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와라8월호 소식
신청은 KCC사무실창구에 오시거나 또는 메일, 메일로 응모할 경우는 이벤트명, 성명,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〇 바베큐 파티
즐겁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세계의 맛을 즐기세요.
일시:8월20일(일) 10:00 ~ 13:00
위치:Orchard-Garden (JR죠반선 미나미카시와역에서 도보12분)
비용:중학생 이상 1,000엔, 초등학생 500엔
신청:8월10일까지 사무실방문 또는 이메일로 boshu-1@kira-kira.jp
연락처:사무실

〇자매도시제휴45주년 기념「토란스시 방문 시민 투어」참가자 모집
카시와시와 토란스시(미국, 캘리포니아)의 자매도시 제휴45주년을 기념하여 토란스시에 시민 투어
를 실시합니다.
시민과의 교류와 시장과의 면담 등 개인의 관광 여행에서는 경험할 수없는 프로그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류행사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서 권해드리며, 부디 참가해주세요.

1.기간
2018년(헤세이 30년) 2월8일(목) ~ 15일(목) 6박8일
2.참가 비용
약26만엔(도항 수속 비용 포함, ESTA 신청 수수료 별도 필요)
★연료세 등의 UP 의해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3.모집 정원
25명(기타, 카시와시 국제교류협회회원이 동행) 정원이 차는대로 마감합니다.
4.신청방법
8월3일부터 도부톱투어즈주식회사 치바지점(담당:타나카, 코즈에)에 전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번호:043-243-0109) <영업시간 9:15 ~ 18:00>
5.사전 설명회:10월22일(일) 12:30 ~ 14:30 팔레트 카시와
6.문의 도부톱투어즈 치바 지점

사무실
카시와시 협동추진과 ℡ 04-7167-0941

〇캠던 파견 카시와시 청소년장행회
8/3 ~ 8/15까지 캠던에 파견되는 청소년 일행의 장행회입니다.
캠던에서의 환영회에 대비해 열심히 연습한 영어로 자기 소개와 파포먼스를 피로합니다.
여러분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시:8월3일(목) 15:00 ~ 16:00
위치:쇼난 환경 센터 다목적 홀
신청:사전 신청 필요. 당일 직접 회장에
비용:없음

〇「카시와 de 국제 교류 축제 2017」개최
상쾌한 가을의 하루를 어른도 아이도 함께 즐겁게 국제 교류합시다.
일시:9월24일(일) 11:00 ~ 15:30
장소:하우디-몰(Howdy Mall)
내용:각국 부스 출전 (토란스, 승덕, 괌, 캠던, 캐나다, 스페인 등) 민족 의상과 유카타를 착용 경
험을 체험 할 수 있고, 일본어 퀴즈 등도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파포먼스와 일본식 북연주도 있고, 캠던에서 교환 파견 청년들도 참여합니다. 여러
나라의 맛도 즐길 수 있습니다!

〇국제교류사진전 ~ 작품모집 ~
11/19(일) ~ 23(목·축일)에 팔레트 카시와 오픈스페이스에서 국제교류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사진의 기술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방문자의 투표로 표창(부상으로)을 실시하기 때문에, 많은 분
들의 응모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내용:해외에서 촬영 한 풍경을 중심으로 한 사진이나 일본 국내외에서 외국 분들과의 만남을
테마로사진에서 모두가 즐길 수있는 유머 넘치는 「나의 마음에 드는」사진을 선택하십시오.
응모정보:①A4 크기 또는 6개의 자른 크기에서 혼자 3점 이내(전체 작품을 게시 할 수없는 경우
있음) 각 작품에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 방법, 제목, 촬영 장소 및 간단한 작품 내용 소개
메모를 첨부합니다.
(후일 작품은 반환) ★ 촬영 일시는 불문.
②피사체(인물 등)의 초상권 문제는 사전에 각자 해결. 주최자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응모 작품 접수 기간 : 10월2일(월) ~ 10월31일(화)

작품 반입 방법 : 카시와시 국제 교류 센터 사무국으로 우송 또는 지참 ※ 프레임은 필요 없습니
다.
연락처:사무실
자세한 내용은 카시와시 국제 교류 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〇우호도시 괌을 방문하는 중학생을 모집
홈스테이를하면서 괌의 중학생 및 현지인들과 교류하지 않겠습니까.
일시:내년 3월25일(일)부터 30일(금) 6일
대상:시내거주·재학의 중학생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0 명
▼사전 오리엔테이션・스스로 미팅・귀국보고회・합동보고회 등에 참여가능
▼건강 상태가 양호
▼2016년·17년도의 우호도시 캠던 파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
▼시내에서 국제 교류 활동가능
비용:10만원 정도
전형방법/서류와 면접 ※신청서는 설명회에서 배포

<설명회>
일시:10월14(토) 18:30 ~ 19:30
위치:팔레트 카시와
신청:당일 회장에 직접 ※ 보호자 동반
문의:국제 교류 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