내 필착)
【응모 자격】일본에 거주 중인 초등・중・고등학생 (국적 불문)
【작문 내용】다양한 나라에 뿌리를 둔 아이들이 친구, 학교, 사회에 대해 느끼거나 생각한 것을
글로 표현한 것. 작품은 응모자 본인이 창작한 것으로 미발표 원고만 응모 가능.
한 사람당 1 작품만 응모할 수 있으며,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로 4,000 자 이내, 또는
영어로 2,000 단어 이내로 작성할 것.
【응모 방법】작품명, 응모자 이름(※), 학교명, 학년, 성별, 국적, 본인의 뿌리(국적이 일본인 경우,
본인이 관계되는 국가를 기재), 학교 소재지, 학교 담당자를 기재해 응모해 주십시오.
※ 이름은 본명(민족명)으로 쓰시고, 가타카나로 이름 표기를 써 주십시오.
일본에서 사용하는 통칭명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적어 주십시오.
응모 작품은 종이로 제출해 주시고, 원본 혹은 복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주최】전 간사이 재일 외국인 교육 네트워트 (간사이 넷)
【응모・문의】효고현 사무소: 효고현 재일 외국인 교육 연구협의회
こ う べ し な だ く やはたち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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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0051神戸市灘区八幡町4丁目9-22 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4F
전화・팩스：078-861-6888

메일：kengaikyo 골뱅이 jeans.ocn.n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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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