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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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현민 대상 초급 일본어 강좌 제 2 기 온라인 강좌 수강생 모집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이 초급 일본어를 알기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즐겁게 온라인(ZOOM)으로 일본어를 공부합니다.

【대상】 효고현 거주자, 효고현 소재의 직장에 재직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분(15 세 이상)
【강좌 기간】 2021 년 10 월 19 일(화)～12 월 14 일(화) (총 16 회)
【강좌 시간】 18:30～20:30
【장소】 온라인(ZOOM)
【신청 기간】 2021 년 9 월 1 일(수)～9 월 26 일(일)
【강좌 레벨 결정 온라인 면담】 10 월 4 일(월), 5 일(화), 6 일(수)
※수강 강좌 레벨은 면담 후에 결정합니다.
면담 시간은 한 사람당 30 분 정도 소요됩니다.
【정원】 강좌당 ７～10 명（신청은 선착순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번 수업에 참석할 수 있는 분을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효고현 국제교류협회의 메일 혹은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신청서는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수강료】 1,000 엔(교재는 별도 구매)
【신청・문의】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다문화공생과
전화：078-230-3261

팩스：078-230-3280

메일：nihongo 골뱅이 net.hyogo-ip.or.jp
【상세 내용 확인】 https://www.hyogo-ip.or.jp/topics/documents/20210901_nihongo.htm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카르타(카드 놀이)로 배우는 젠더 갭(gender gap)
데즈카야마(帝塚山) 대학에서 국제법・평화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2020 년에 고안한 ‘젠더 갭을
생각하는 카르타(GGKK)’로 함께 놀면서 젠더 갭에 대해 배워봅시다.

【일시】10 월 23 일(토) 13:3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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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니시노미야시 대학교류센터(西 宮 市大学交 流 センター: ACTA 니시노미야 동관 6 층,

한큐 니시노미야키타구치(西宮北口) 역에서 도보 6 분)
【강사】스에요시 히로후미(末吉洋文) 데즈카야마대학 법학부 교수와 지도 학생
【강좌 언어】일본어
【정원】25 명 (선착순)
【참가비】무료 (사전 신청 필수)
【대상】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아래 【상세 내용 확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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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2021102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본어 교수법 강좌 THANK's 제 2 회 기초 코스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외국어를 못 하는데도 정말로 외국인을 가르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당신에게 딱 맞는 강좌입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일시】 토요일 개최 (총 6 회) 10：00～12：00
전기：2021 년 10 월 16 일, 23 일, 30 일
후기：2021 년 11 월 13 일, 20 일, 27 일
※코로나 19 감염 상황에 따라 일시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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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THANK's 사무소 내 일본어 광장(にほんご広場)
【강좌 언어】일본어
【정원】16 명
【참가비】 전기, 후기 각 9,000 엔
※ 강의 교재 『THANK's 초급 회화 교과서』, 『THANK's 지도서』 대금으로 2,000 엔이
별도로 듭니다.
【대상】외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싶으신 분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 정원이 차는 대로 신청을 마감합니다.
【신청 방법】 메일, 팩스, 전화로 신청해 주십시오.（사전 신청 필수）
※코로나 19 감염 상황에 따라 사무소를 닫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과 문의는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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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확인】 https://www.npo-thanks.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