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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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 1회 식문화 교류 교실 

  인도네시아 발리 요리, 와얀 씨와 ‘삼발마타’를 만들어 봅시다! 

  （インドネシア
い ん ど ね し あ

・バリ
ば り

料理
りょうり

 ワヤン
わ や ん

さんの「サンバルマタ
さ ん ば る ま た

」を作
つく

ろう！） 
 

 인도네시아 발리 출신인 이 와얀 수반디아(I Wayan Subandia) 씨의 인터뷰와 요리 영상을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식문화 교류 교실에서 소개하는 음식은 인도네 

시아 요리입니다.  

니시노미야시에서 인도네시아&아시아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발리 출신의 와얀 씨에게 인도네시 

아 발리 요리(소스)인 ‘삼발마타(Sambal Matah)’ 요리법과 삼발마타를 사용한 응용 요리를 배워봅니 

다. 일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 요리법을 알려드리니, 여러분께서도 이번 기회에 꼭 

인도네시아 요리에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와얀 씨와 아내분의 만남, 발리의 문화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으니 꼭 요리 

영상과 요리법, 인터뷰를 모두 확인해 주세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yogo-ip.or.jp/torikumi/tomonokai/shokubunka.html 
 

【문의】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교류・협력과  전화：078-230-309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이-구레 세계 여행 (＠イーグレ
い ー ぐ れ

世界旅行
せかいりょこう

)  

코로나 19 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초등・중학교  

혹은 공민관에서 실시하는 국제 이해 출장 강좌를, 이번에는 특별히 이-구레 히메지(イ
い

ーグレ
ぐ れ

ひめじ) 

에서 개최합니다.  

해외 경험이 풍부한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행 기분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시】 3 월 13 일(일) 10:00～15:00 

【장소】 이-구레 히메지(イ
い

ーグレ
ぐ れ

ひめじ)  4 층 세미나실 C 

     http://www1.winknet.ne.jp/~egret-himeji/ 

【내용】 

<강좌 1 (10:00～10:45)  체코>  

많은 분들이 한 번은 여행하고 싶어 하는 곳,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중부 유럽의 국가 체코에  

대해 역사와 지리를 관련지어 소개합니다.   

<강좌 2 (11:00～11:45)  페루>  

남아메리카에서 발전한 안데스 문명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합니다.  

<강좌 3 (13:15～14:00)  바누아투>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바누아투 아이들의 의식주에 대해 소개합니다.  

https://www.hyogo-ip.or.jp/torikumi/tomonokai/shokubunka.html
http://www1.winknet.ne.jp/~egret-himeji/


 

 

<강좌 4 (14:15～15:00)  이탈리아>  

이탈리아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해, 우리가 몰랐던 이탈리아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정원】 강좌당 20 명 

【참가비】 무료 

【대상】 일반인 

【신청 방법】 사전 신청 불요. 각 강좌 시작 5 분 전까지 세미나실 C 로 오십시오. 

【주최・문의】 히메지시 문화국제교류재단(국제교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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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확인】 https://www.himeji-iec.or.jp/821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20회 ‘유니세프 모임’ (ユニセフ
ゆ に せ ふ

のつどい) 

‘유니세프 모임’은 ‘전 세계의 친구와 마음을 나누자’라는 테마로, 효고현 유니세프 협회가 주최하는 

축제입니다. 올해도 온라인과 병행해 이틀간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활동 소개 릴레이 토크 ＆ 왁자지껄 교류회 (活
かつ

動
どう

紹
しょう

介
かい

リレ
り れ

ート
と

ーク
く

＆ワイワイ
わ い わ い

交
こう

流
りゅう

会
かい

) 

【일시】 2022 년 3 월 6 일(일) 13:30～15:30  

【정원】 온라인으로만 개최 60 명  
 

2. 강연회, 아프리카 북 연주회 

   하마다 신지(浜田進士) 강연회  

‘어린이가 중심(子どもがまん中
なか

)’ 지구 어디에서 태어나더라도~아시아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오오니시 마사야(大西匡哉) 아프리카 북 연주회  

‘대지의 고동(鼓動)~응고마 아프리칸(ンゴマアフリカン
ん ご ま あ ふ り か ん

)’ 

【일시】 2022 년 3 월 12 일(토) 12:30～15:30 

【장소】 코프 고베 생활문화센터 (コ
こ

ープ
ぷ

こうべ生
せい

活
かつ

文
ぶん

化
か

セ
せ

ン
ん

タ
た

ー) 2 층 홀, 온라인 병행 개최 

【정원】 현장 참가 80 명, 온라인 참가 100 명   

【언어】 일본어로 진행 

【참가비】 무료 (사전 신청제) 

【대상】 누구라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효고현 유니세프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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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확인】 https://office-bit.com/unicef-hyogo/activity-event.html#event2022030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일본어 교수법 THANK's 배움 강좌 ‘경어와 수수(授受) 표현’ 
 

  일본인에게도 어려운 경어 사용법을 외국인에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경어를 외국인이 이해하면 좋은 경어와 사용하면 좋은 경어로 나누어, 경우와 상황에 따른 

사용법을 수수 표현(あげる、もらう、くれる)과 연결해 배웁니다.  
 

【일시】 2022 년 3 월 19 일(토) 14:00~16:00 

https://www.himeji-iec.or.jp/8219
https://office-bit.com/unicef-hyogo/activity-event.html#event20220306


 

 

  【장소】 THANK's 사무소 내 일본어 광장(にほんご広
ひろ

場
ば

), 온라인으로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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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년 3 월 18 일(금)  

【신청 방법】 메일, 팩스,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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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thanks.j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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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회 ‘쉼터 조성 활동 및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居場所
い ば し ょ

づくりと人々
ひとびと

の関
かか

わり方
かた

） 
 

쉼터 조성 활동에 담겨있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걸까요. 재일 코리안 고령자를 대상으로 쉼터 조성 활동을 하고 있는 ‘서로서로회 

(ソロソロ
そ ろ そ ろ

会
かい

)’를 설립한 전미옥 님과 자원봉사자분들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다문화 공생’과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시】 2022 년 3 월 6 일(일) 14:00～16:00  (강연회 및 질의응답) 

 【장소】 후타바 국제 플라자(ふたば国
こく

際
さい

プ
ぷ

ラ
ら

ザ
ざ

)에서 현장 세미나, 온라인(Zoom) 병행 개최 

 【강사】 전미옥(全美玉, 서로서로회 대표), 서로서로회 자원봉사자 분들 

 【정원】 50 명 (현장: 30 명)  선착순, 사전 예약제 

 【대상】 일본어 교실 관계자,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 관심이 있으신 분 등  

 【참가비】 500 엔 (참가비 납부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상세 내용 확인】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https://forms.gle/8gXD71RP4bk7T9Vj8 

             전화 혹은 메일로 신청하실 때는 성함, 소속, 연락처, 현장 혹은 온라인 참가 방법을  

             기재하시어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마감】 2022 년 3 월 3 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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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확인】 https://www.social-b.net/kfc/whatsnew/seminar4.pd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npo-thanks.jp/
https://forms.gle/8gXD71RP4bk7T9Vj8
https://www.social-b.net/kfc/whatsnew/seminar4.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