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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현・효고현국제교류협회는 격월(홀수 달) 1회 20일 경, 해외
교류관계자를 중심으로 효고현의 매력과 최신 정보 등 ‘효고의 특색’을
소개하는 웹매거진 ‘Hyogo Glocal Info’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3월호 내용―――――――――――――――――――――――――
【１】 토픽
◆ 효고현정 150 주년 홈페이지 개설
【２】 자연・역사
◆ 효고현 벚꽃 정보
【３】 현정・그 밖의 소식
◆ 효고현 내 2 곳에서 ‘이웃집의 토토로’, ‘원령공주’ 등으로
해외에도 잘 알려진 지브리 전시회 개최
―――――――――――――――――――――――――――――――――
【１】 토픽
―――――――――――――――――――――――――――――――――
◆ 효고현정 150주년 홈페이지 개설
오는 2018년 7월 12일, 효고현이 출범한 지 15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기념 사업 및 행사 정보뿐 아니라, 차세대 효고의 제조
업을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에게 애향심을 조성, 고취하기 위한 영상 및 만
화 ‘효고의 역사’ 등도 수시 업데이트 됩니다.
효고현 기획현민부 현정 150주년 기념사업실
http://www.hyogo150.jp/

―――――――――――――――――――――――――――――――――
【２】자연・역사
―――――――――――――――――――――――――――――――――
◆ 효고현 벚꽃 정보
다섯 지역이 다양한 매력을 자랑하는 효고현은 ‘경치’의 보고입니다.
봄의 대명사인 ‘꽃놀이’만 하더라도 현내 각지에서 다양한 모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효고의 ‘벚꽃’ 관련 정보에 대해 ‘누구나 알고 있는 벚
꽃 명소’부터 ‘숨겨진 명소’까지 종합하였으니 봄철 나들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고 투어리즘 가이드
https://www.hyogo-tourism.jp/hanadokoro/sakura/

―――――――――――――――――――――――――――――――――
【３】현정・그 밖의 소식
―――――――――――――――――――――――――――――――――
◆ 효고현 내 2 곳에서 ‘이웃집의 토토로’, ‘원령공주’ 등으로
해외에도 잘 알려진 지브리 전시회 개최

（１）지브리 대박람회전
①기간：2018년 4월 7일(토) ~ 2018년 7월 1일 (일)
②장소：효고현립미술관
약 30년에 걸친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
들어졌는지 소개하는 비장의 자료 등이 다수 전시됩니다.
https://www.artm.pref.hyogo.jp/

（２）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일본 건축 –지브리 입체 건축물전으로부터①기간：2018년 2월 24일(토) ~ 2018년 5월 6일(일)
②장소：공익재단법인 다케나카목공구박물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문화. 그 속에서 일본의
전통 건축물 등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설
계의 원천에 대해 알아봅니다.
https://www.dougukan.jp/special_exhibition/anime

-----------------------------------------------------------------Hyogo Glocal Info 지난호 기사 보기↓
http://www.hyogo-ip.or.jp/visit/index.html#section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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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ope you enjoyed reading HYOGO Glocal Info,
and hope you found the information useful.
We will have more news for you in the next issue.
Issued by: International Relations Division,
Hyogo Prefectural Government and Hyogo International Association
Please send an email message to kokusaikoryu@pref.hyogo.lg.jp
- to let us know your comments, opinions, suggestions and so on.
- to change the address at which you receive HYOGO Glocal Info.
- if you'd prefer not to receive HYOGO Glocal 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