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A 2020년도 제 2회 식문화 교류 교실   

 

대만 출신 린셰 씨가 알려주는 대만 가정식 ‘지로우판[雞肉飯]~대만 남부에서 즐겨 먹는 

닭고기 덮밥~’을 만들어 봅시다! 【New】 

 

 대만 출신 요리 활동가 겸 수묵화 작가인 린셰 씨의 인터뷰&레시피 공개 중! 

 

  금년도는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대면 형식의 식문화 교류 교실이 중지됐습니다. 그 대신에 

HIA에서는 새로운 형태로 여러분께 세계 각국의 식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0 년도 제 2 회 식문화 교류 교실은 대만 요리입니다! 

  대만 출신으로, 고베시 스마구에서 대만 가정식 교실과 식당을 운영하는 린셰 씨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린셰 씨의 고향인 대만 ‘자이[嘉義]’의 명물 요리인 ‘지로우판[雞肉飯]’의 

레시피를 배워봤습니다.  

  린셰 씨의 인터뷰와 레시피를 읽어 보시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지로우판을 먹으면서 대만의 

거리를 걷고 싶어질 것입니다!  

 

  HIA식문화 교류 교실 

  ・대만 출신의 요리 활동가 린셰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터뷰)  

・린셰 씨가 알려주는 지로우판 ~대만 남부에서 즐겨 먹는 닭고기 덮밥~ 레시피 

  ・린셰 씨와 함께 ‘지로우판’을 만들어봅시다! (유튜브) 

  아래의 사이트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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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공익재단법인）효고현 국제교류협회 교류・협력과 

       전화: 078-230-309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PO법인 네히메 칼리지 ‘알기 쉬운 일본어(やさしい日本語
に ほ ん ご

)’ 연수회 수강생 모집

【New】 

 

【일시】 2021 년 3 월 21 일 (일）13:30〜15:30 

【장소】 아스티아 카사이(アスティア
あ す て ぃ あ

かさい) 3 층 집회실(集会室
しゅうかいしつ

)  

【내용】 ‘알기 쉬운 일본어’의 개요와 실천 

【강사】 福井 武司（고베 YWCA 학원 주임 강사） 

【정원】 15 명 (선착순) 



 

 

【참가비】 무료 

【신청 방법】 2021 년 3 월 14 일(일)까지 아래의 링크나 ‘문의’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 메일, 

라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링크(일본어) https://forms.gle/4wcTYPMwgdPQJZyf6 

           ※신청을 하실 때는 1. 이름(일본어 히라가나 표기)  2. 연락처  3. 직업 

              4. 일본어 학습 지원 혹은 국제교류 자원봉사 경험 여부를 기재해 주십시오. 

【문의】 NPO 법인 네히메 칼리지（가사이시 국제교류협회） 

     전화：0790-33-9455  메일：nehime 골뱅이 kasai-kokusai.info 

     라인：@iql7418s           

【상세 내용 확인】 http://www.kasai-kokusai.info/events/event/「やさしい日本語」研修会/ 

※본 사업은 효고 국제교류단체 연락협의회의 인재육성사업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히메지시 문화국제교류재단 ‘푸드 드라이브(음식 기부)’를 개최합니다【New】  

 

【일시】 2021 년 3 월 28 일 (일) 10：00〜16：00 

【장소】 이구레 히메지(イーグレ
い ー ぐ れ

ひめじ) 3 층 창작실(創作室
そうさくしつ

) 

【내용】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생계가 어려운 재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이나 ‘남는 음식’ 등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푸드 드라이브’에 기부할 식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신 식품 등은 NPO 푸드 뱅크 하리마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최・문의】 히메지시 문화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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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확인】 https://www.himeji-iec.or.jp/585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본어 교수법 강좌 THANK's 제 1회 기초 코스【New】 

 

【일시】 토요일 개최 (전 6 회 강좌) 10：00〜12：00  

       전기：2021 년 4 월 10 일, 17 일, 24일 

      후기：2021년 5 월 8 일, 15 일, 22 일 

【장소】 THANK's 사무소 내 일본어 광장(にほんご広場
ひ ろ 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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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 전기, 후기 각 9,000 엔 

※ 강의 교재 『THANK's 초급 회화 교과서』, 『THANK's 지도서』 대금으로 

2,000 엔이 별도로 듭니다.  

【신청 마감】 정원이 차는 대로 신청을 마감합니다.  

【신청 방법】 메일로 신청해 주십시오.（사전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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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