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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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국제협력입문 세미나 ‘가보자!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의 뒷무대로!’ 개최 

   行こう
い こ う

！大エジプト
だ い え じ ぷ と

博物館
はくぶつかん

のウラ側
う ら が わ

へ！ 
   

이집트 기자에 위치한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GEM)’ 개관에 맞춰,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에 대한 

일본의 기술과 문화 지원을 소개합니다.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은 세계 최대의 규모의 단일 문명을 

주제로 한 박물관입니다. 보존・수복에 종사하는 분을 강사로 초청해 국제 협력의 ‘뒷이야기’를 소 

개합니다.   

 
【일시】 2022년 1월 20일(목) 19:00～20:40 

 【장소】 온라인 개최 (Zoom 이용) 

        ※본 세미나에 참가하시려면, 인터넷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는 기기와 환경이 필요합니다.  

 【정원】 선착순 250명 (참가비 무료, 사전 신청 필수)             

 【공동 주최】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국제 협력 기구(JICA), 일본 국제 협력 센터(JICE),  

도쿄 예술 대학교, JICA 해외봉사 효고 응원단, 일본 국제연합협회 효고현 본부 

 【후원】 주일 이집트 대사관, 간사이 SDGs 플랫폼  

 【신청 방법】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홈페이지(https://bit.ly/3y0dZLS)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언론 취재를 위해 세미나의 녹화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공할 예정이오나, 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 마감】 2022년 1월 17일(월)  ※정원이 차는 대로 신청을 마감합니다.  

 【문의】 효고현 국제교류협회   교류・협력과 

         전화：078-230-3090 (평일 9시~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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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확인】 https://www.hyogo-ip.or.j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알기쉬운 일본어 강좌(やさしい日

に
本
ほん

語
ご

講
こう

座
ざ

) 수강생 모집 

   ※총 2회의 강좌에 모두 참석하신다는 전제로 구성된 강좌입니다.  
 
 【일시】 1회: 2022년 2월 11일(금/공휴일)  13:30～16:30 

        2회: 2022년 2월 12일(토)  13:30～16:45 

 【장소】 이-구레 히메지(イ
い

ーグレ
ぐ れ

ひめじ) 4층 세미나실 A  
【내용】 1회: 알기쉬운 일본어 기초편, 재해편 (강사: 미즈노 요시미치) 

       2회: 알기쉬운 일본어 생활・행정 정보편, 교육・학교 정보편 (강사: 사이토 아키코) 



 
 

【정원】 25명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 

【참가비】 무료 

【신청 마감】 2022년 1월 16일(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신청서를 기입하신 후 

우편, 메일, 팩스,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문의】 히메지시 문화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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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 info-iec 골뱅이 himeji-iec.or.jp 

【상세 내용 확인】 https://www.himeji-iec.or.jp/7719 

※본 사업은 효고 국제교류단체 연락협의회의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학습 지원자 대상 ICT 활용 연수 学習

がくしゅう

支援者
し え ん し ゃ

対象
たいしょう

ICT活用
かつよう

研修
けんしゅう

    
  
 【날짜】 2022년 1월 15일(토), 1월 29일(토), 2월 5일(토)  

【시간】 13:00～16:00  

 【장소】 온라인 개최 (Zoom 이용) 

        ※참가하시는 분께는 연수 전에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강사】고베 YMCA학원 전문학교 강사 
【내용】1월 15일(토): Zoom 기본편 
        1월 29일(토): Zoom 활용편 1 

        2월  5일(토): Zoom 활용편 2 
【대상】 현재 효고현 내에서 지역 일본어 교육에 종사하며, Zoom을 수업에 활용하고 싶으신 분 

【정원】 40명 (선착순) 

 【참가비】 무료 

【신청 방법】홈페이지(https://bit.ly/31vEFrV)에서 신청 
혹은 다음 내용을 작성하시어 메일로 신청해 주십시오.  
1. 성함  2. 메일 주소  3. 가르치고 있는 일본어 교실 명  
4.  Zoom 사용 경험 (※복수 응답 가능)  ①Zoom을 사용한 적이 있다   
②연수 등에서 사용한 적이 있다  ③일본어 교실에서 지원자로서 사용한 적이 있다 

5. 일본어 교실에서 Zoom 활용과 관련해 겪고 있는 어려운 점, 혹은 고민 등이 있으 
시면 말씀해 주세요.   

【신청 마감】 12월 19일(일) 

【문의】 고베 YMCA학원 전문학교              

메일 : s-japanese 골뱅이 kobeymca.org    전화：078-241-720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외국에 뿌리를 둔 미취학 아동을 위한 프리스쿨 

   外国
がいこく

にルーツ
る ー つ

を持つ
も つ

小学校
しょうがっこう

入学前
にゅうがくまえ

の子ども
こ ど も

のためのプレスクール
ぷ れ す く ー る

 

 

【일시】 2022년 1월 8일(토) ~ 3월 26일(토)  매주 토요일 10:30~12:00 

 【장소】 다문화 어린이 공동교육 센터 Moi （多文化
た ぶ ん か

子ども
こ ど も

共育
きょういく

センタ
せ ん た

ー） 

          神戸市
こ う べ し

長田区
な が た く

若松町
わかまつちょう

4-4-10アスタクエスタ
あ す た く え す た

北棟
きたとう

502 
     https://www.social-b.net/kfc/about/access.html 

【내용】외국에 뿌리를 둔 4세 이상(年長
ねんちょう

・年中
ねんじゅう

)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리스쿨  
【참가비】3,000엔 (총 12회) 
【주최・문의】NPO법인 고베 정주 외국인 지원 센터(KFC)   

메일 : kfc 골뱅이 social-b.net    전화：078-612-2402 

 【상세 내용 확인】 https://www.social-b.net/kf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일본어 교수법 THANK's 배움 강좌 ‘부사(副詞)’ 
 
   의성어, 의태어(オノマトペ

お の ま と ぺ

)를 비롯해 일본어는 부사가 풍부한 언어입니다. 단순한 문장도 부사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급에서 배우는 부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일시】 2022년 1월 22일(토) 14:00~16:00 

       ※코로나 19 감염 상황에 따라 휴강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 THANK's 사무소 내 일본어 광장(にほんご広
ひろ

場
ば

) 

【언어】 일본어로 진행 

【정원】 8명 (신청 인원이 4명 이하이면 개강하지 않습니다) 

【참가비】 1,200엔 

【대상】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주최】 NPO법인 실용 일본어 교육 추진협회(THANK's) 

【신청 마감】 2022년 1월 21일(금)  

【신청 방법】 메일, 팩스, 전화 

              ※코로나 19 감염 상황에 따라 사무소를 닫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과 문의는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신청・문의】 NPO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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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