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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플라자 휴관일 안내  

              2019년 5월 1일(수)～5월6일(월)은, 휴일로 인해 미야자키현 국제 플라자는 휴관합니다. 

공익재단법인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찬조회원모집!  

연회비 2,000엔 단체：10,000엔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강좌·초급   ※사전신청 필요 
 

현내 재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 초급강좌를 개최합

니다. 꼭 참가해주세요.  
 

◇대  상: 처음으로 일본어를 배우시는 분, 히라가나,  

       가타카나부터 배우고 싶으신 분  

◇수강료: 무료 

◇교재비: 2,160엔 (세금 불포함) 

◇일   시: 4월9일(화)~7월18일(목)  

              10:10~12:00     

            매주 화요일 목요일 총 25회  

         ※5/2(목), 6/13(목), 6/18(화)은 휴강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신청·문의: (공재)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일본어 연습   ※자유 참가, 무료 
 
◇일 시: 10:30~11:30 

  ［수요일］5/8, 5/15, 5/22日, 5/29 

                 ※5/1 휴강   

 ［금요일］5/10, 5/17, 5/24, 5/31 

              ※5/3 휴강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문  의: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일본어 자원봉사자 소개  

※사전신청 필요・무료  
 

현 내에 재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귀국자 등 일본어를 배우

고자 하시는 분께 당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일본어 자원봉사

자를 소개합니다. 학습장소, 시간,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

자들끼리 정하시면 됩니다. 

 

◇신청·문의: (공재)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토요일 영어챗트 전기  초급 ※사전신청 필요 
 

◇일 시 : 4/6, 4/20, 5/18, 6/1, 6/15, 6/29, 7/13, 7/27 

             토요일    총 8회   10:30~11:30 

◇장 소 : 카리노 미야자키     

◇정 원 : 15명 

◇수강료: 찬조회원 학생   2,000엔(8회)  

           비회원             4,000엔(8회) 

◇신청방법 :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전화,팩스 또는 메일  

                  로 보내주세요.메일·팩스로  신청할 경우에  

                  는 제목을「영어챗트 초급」로 써주세요. 

◇신청·문의 :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국제 후레아이 챗트 중국어    전기    ※사전신청 필요 
 

◇일 시 : 4/9、4/16、4/23、5/14、5/21、5/28 

         화요일  총 6회   18:30~19:30       

◇장 소 : 카리노 미야자키    

◇정 원 : 15명 

◇수강료: 찬조회원 학생   1,000엔(6회)  

           비회원             3,000엔(6회) 

◇신청방법 :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전화,팩스 또는 메일  

                  로 보내주세요.메일·팩스로  신청할 경우에  

                  는 제목을「중국어챗트」로 써주세요. 

◇신청·문의 :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영어 한국어 회화 자원봉사자 모집! 
 

영어와 한국어회화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문의바랍니다. 

 

◇일 시：4월부터 9월 토요일 혹은 목요일     1시간 

       시간은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 소：카리노 미야자키  

◇대 상：원칙으로서 영어 혹은 한국어 레벨이 상급인 분  

    ※원어민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신청·문의：(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국제 후레아이 챗트 한국어   전기  중 상급 

※사전 신청 필요  
 

◇일 시 : 4/18, 5/16 , 5/30, 6/13, 6/27, 7/11 , 8/29, 9/12      

               목요일  총 8회 18:30~19:30 

◇장 소 : 카리노 미야자키    ◇정 원 : 15명 

◇수강료: 찬조회원 학생   2,000엔(8회)  

           비회원             4,000엔(8회) 

◇신청방법 :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전화,팩스 또는 메일  

                  로 보내주세요.메일·팩스로  신청할 경우에  

                  는 제목을「한국어챗트 중 상급」로 써주세요. 

◇신청·문의 :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찬조회원이 되시면… 

・매달 발행하고 있는 「국제플라자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연 2회 발행하고 있는 광고지 「South Wind」를 보내드립니다. 

・협회가 개최하는 강좌에 우선참가 가능합니다. 

・협회가 개최하는 강좌의 참가비가 할인됩니다. 

・(찬조단체대상)협회홈페이지에서 링크가능합니다. 



<5월병> 

５월의 이벤트  

신임 상무의 인사  
 

처음뵙겠습니다. 4월부터 국제교류협회 멤버로서 참가하게 된 

카와조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연호도’레이와’로 정해지고, 희망 찬 새로운 시대가 시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휴일에 타카치호로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싹트는 새싹

들이 매우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년도는 개정입국관리법도 시행되어, 미야자키현에

도 많은 외국인분들과의 교류가 기대가 됩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외국분들이 미야자키 팬이 될 

수 있도록 교류와 만남 추진에 힘쓰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협회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많은 지원, 협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부요청 

공익단체법인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에서는, 본협회의 목적인 

미야자키현의 국제화, 지역활성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부금을 

2018년 4월 1일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부해주신 개인 및 단

체는 세금법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에

는,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일반 기부금과 용도를 특정하는 지정기

부금이 있습니다.상세설명에 대해서는, 하기로 문의 바랍니다. 
 

◇문  의: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Tel：0985-32-8457    E-mail：miyainfo@mif.or.jp  

 

편집후기  

명소  개화시기  장  소 문의처 

미야자키항 축제2019  5/5(휴일) 미야자키시 미야자키항 
미야자키항 축제 실행 위원회 사무국 

0985-21-1711 

규슈 가마모토 행렬in 쿠시마  
5/24(금)~26(일) 

토요일은 야시장개최  
쿠시마 旧요시마츠가 주택 

쿠시마 상공 회의소 

0987-72-0254 

자카란다 마츠리 2019  5/26(일)～6/16(일) 니치난시 ‘도로휴게소 난고’ 
니치난시 관광협회 

0987-31-1134 

키타가와 호타루 축제 5월 하순 
노베오카시 키타가와정 

키타가와 종합운동공원 

노베오카시 키타가와정 종합지점 

0982-46-5010 

제42회 아이리스 꽃 축제 5/25(토)～6/2(일)  
미야자키시 아와키가하라  

삼림공원  
시민의 숲 관리사무소 

0985-39-7308 

협회 사무소 이전 안내 
 

4월27일(토)부터, 국제 플라자와 미야자키현 국제 교류

협회 사무소는 카리노9층에서 지하1층으로 이전합니

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외국국인을 위한 생활 법률상담회 ※무료 
 

비자,재류자격,국제결혼 등 일본에서의 생활에서 곤란한 점

에, 상담원(변호사,행정변호사)이 대응합니다. 상담은 1명당 

30분으로 통역사가 붙습니다. 일시,장소 등은 상담 후에 결

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문  의: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신연호’레이와’의 스타트와 함께, 플라자 뉴스

를 담당하게 된 Y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세계와의 관계를 맺을수 있도

록, 많은 협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의견과 감상도 기다리고 있으니 많

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Y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부터 새로운 연호’레이와’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10연휴라는 달콤한 휴식의 시간도 잠시, 골든위크가 끝나고 나면 5월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골든위크가 끝나면 대

학 신입생, 회사원들에게 우울증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는 5월병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휴가 후유증이 있습니다. 일

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에 유독 피곤함과 무기력을 느끼는 증상으로 주말에 쉬고 월요일에 출근, 등교하는 회사원이나 학생들에

게 자주 보이는 증상을 월요병이라고 합니다. 

휴가가 끝나고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휴일동안 장거리 여행, 음주 등으로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고, 늦잠을 자는 

등 평상시의 생활리듬이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휴가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균형있는 식사와 함께 

가볍게 운동을 하는것도 효과적입니다. 마음껏 휴가를 즐기는것도 중요하지만 휴가를 잘 마무리 하는것도 중요하곘죠? 여러분, 

즐거운 골든위크 보내시고 우리 함께 5월병을 극복해봅시다! 

미소:미야자키의 소소한이야기      국제교류원  

        박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