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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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메지시 문화국제교류재단 온라인 교류회에 참가할 중・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New】 

 

히메지시를 대표해 영어로 일본의 문화와 히메지시를 소개하고, 또 외국 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제적인 교류를 해보지 않으실래요?   

 

【활동 기간】 6 월 말 ~ 8 월 초 

【장소】 이-그레 히메지 (イ
い

ーグレ
ぐ れ

ひめじ) 

【대상】 히메지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모집 인원】 중학생 10 명, 고등학생 15 명 (지원자가 많으면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교류 대상】 중학생: 벨기에 샤를루아시 시민 

            고등학생: 호주 애들레이드시 중・고등학생  

【참가비】 무료 

【참가 조건】 1. 국제 문화와 다문화, 교류 도시에 관심이 있으며, 알아가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 학생 

            2. 총 3 회 실시되는 사전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연수 예정일은 6 월 20 일, 7 월 4 일, 7 월 18 일) 

            3. 다른 참가자와 협동해 일본과 히메지시를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는 학생 

【신청 마감】 2021 년 5 월 31 일(월)까지 

【신청 방법】 응모 용지에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우편, 메일, 팩스, 재단으로 직접 제출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주최・신청・문의】 공익재단법인 히메지시 문화교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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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_koryu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 9 회 NEAR 청소년 그림 포스터 공모전> 출품 작품을 모집합니다【New】  

 

효고현이 회원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NEAR(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 연합)가 <제 9 회 NEAR 

청소년 그림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효고현의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상】 효고현 소재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거주 중인 청소년 

【작품 주제】 코로나 19 가 종식되면 가보고 싶은 동북아시아 지역 



 

 

【작품 규격 등】 4 절지(394×545mm), 한 사람당 1 작품만 출품 가능 

【주최】 NEAR(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 연합) 

【응모 마감】 2021 년 10 월 15 일(금)까지 효고현 국제교류과에 우편 배달된 작품만 유효 

【작품 제출처】 효고현 산업노동부 국제국 국제교류과  ※우편으로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兵庫県
ひょうごけん

産業労働部
さん ぎ ょ う ろ う ど う ぶ

国際局
こくさいきょく

国際交流課
こ く さ い こ う り ゅ う か

  

              〒650-8567 神戸市中央区下山手通 5丁目 10番 1 

【응모 방법】 아래 ‘상세 내용 확인’에 기재된 NEAR 홈페이지에서 모집 요강(募
ぼ

集
しゅう

要
よ う

項
こ う

, 한국어 

홈페이지에서는 ‘제 9 회 NEAR 청소년 그림 포스터 공모전 계획’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파일 내 응모 신청서(応
おう

募
ぼ

申
もうし

込
こみ

書
し ょ

, 한국어 파일에서는 ‘참가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응모 작품의 뒷면에 부착하여 효고현 국제교류과로 보내주십시오.   

            ※모집 요강에는 작품 제출처가 한국에 소재한 NEAR 사무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효고현이 현 내 응모 작품을 모아서 NEAR 사무국으로 보내오니 응모자께서는    

               반드시 ‘효고현 국제교류과’로 응모 작품을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 확인】 https://bit.ly/3b4cEth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1 유니세프 세미나 <우리들의 거리를 생각하다>【New】 

 

NPO 법인 어린이 환경 활동 지원협회 ‘LEAF’는 ‘지속 가능한 지역 조성’을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솔로몬제도의 수도인 호니아라시의 ‘환경 

학습이 가능한 거리 조성’(국제협력기구 JICA 의 ‘풀뿌리 기술 협력 사업’의 일환)에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구 시민으로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일시】 2021 년 6 월 5 일(토)  13 시 30 분 ~ 15 시 

【장소】 니시노미야시 대학교류센터 西
にし

宮
のみや

市
し

大
だい

学
が く

交
こ う

流
りゅう

セ
せ

ン
ん

タ
た

ー (ACTA 니시노미야 동관 6 층) 

【강사】 小川 雅由 (NPO 법인 어린이 환경 활동 지원협회 LEAF 전무이사)  

【세미나 언어】 일본어 

【정원】 40 명(선착순) 

【참가비】 무료(사전 참가 신청 필요) 

【대상】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전화 혹은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최・신청・문의】 효고현 유니세프협회  

                    전화: 078-435-1605 (평일 10 시~16 시) 

【상세 내용 확인】 https://office-bit.com/unicef-hyogo/activity-event.html#event20210605  

※ 코로나 19 감염 상황에 따라 부득이 세미나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THANK's 일본어 교수법 강좌 <음성 1. 발음>【New】 

 

https://bit.ly/3b4cEth
https://office-bit.com/unicef-hyogo/activity-event.html#event20210605


 

 

외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발음’때문에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발음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비결을 배워보고, 정확한 일본어 발음 지도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일시】 2021 년 6 월 19 일(토) 14 시~16 시 

【장소】 THANK's 사무소 내 일본어 광장(にほんご広
ひろ

場
ば

) 

    ※코로나 19 감염 상황에 따라 휴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 언어】 일본어 

【정원】 8 명(신청자가 4 명 이하면 폐강합니다) 

【참가비】 1,200 엔 

【대상】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분이면 누구든지  

【주최】 NPO 법인 실용 일본어 교육 추진협회(THANK's) 

【신청 마감】 2021 년 6 월 18 일(금)까지  

【신청 방법】 메일, 팩스, 전화로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문의】 NPO 법인 실용 일본어 교육 추진협회(THANK's) 

       전화：078－891－3030  팩스：078－891－3031 

              메일：mail 골뱅이 npo-thanks.jp 

              ※코로나 19 감염 상황에 따라 사무소를 열지 않을 때가 있사오니, 신청과 문의는 꼭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상세 내용 확인】 https://npo-thanks.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