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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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민간 국제교류 사업 조성 제도> 조성 사업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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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하기 위해 선구적이고 선도적인 국제교류사업에 조성금을 교부합니다. 다음과 같이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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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엔)  

【신청 마감】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전자 문서 제출: 2022년 2월 1일(화) 필착 

그밖에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첨부 서류의 우편 제출: 2월 4일(금) 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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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yogo-ip.or.jp/torikumi/kokusaikoryu/subsidy01.htm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산다시 국제교류협회  <국제교류데이 2022~위를 바라보며 걸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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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2월 11일(금) 10:30～12:00, 강연회 13:00～16:00 ※갤러리 기획 전시 2월 5~11일 

【장소】 산다시 마치즈쿠리 협동 센터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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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강연회 ‘바다를 건너온 모자 수첩’, 일본어 살롱 학습자의 모국에 대한 소개, 붓을 사용한 

그림엽서 만들기, 퀴즈 대회(경품)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개최 방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언어】 일본어, 영어 

【정원】 70명(사전 신청 필수)  

 정원이 남아 있으면 당일 접수도 가능하오나, 어학 체험은 별도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참가비】 무료 

【대상】 국제교류에 관심이 있는 일본인, 외국인 (선착순) 

【주최】 산다시 국제교류협회  



 
 

【신청 마감】 2022년 2월 6일(일)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문의】 산다시 국제교류협회 사무국  

        전화：079-559-5164  팩스：079-559-5173 

         메일：office골뱅이 sia-japan.org 

【상세 내용 확인】 http://sia-japan.org/info-internationalday202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역 다양성에 대한 역사를 배우고 이해를 도모하는 세미나 (HIA 민간 국제교류사업 조성 사업)  

제 3회 ‘전후 중국 잔류 일본인(중국 귀국자)을 둘러싼 경위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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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중국 잔류 일본인(중국 귀국자: 중일 국교 회복 후에 장년기를 넘기고 일본에 귀국한 전후 중국 

잔류 고아 및 부인과 그 가족)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과 현황에 대한 강의를 통해 권리 보장과 다양성 

존중 등 ‘다문화 공생’을 위해 필요한 관점에 대해 다 함께 생각하기 위해 기획한 세미나입니다.  

 

【일시】2022년 1월 30일(일) 14:00~16:00（강연 90분, 이후 질의응답） 

【장소】 후타바 국제 플라자(ふたば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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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social-b.net/fic/#info)에서 현장 강의,  

온라인(Zoom) 병행 

【강사】 무네카게 다다시 (宗景 正, 코스모스회 아마가사키 일본어 교실 대표)   

【정원】 50명 (현장 강의 정원: 30명) 선착순, 사전 신청 필수 

【대상】 일본어 교실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 등 

【참가비】 500엔 (참가비 납부 방법 등은 아래 【상세 내용 확인】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https://forms.gle/xGjunV4DxwfBNr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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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하시어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마감】 2022년 1월 23일(일) 

【주최・문의】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고베 정주 외국인 지원 센터(KFC)  담당자: 오오이시(大石) 

          전화：078-612-2402     메일：oishi골뱅이 social-b.net  

【상세 내용 확인】 https://www.social-b.net/kfc/whatsnew/seminar3.pd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일본어 교수법 THANK's 배움 강좌  ‘일본어의 구조와 조사’ 

조사는 일본어 문장 구조의 근간과 관련된 부분도 많으며,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본어 문장의 성립, 

조사의 종류, 조사 ‘は’와 ‘が’의 구분 등 조금 넓은 관점에서 조사에 대해 배웁니다.  

 



 
 

【일시】 2022년 2월 19일(토) 14:00～16:00 

【장소】 THANK's 사무소 내 일본어 광장(にほんご広
ひろ

場
ば

)  온라인 수강도 가능 

        ※코로나 19 감염 상황에 따라 휴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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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8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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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고현 유니세프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야스다 나쓰키(安田 菜津) 강연회’ 온라인 개최 

   사진으로 전하는 생명의 무게 ~아이들의 모습에서 다양성과 인권에 대해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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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분단을 염려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출입국 관리 

문제와 저조한 난민 인정률 등 인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떤 미래를 

남겨줄 것인지, 어떤 미래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시】 2022년 2월 20일(일) 13:30～15:00  

【강사】 야스다 나쓰키  

【강좌 언어】 일본어 

【정원】 250명 

【참가비】 무료 (사전 신청 필수)  

【대상】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개최 방법】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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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확인】 https://office-bit.com/unicef-hyogo/activity-event.html#event2022022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22년도 정주 외국인 자녀 장학금(급부제 고등학교 진학 장학금)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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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등을 지급해 고등학교 진학을 지원합니다.  

【모집 인원】 약 3명  

【모집 기간】 2022년 3월 1일（화）～ 3월 30일（수）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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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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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78-612-2402 

              메일: kfc골뱅이 social-b.ne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