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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에 대해서 

KICC 는 외국인이 고베에서 생활하기 쉽도록 서포트하고, 일본인과 외국인이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생활에 필요한 일본어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일본어 

서포터와 공부함으로써 일본인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KICC 는 일본어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서포터는 공부를 돕는 자원봉사자입니다. 

 

2. 코스 

 일본어, 서도, 화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3. 등록 조건 

 15 세 이상의 외국 국적의 고베시민 (중학생 제외) 

또는 15 세 이상으로 귀국자녀나 귀화자 등 KICC 가 일본어 학습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 

(18 세 미만은 보호자(가족, 호스트 패밀리 등)와 함께 KICC 에 오세요. 

보호자가 오지 못할 경우, KICC에서 등록 용지를 전해주므로 「보호자의 동의」에 서명을 받은 

후 다시 한번 KICC 에 와서 신청을 해 주세요. 긴급 연락처에 보호자의 전화 번호와 성명을 

꼭 적어 주세요.) 

 지금부터 7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베에 거주할 예정으로, 주 1회, 6개월간 활동을 계속 할 것 

 이전에 KICC 에서 공부한 적이 있으신 분은 이전의 활동이 종료되고, 1 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예：4 월에 종료 ⇒ 6 월부터 등록 가능） 

 일본어 코스를 희망하는 일본어 학교의 본과생이나, 대학  전문학교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 일본어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은, 매달 15 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업시간이 주 12 시간 이내의 경우나 3 개월 이내의 단기 클래스의 경우는, 15 일 이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규칙을 지킬 수 있으신 분 

・ 서포터와의 최초면담일에는 월~금 10시~12시, 13시~17시 사이에 KICC에 내관하여야 함. 

※ 이 시간에 올 수 없는 분은 스탭에게 상담해 주세요. 

・ 결석할 때에는 반드시 서포터・KICC 에 연락할 것 

・ 활동이 종료되면 앙케이트에 응하여야 함 

・ KICC 의 서포터, 스탭에게 협력할 것 

※ 상기의 등록조건을 충족해도, 서포터의 소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신청에 필요한 것 

・ 재류카드(신청중인 분은 카드를 받으신 후 등록해 주십시오. ) 

・ 필기용구 

 

5．신청 

・ 평일, 월~금의 10 시~12 시 13 시~17 시 사이에 KICC 에 오세요. 

※ 이 시간에 올 수 없는 분은 스탭에게 상담해 주세요. 

・ 등록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을 해 주세요. KICC 스탭이 여러분과 간단한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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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합니다. 

・ KICC 스탭이 여러분과 함께 할 일본어 서포터를 찾은 후 연락드리게 됩니다. 참여가능한 

시간이 적은 분의 경우, 일본어 서포터를 찾는 데 1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6．레슨 

・ 첫번째 학습일은 월~금 10 시~12 시, 13 시~17 시 사이에 합니다. 

※ 이 시간에 올 수 없는 분은 스탭에게 상담해 주세요. 

    2 회 학습일부터는 학습일・시간을 일본어 서포터와 학습자가 정하여 예약해 주십시오.  

・ 레슨은 여러분과 일본어 서포터 분이 1 대 1 로 하게 됩니다. 

・ KICC 에는 테스트와 학습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일본어 서포터분이 레슨의 목표와 

공부 방법을 정합니다. 

・ 레슨은 KICC 에서 매주 1 회, 2 시간까지입니다. 

・ 기간은 6 개월간입니다.（수업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하여 6 개월） 

・ 한번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마지막 수업 후 1 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일본어 서포터와는 KICC 에서 활동 할 수 없습니다. 

・ 학습자는 자신이 필요한 교재 비용을 부담합니다. (교과서, 프린트물, 꽃, 서예용지 등) 

・ 전문적인 학습은 불가능합니다. 

 

7. 일본어 서포터 

・ 일본어 서포터는 전문적인 선생님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일본어 서포터는 선의로서 여러분의 학습을 돕고 있으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이나 시험 대책 등 어려운 것은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 일본어 서포터 선택은 학습자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8. 개인정보에 대하여 

・ 등록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등록용지에 기재된 메일 주소로  KICC 에서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KICC 는 서포터를 찾을 때에 학습자의 정보 일부를 WEB 사이트에 올립니다. 학습자의 이름, 

주소나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올리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 

학습자 리스트 페이지는 KICC 스탭과 KICC 등록 서포터만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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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ＴＥＬ：０７８－２９１－８４４１（월~금：9 시~17 시） 

Email: kic03@kicc.jp         URL: http://www.kicc.jp/kicc/index_kor.html 

<레슨의 예약과 취소는…> 

ＴＥＬ：０７８－２９１－８４４２（월~금 9 시~20 시, 토요일 10 시~17 시） 

<KICC 개관시간> 

월~금 10 시~20 시 토요일 10 시~17 시（일요일, 축일은 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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