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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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입문 세미나
‘돌고래와 남쪽 섬들~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섬 이야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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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るかと 南 の島々と～誰かに話したくなる島のはなし～）
JICA 해외협력대의 체험담과 팔라우 공화국 온라인 투어를 통해 대양주(오세아니아) 여러 섬의
문화와 매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1 부에서는 JICA 해외협력대가 바누아투 공화국과 마셜제도 공화국을 소개합니다. 2 부에서는
팔라우 공화국의 비영리 기업 Dolphins Pacific 이 팔라우 국제 산호 센터(팔라우 수족관)에서 온라인
중계를 합니다. 팔라우 공화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통해 대양주 여러 섬에 대해 즐거운 상상을
해보시고,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 등 섬들이 안고 있는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일시】 2021 년 9 월 18 일(토) 13:00～15:00
【장소】 온라인 개최 (Zoom 이용)
※본 세미나에 참가하시려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이 필요합니다.
【정원】 선착순 100 명 (참가비 무료, 사전 신청 필수)
【공동 주최】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JICA 간사이, JICA 해외봉사 효고 응원단
【후원】 간사이 SDGs 플랫폼
【신청 방법】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홈페이지(https://bit.ly/3yjq4ex)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마감】 2021 년 9 월 14 일(화) ※정원이 차는 대로 신청을 마감합니다.
【문의】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교류・협력과

전화：078-230-3090 (평일 9 시~17 시 30 분)
메일 : hia-ex-co 골뱅이 net.hyogo-ip.or.jp
【상세 내용 확인】 https://bit.ly/3xqU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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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시 국제교류협회 ‘외국인을 위한 취업 지원 세미나 사전 기획 (사업자 대상)’
－ 외국인 노동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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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スタッフ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コツ）
※ 본 기획은 12 월에 개최 예정인 ‘외국인을 위한 취업 지원 세미나(외국인・사업자 대상)’의
사전 이벤트로서 개최합니다.
【일시】 2021 년 9 월 16 일(목)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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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산다시 마치즈쿠리 협동 센터 내 다목적 홀(三田市まちづくり 協 働センター 多目的ホー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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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다역 앞의 킷피 몰(キッピーモール) 6 층
【대상】 외국인 고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자 여러분
【내용】
제 1 부: 사례를 통해 배우는 외국인 노동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비결
제 2 부: 외국인 노동자의 체험담
【참가비】 무료
【정원】 사업자 10 분
【주최】 산다시 국제교류협회 (산다시 위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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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최】 직장의 일본어 프로젝트( 職 場の日本語プロジェクト)
【후원】 산다시 상공회
【신청 마감】 8 월 31 일(화)
【신청 방법】전화, 팩스, 메일로 신청해 주십시오.
전화：079-559-5164

팩스：079-559-5173

메일 : office 골뱅이 sia-japan.org
【상세 내용 확인】 http://sia-japan.org/bosyu-syuroushien2021p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월드 마스터 게임즈(WMG) 2021 간사이> 외국어 자원봉사자 모집
【일시】 2022 년 5 월 13 일(금)～5 월 29 일(일)
【장소】 효고현(고베시, 아마가사키시, 히메지시, 산다시, 가사이시, 시소시, 야부시, 가미카와정,
가미정, 미나미아와지시),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내용】 대회 접수와 유도, 식전 보조 등에서 통역 자원봉사
【모집 언어】 영어, 중국어
【모집 인원】 1,200 명
【참가비】 무료. 점심 식사(500 엔 상당)와 자원봉사자 물품 3 개(폴로 셔츠 등)를 지급
【대상】 2003 년 4 월 1 일 이전 출생자
【자격】 1) 모집 대상 언어(영어, 중국어)로 일상회화 이상이 가능할 것
2) 일본어로 의사소통(일상회화 정도)이 가능할 것
【신청 마감】 2021 년 11 월 30 일
【주최】 공익재단법인 월드 마스터 게임즈 2021 간사이 조직위원회
월드 마스터 게임즈 2021 간사이 효고현・고베시 실행위원회
【신청 방법】 아래에 기재된 WMG 2021 간사이 효고현・고베시 실행위원회 자원봉사 센터의 메일
등으로 문의하시면, 신청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일반 자원봉사자 모집도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https://wmg2021.hyogo.jp/volunteer
【신청・문의】 월드 마스터 게임즈 2021 간사이 효고현・고베시 실행위원회 자원봉사 센터
전화：078-361-8246

팩스：078-361-8247

메일： info 골뱅이 wmg2021hyogo-kobe-vol.com

【대회 홈페이지】 WMG 대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https://wmg2021.jp/
WMG 효고현 실행위원회 홈페이지：https://wmg2021.hyo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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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제이해 강좌 2 (HIA 민간 국제교류사업 조성 사업)
‘세계를 바꾸는’ 일 － 현장에서 배우는 교육 지원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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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を変える」という仕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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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場から学ぶ、 教 育 支援の可能性）

‘최고의 교육을 세상 끝까지’라는 중요 과제 아래, 영상 교육을 활용하여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부오카 씨를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일시】 2021 년 8 월 29 일(일) 13:3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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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코프 고베 생활문화센터 4 층 (コープこうべ生活文化センター)
【강사】노부오카 유키(延岡 由規, 인정 NPO 법인 e-Education 컨트리 매니저)
【언어】일본어로 진행
【정원】현장 30 명(선착순), 온라인(Zoom) 참가 100 명
사정에 따라 온라인만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가비】무료 (사전 신청 필수)
【대상】누구라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효고현 유니세프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주최・문의】효고현 유니세프협회

전화：078-435-1605（평일 10 시~16 시）

【상세 내용 확인】 https://office-bit.com/unicef-hyogo/activity-event.html#event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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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다양성에 관한 역사를 배우고, 이해를 도모하는 세미나 (HIA 민간 국제교류사업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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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회 ‘베트남인과 나가타(長田)의 역사와 현재’ （ベトナム人と長田の歴史と今）
나가타는 역사적으로 외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다양성 있는 지역입니다.
나가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오게 된 사정과 일본에서의 삶, 관련 현황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권리 보장, 다양성 존중,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세 등 ‘다문화 공생’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제 2 회 세미나에서는 나가타와 베트남인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일본에 오게 된 경위와 현황에 대해 배웁니다.
【일시】 2021 년 9 월 20 일(월, 공휴일) 14:00～16:00
(강의: 14 시~15 시 50 분, 질의응답: 15 시 50 분~16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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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후타바 국제 플라자(ふたば国際プラザ)에서 현장 강의, 온라인(Zoom) 병행
【강사】 한 티 탄 가 (고베 정주 외국인 지원 센터)
‘인도차이나 난민과 나가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야시 다카야 (林 貴哉, 베트남 꿈 KOBE)
‘베트남인과 나가타의 현재 －관련 사업에 근거하여－’
【정원】 50 명 (현장: 30 명)

【대상】 나가타 지역 주민, 외국인 지원 혹은 교류 활동에 종사하고 계신 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
【참가비】 500 엔 (참가비 납부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상세 내용 확인】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https://forms.gle/JAWVcmX89PQPrLJk7
전화 혹은 메일로 신청하실 때는 성함, 소속, 연락처, 현장 혹은 온라인 참가 방법을
기재하시어 신청해 주십시오.
【주최・문의】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고베 정주 외국인 지원 센터(KFC) 담당자: 오오이시(大石)
전화：078-612-2402

메일：oishi 골뱅이 social-b.net

【신청 마감】 2021 년 9 월 13 일(월)
【상세 내용 확인】 https://www.social-b.net/kfc/whatsnew/seminar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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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교수법 THANK's 배움 강좌 ‘중급 회화（ 中 級 会話）’
초급과 중급 회화는 어떤 부분이 다를까, 어떤 부분에 주의해서 가르치면 되는지 THANK's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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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그림을 보며 말하자 중급회화 교재(絵を見て話そう 中 級 会話テキスト)’를 사용해 교재
사용법, 다양한 장면과 상황에서 사용하는 어휘와 표현을 가르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일시】 2021 년 9 월 18 일(토) 14:00~16:00
ひろ ば

【장소】 THANK's 사무소 내 일본어 광장(にほんご広場), 온라인 수강도 가능
코로나 19 감염 상황에 따라 휴강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 일본어로 진행
【정원】 8 명 (신청 인원이 4 명 이하이면 개강하지 않습니다)
【참가비】 1,200 엔
【대상】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 2021 년 9 월 17 일(금)
【신청 방법】 메일, 팩스, 전화
【주최・신청・문의】 NPO 법인 실용 일본어 교육 추진협회(THANK's)
전화：078－891－3030

팩스：078－891－3031

메일：mail 골뱅이 npo-thanks.jp
※코로나 19 감염 상황에 따라 사무소를 닫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과 문의는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상세 내용 확인】 https://npo-thanks.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