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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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도 효고 EU 세미나 - 유럽의 심장 ‘체코’  

【일 시】 2021 년 2 월 3 일（수）15:00～16:30（14:50 부터 입장 가능） 

【장 소】 온라인 (웹 회의 시스템 Zoom 이용) 

【내 용】 2020 년은 일본과 체코공화국이 교류 100 주년을 맞이한 해로, 이를 기념하여 일본에 

체류한 지 15 년이 되는 스잔카 씨(오사카 사카이 체코공화국 명예영사관 직원)를 초청해 체코의 

역사와 문화 등 그 매력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또한 체코의 현황과 일본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언 어】 일본어 

【정 원】 80 명（선착순） 

【참가비】 무료 

【주 최】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효고 EU 협회, 고베대학대학원 국제문화학연구과 

【후 원】 오사카 사카이 체코공화국 명예영사관 

【신청 방법】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 메일로 보내주세요. 

             1. 행사명 : 2 월 3 일 EU 세미나 신청     2. 이름 (후리가나)    

3. 연락처 (전화번호, 메일 주소)          4. 소속 (직장, 학교 등) 

【신청・문의】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교류・협력과 

          TEL： 078-230-3090  FAX：078-230-3280  

            E-mail： hia-ex-co 골뱅이 net.hyogo-ip.or.jp  

【상세 내용 확인】http://www.hyogo-ip.or.jp/interest/kouryuukyouryoku/czech.htm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 년도 민간 국제 교류 사업 조성 제도 사업 모집 안내 

  효고현 국제교류협회에서는 현민의 국제 교류・협력 활동, 다문화 공생을 위한 활동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해 선구적이고 선도적인 국제교류사업에 조성금을 교부합니다. 다음과 같이 2021 년도 

조성 사업을 모집합니다.  

【대상 단체】 효고현 내에 소재하며, 국제 교류 활동과 다문화 공생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 혹은 그룹  

【조성 금액】 모집 요강에 기재된 ‘조성 대상 경비’ 합계 금액의 ½ 이내 (상한 10 만 엔)  

【모집 기한】 2021 년 １월 29 일 (금)까지 필착 

【문 의】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교류・협력과 

        TEL：078-230-3090   E-mail：hia-ex-co 골뱅이 net.hyogo-ip.or.jp   

【상세 내용 및 모집 요강】 http://www.hyogo-ip.or.jp/torikumi/kokusaikoryu/subsidy01.htm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0 년도 제 2 회 국제협력입문 세미나 - 중앙아메리카 5 개국 독립 200 주년  

  카페 카리브 ~ 커피로 알아보는 중앙아메리카의 매력 ~  

【일 시】 2021 년 2 월 20 일（토） 13:00～15:10 

【실시 방법】 온라인으로 개최（Zoom 이용） 

※ 본 세미나는 줌을 이용하므로,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인터넷(와이파이, 데이터 등) 

환경과 컴퓨터, 스마트폰 등 기기가 필요합니다.   

【내 용】  ・몸 풀기 : 먼저 커피를 내려보자! 

         ・제 1 부 : 중앙아메리카의 깊은 이야기 ~ 중앙아메리카는 어떤 곳일까? ~ 

            -강사 : 中原 篤史（온두라스 국립 프란시스코 모라산 교육대학 객원 교수） 

         ・제 2 부 : 커피를 찾아서（전 중앙아메리카 협력대원 3 명의 패널 토크） 

     -강사： 今井 英里（카트라차 커피 배전소 대표） 

      門川 雄輔（COYOTE 매니저, 그린 바이어） 

      大島 愛（NatuRica 합동회사 대표） 

【정 원】 90 명（선착순・사전 신청 필요） 

【참가비】 무료 

【조기 신청 특전】 1 월 31 일까지 신청해주시는 분께는 드립 커피(1 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신청 마감】 2 월 17 일（수） 

【공동 주최】 국제협력기구 간사이 센터(JICA 간사이),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JICA 해외 봉사 효고 

응원단 

【신청 방법】 다음 사이트에서 신청 양식을 기재해 주십시오. https://bit.ly/2WjFpu5 

【신청・문의】 JICA 간사이   시민참가협력과 

         TEL：078-261-0384（평일 10：00～17：30） 

    E-mail：jicaksic-renkei 골뱅이 jica.go.jp 

【상세 내용 확인】 https://bit.ly/38HjiV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히메지시(姫路市) 문화국제교류재단 ‘알기쉬운 일본어(やさしい日本語) 강좌’ 수강생 모집【New】 

  ※ 전 강좌(3 회)를 모두 수강하실 수 있는 분만 신청해 주십시오. 

【일 시】 1 회차: 2021 년 3 월 13 일（토）13:00～15:00 

         2 회차: 2021 년 3 월 14 일（일）10:00～12:00 

         3 회차: 2021 년 3 월 14 일（일）13:00～15:15 

【장 소】 히메지시 시민회관 3 층 제 2 회의실  

【내 용】 1 회차: 「やさしい日本語」 기초편（강사：福井 武司） 

         2 회차: 「やさしい日本語」 응용편（강사：水野 マリ子） 

         3 회차: 「やさしい日本語」 실천편（강사：水野 マリ子） 

【정 원】 50 명 (선착순) 

【참가비】 무료 

【신청 마감】 2021 년 3 월 10 일（수）까지 히메지시 문화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편, 메일,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주 최】 공익재단법인 히메지시 문화국제교류재단 

【신청・문의】 공익재단법인 히메지시 문화재단교류재단 국제교류 담당 



 

 

            TEL：079-282-8950 FAX：079-282-8955 

            E-mail：info-iec 골뱅이 himeji-iec.or.jp 

【상세 내용 확인】 https://www.himeji-iec.or.jp/5482 

 ※본 사업 내용 중 1.기초편과 2.응용편은 효고 국제교류단체 연락협의회의 인재육성사업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요오카시(豊岡市) 국제교류협회 ‘도요오카 몽골 카페’【New】 

  올해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당신, 몽골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일 시】 2021 년 1 월 9 일 (토)부터 격주로 시행하여 전 8 회 강좌 

        (정원 마감 시까지 모집하오니 참가 신청은 협회로 문의해 주세요.)  

【장 소】 도요오카 건강 복지 센터(豊
と よ

岡
おか

健
けん

康
こ う

福
ふ く

祉
し

セ
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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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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ー)  3 층 

【내 용】 1. 몽골어 A（전통적인 문자를 배웁니다） 

       2. 미니 칼럼 (몽골의 핫한 뉴스)  

       3. 몽골어 B（러시아 문자를 배웁니다） 

       ★특별 강연（몽골에서 가져온 재료로 문화 체험） 

【대 상】 중학생 ~ 일반인（초등학생은 보호자 동반 필수） 

【참가비】 전 8 회 4,000 엔（특별 강연에 참가할 경우는 재료비 별도） 

         본 이벤트는 도요오카시 국제교류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회원 분들은 별도로 협회 연회비 1,000 엔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신청・문의】 도요오카시 국제교류협회   Tel: 0796-24-5931 

【상세 내용 확인】 http://tia-online.net/publics/index/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 유니세프 세미나 ‘스마트폰・인터넷의 기본은 초등학생 때부터!?’【New】 

【일 시】 2021 년 2 월 20 일（토） 10:00～12:00 

【장 소】 코프 고베 생활문화센터 (コ
こ

ープ
ぷ

こうべ生活文化
せ い か つ ぶ ん か

センタ
せ ん た

ー) 2 층 홀 

【강 사】 竹内 和雄：효고현립대학 준교수. 문부과학성 학교 넷 패트롤 조사연구협력자, 총무성 청소 

년 인터넷 WG 구성원, 총무성(긴키 종합 통신국) ‘스마트폰 시대에 대응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락회’ 좌장 

【내 용】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세계와 연결되는 한편, 아이들이  

문제에 연루될 위험성도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인터넷 

과 친구가 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언 어】 일본어 

【정 원】 60 명 (선착순) 

【참가비】 무료 (신청 필수) 

【대 상】 누구라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전화 신청, 홈페이지 신청 

【주최・신청・문의】 효고현 유니세프협회  

                 TEL：078-435-1605（평일 10:00～16:00） 

【상세 내용 확인】 https://office-bit.com/unicef-hyogo/activity-event.html#event20210220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부득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 년도 정주 외국인 자녀 장학금(급부제 고등학교 진학 장학금) 모집 안내【New】 

【목 적】 효고현에 거주하는 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학생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해 고등학교 진학을 지원합니다.  

【모집 인원】 약 3 명  

【모집 기간】 2021 년 3 월 1 일（월）～ 3 월 30 일（화）필착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신청 서류 등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http://www.social-b.net/kfc/scholarship/syogakukin/syogakukin_j.html 

          ◇(영어)   https://goo.gl/gWBz94 

          ◇(중국어)  https://goo.gl/zuv3Gn 

          ◇(한국어)  https://goo.gl/zDzcr2 

          ◇(베트남어)  https://goo.gl/sqfbjK 

          ◇(스페인어)   https://goo.gl/Qo04RF 

          ◇(포르투갈어) https://goo.gl/TJ8DK4 

【신청・문의】 정주 외국인 자녀 장학금 실행위원회  

          TEL: 078-612-2402 

            Email: kfc 골뱅이 social-b.ne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외국인에게 가르치는 일본어를 배우는 강좌 - 토요 강좌 ‘일본어의 구조와 조사’ 【New】 

【일 시】 2021 년 2 월 20 일（토）14:00～16:00 

【장 소】 THANK's 일본어 광장（THANK's 사무소）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 용】 조사는 일본어의 문장의 구조의 근간과 관련된 것이 많으며,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본어 

문장의 성립, 조사의 종류, ‘は’와 ‘が’의 구분 등 조금 넓은 관점에서 조사에 대해 공부합니다.  

【언 어】 일본어 

【정 원】 8 명（4 명 이하일 경우 폐강） 

【수강비】 1,200 엔 

【대 상】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싶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주 최】 NPO 법인 실용일본어교육추친협회（THANK's） 

【신청 마감】 2021 년 2 월 19 일（금） 

【신청 방법】 메일, 팩스, 전화 신청 

【신청・문의】 NPO 법인 실용일본어교육추진협회（THANK's） 

         TEL：078-891-3030  FAX：078-891-3031 

            E-mail： mail 골뱅이 npo-thanks.jp 

【상세 내용 확인】 http://www.npo-thanks.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