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MIF’에 대해서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 매일 같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를 보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 씻기, 가글, 마스크 착용 등에 주의하여 함께 이겨내 봅시다.
미야자키현 국제 교류협회(MIF)에서는 ‘미야자키현 국제플라자’와 ‘미야자키 외국인 서포트 센터’가
있습니다. ‘MIF’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번에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MIF’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 드리겠습니다.

Q１）’MIF’는 어디에 있나요? 주차장은 있나요?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 1 층입니다. （〒880-0805 宮崎市橘通東４－８－１）
주차장은 유료이며 카리노 미야자키 주차장을 이용 하실수 있습니다.
Q２）영업시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7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월요일・공휴일 및 12 월 29 일~1 월 3 일은 휴관입니다.
Q３） ‘미야자키현 국제플라자’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미야자키에서의 생활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어 수업 또는 영어・한국어・중국어 수업 등
미야자키 현내의 다양한 정보 제공
일본 문화에 대해서, 방재 관련 세미나 등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민속의상과 국기의 대여
●도서 코너가 있습니다.
영자신문의 열람・외국어 책(영어・한국어・중국어・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 등)

일본어 학습에 관한 책과 각종 잡지의 열람 및 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출이 불가능한
도서를 제외하고 회원 등록을 해주시면 누구나 한 사람당 2 권씩 2 주간 빌릴 수 있습니다.
●플라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리뉴얼 했습니다.
각종 이벤트와 어학 교실 안내 등 팸플릿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도 정보가 게재되어
있으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국제교류원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주 3 일 한국어・중국어・영어로 대응 할 수 있는 국제교류원이 있습니다. 일본어를 잘 못하는 분들도
안심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응 가능 일시: 화요일-중국어 목요일-한국어 금요일-영어
부재일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Q４）일본어를 잘 못합니다. 미야자키에서의 생활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담 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디로 연락하면 좋을까요?
MIF 의 ‘미야자키 외국인 서포트 센터’로 연락 및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야자키에 사는 외국인을
위한 상담창구입니다. 재류 수속･고용･의료･세금･교육･주택･재해 그 외 다양한 문제에 관한 상담에
상담원이 대응합니다. 영어 이외에 번역기･(통역사를 포함한)그룹 통화를 이용하여 18 개국어로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가능 언어에 관해서는 사전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접수처 번호: TEL ０９８５－４１－５９０１ FAX ０９８５－４１－５９０２
E-mail support@mif.or.jp

이 코너로의 질문, 의견,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MIF)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TEL：０９８５－３２－８４５７
Email： miyainfo@mif.or.jp

FAX：０９８５－３２－８５１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