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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협회는 히노시의 평화사업의 일환으로 1993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시민레벨의「사람과 문화의 국제교류(풀뿌리 교류)」를 돈독하게 하고,
국제 친선과 세계평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협회 활동에 참가하실 분(중학생 이하는 보호자의
입회도 필요)은 누구라도 입회 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비(별도)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되면
1) 당 협회 주최의 이벤트에 회원가격으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회원가격이 설정되지 않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2) 회원용 정보지【에코레터】를 매월 보내 드립니다.
(이벤트정보, 어학교실일람, 자원봉사 활동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자원봉사보험(별도)의 대상이 됩니다.

▲입회수속은
사무국에서 접수 (15 분 정도 걸립니다.)
① 소정의 입회신청용지에 이름, 주소 등 기입
② 연회비납입
③ 회원증 발행 (며칠 뒤에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우편으로도 접수 하고 있으므로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연회비의 안내
입회수속 할 때에 납입해주십시오. (입회한 연도 말까지 유효)
다음연도부터는 사무국발행지【에코레터】에서 납입기간을 알려드립니다.
정해진 기간 이내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탈퇴하시는 것으로 합니다.
개인회원 2,000 엔

▲자원봉사자보험
당 협회 주최의 모든 활동에 참가 중 및, 그 장소나 자택에서 이동 중 부상
등을 당했을 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입원/ 보험금 1 일 금액 3,000 엔

통원/보험금 1 일 금액 2,000 엔

사망, 후유 장해 2,000,000 엔
※ 연회비를 납입하고, 입회수속의 완료 후부터 유효합니다.

▲주요활동소개
당 협회의 활동은 4 개의 그룹을 중심으로 전 회원에 의해서

기획,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류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교류활동으로서 외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일치기 연수 버스투어】외국인과 교류하면서 명소·고적을 방문한다.
【이문화 교류】외국인을 강사로 초대하여 이문화를 직접 체험한다.
【세계 요리 시리즈】요리를 통해서 그 나라의 식문화를 배운다.
【교류 활동】계절에 따른 활동, 음식을 한 점씩 지참한 환담회,야회 활동 등을 통해
교류와 친목을 도모한다.
【신입회원 친묵회】신입회원이 협회의 활동이나 이밴트에 편하게 참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일본어 교실◇
외국인 회원에게 소수인원제로

일본어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어강좌】
시간

요일

시간

장소

히라야마교실

화

10：00～12：00

히라야마수에시게 후레아이칸

화요일클래스

화

14：00～16：00

협회담화실

토요일클래스

토

10：00～12：00

협회담화실

아이들 클래스

토

10：00～12：00

협회담화실

협회담화실⇒ JR 히노역에서 걸어서 8 분(히노시 생활, 보건센터 4 층)
히라야마수에시게후레아이칸⇒케이오선히라야마쇼지코엔역앞 (히라야마 5-18-2)
※일본어학습 지원 봉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외국인학생 함께 참가희망자는 사무국으로 사전에 연락 주십시오.
◇협력부◇
외국과 일본의 문화를 잇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단체로부터 의뢰협력】히노시나 타 단체(학교 등)로부터의 이문화 체험 의뢰에의
협력
【통역, 번역】협회사업의 통역, 자료 번역 이외에 히노시 등의 의뢰에도 협력
【생활상담】외국인이 곤란한 경우에 상담역할

◇홍보부◇
보다 널리 협회사업활동을 선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홈페이지】협회의 개요, 활동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
【글로벌 에코】협회기관지『글로벌 에코』를 발행.
【평화전】히노시가 주최하는 평화전에 참가해 판넬(그림,활동사진)을 전시.

◇외국어자유강좌◇
회원이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강좌로, 습득한 외국어 능력을 협회활동에
발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강좌

강좌요일▪시간

영어회화초급 A

월요일(3 회/월)

10:30∼12:00

영어회화초급 B

금요일(4 회/월)

10:00∼11:30

영어회화중급 A

1•3 수요일

10:30∼12:00

영어회화중급 B

2•4 수요일

10:30∼12:00

중국어강좌

2•4 일요일

13:30∼15:30

한국어

월요일(4 회/월)

13:00∼14:30

화요일(4 회/월)

10:30∼12:00

2•4 일요일

10:00∼12:00

월요일(2 회/월)

14:40～16:00

스페인어입문
(카르멘 클래스)
스페인어강좌
(카를로스 클래스)
일본어 읽는 법・말하는
법

장소

협회담화실

협회담화실 ⇒ JR 히노역에서 걸어서 8 분(히노시생활, 보건센터 4 층)

협회전체 활동
협회전체의활동
【국제교류페스티벌】협회의 개요, 활동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
【산업 마츠리】 히노시 주최의 산업 마츠리에 참가해, 판넬 전시회 혹은 민족 전통 춤을 공연.
【도시간 교류사업】우호관계의 도시단체와의 교류사업.
【재해 발생시의 외국인 자원 봉사활동】재해 발생후 피난소 생활에서 외국인이 겪는 어려움을
자원함（통역,번역）.
활동시에는 먼저 봉사자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봉사활동을 개시합니디.

▲이벤트의 참가방법
협회에서는 연간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의 정보는

매월 10 일에 발행되는 사무국편지「에코레터」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으로 신청해주세요.
히노시국제교류협회

Hino City International Friendship Association

사무국: 〒191－0011 히노시히노혼마치 1-6-2 히노시생활보건센터 4 층
TEL 042-586-9511

FAX 042-586-9543 (월~토 9:00am~5:00pm)

Mail hifa-office@ab.auone-net.jp Hp：http://www.hifa-toky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