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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오카 여권센터

도야마 국제센터（TIC）에 대하여
공익재단법인 도야마 국제센터(TIC)는 현민이 참여하는 국제교류를 실시하여 도야마현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내 행정기관, 

대학, 경제계 각 교류단체 및 각 현민 여러분의 협력을 통해 1984년에 설치된 민간 수준의 국제교류를 실시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1990년에는 자치대신(현 총무대신)이 도야마현 "지역 국제과 협회"로 인정하여, 국제교류추진의 중핵 기관으로 국제화 

촉진사업을 현과 시정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5년에 "특정 공인 증진 법인"으로 인정을 받아 

2011년에는 2008년에 시작한 신 공익법인 제도에 맞추어 공익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간니혼카이 교류회관

■도야마현 여권센터

업무 시간 / 월∼금　9:00∼16:30　신청 및 수령
　　　　　 (수령에 한해 화요일 목요일은 19:00까지)
　　　　　 일요일　9:00∼16:30　수령만만 가능
　　　　　 (토요일 및 공휴일, 연말연시는 휴업)
(우)930-0003 도야마시 사쿠라초 1-1번61호 마리에 도야마 7층 
TEL 076-445-4581

■도야마현 여권센터 다카오카 지점

업무시간 / 월∼금　10:00∼16:30　신청
　　　　　　　　　10:00∼17:30　수령
　　　　　일요일　10:00∼17:30　수령만 가능
　　　　　(토요일 및 공휴일, 연말연시는 휴업) 
(우)933-0029 다카오카시 오타야마치 101번 오타야 세리오 7층
TEL 0766-27-1855

· 회 의 실　　40명×1, 20명×2, 10명×2

· 교류 살롱　　교류공간, 도서 열람 및 대출

· 미니 키친　　요리 교류 등

＊복사기, Wi-Fi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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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마에서 세계로

국제교류

국제이해의
양성

∼마음으로 하나 되는 미래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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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법인 도야마 국제센터

■（공재）도야마 국제센터

업무시간 / 월∼금　9:00∼17:45(주말 및 공휴일, 연말연시는 휴업)
(우)930-0856 도야마시 우시지마신마치5-5 인텍빌딩 4층
TEL 076-444-2500 / FAX 076-444-2600
E-mail tic@tic-toyama.or.jp　URL http://www.tic-toyama.or.jp

●도야마현 외국인원스톱 상담센터（도야마 국제센터내부）

업무시간/월∼금　9:00∼16:00(주말 및 공휴일, 연말연시는 휴업)
(우)930-0856 도야마시 우시지마신마치5-5 인텍빌딩4층
TEL 076-441-6330/FAX 076-441-6331

업무시간 / 월～금　10:00～21:00（수요일 제외）

　　　　　주말　　10:00～17:00（휴일: 매주 수요일, 공휴일, 4/25~5/10, 8/12~19, 12/24~1/10）

(우)930-0093 도야마시 우치사이와이초6-6　TEL / FAX 076-444-7679

E-mail kaikan@tic-toyama.or.jp　URL http://www.tic-toyama.or.jp/kannihon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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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국제활동 조성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합니다!

민간수준의 국제교류, 국제협력 및 다문화 공생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에 대하여 조성을 합니다.

도야마 국제 풀뿌리 교류상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민간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합니다. 

국제교류 페스티벌
국제교류·협력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는 현내 단체의 활동 

상황을 소개하여 세계 각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문 화 공 생

외국인을 위한 생활 상담

다문화공생 지역만들기에 공헌합니다!

일본어 학습지원 자원봉사자 육성·지원
일본어 학습지원 자원봉사자 양성 강좌를 개최하며 일본어 교실에 보조 교사를 파견합니다.

외국어 그림책 읽어주기 가족 모임
외국어 그림책을 읽으며 어린이들의 외국어와 다문화 이해를 넓힙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 방재 향상 사업
재해 시 외국인지원을 위한 연수와 훈련을 하며 라디오를 활용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보 제공을 

합니다.

국 제 이 해

어학 강의 등 개최

국제감각이 뛰어난 인재를 육성합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등의 어학 강의를 하고 있으며, 주제를 설정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영어로 나누는 나마스테 인디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해 출장 강의
국제교류원, JICA자원봉사자 등이 학교 등에 출장을 나가 국제 이해를 넓히는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야마 국제캠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주제를 정하여 1박 2일로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국제교류 한마당
세계 각국에서 온 국제교류원이 강사가 되어 자국의 문화 이해를 넓히는 강의를 실시합니다.

국 제 협 력

일본해학 추진기구

해외연수원·유학생 등 모집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합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협력의 일환으로 해외기술 연수원 등을 모집하고 우호 제휴처 및 아세안 지역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심포지움 및 강의 개최

연구 그룹 지원

일본해로 이어진다
TIC 정보제공

TIC에서는 현내 국제교류활동에 

협력해주실 인재를 모집 및 등록 

제도를 통해 다양한 요구에 맞춰 

소개해 드립니다.

【등록 분야】

통역사

번역가

홈스테이 호스트 패밀리

일본어 지도자

국제 정세 소개자

재해 발생 시 외국인지원 

자원봉사자

국제교류 인재 뱅크
세계 각국의 국기와 전통의상,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교재, 

유니세프 시청각 교재 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기, 전통 의상 대여

도야마 국제센터의 국제화 

촉진사업을 지원해주실 찬조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원】

1구좌 / 연간 3,000엔

【단체회원】

1구좌 / 연간 30,000엔

찬조회원제도

～환일본해 지역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앞으로의 길을 모색한다～

업무시간/월～금　8:30～17:15（주말 및 공휴일, 연말연시는 휴업）

(우)930-8501 도야마시 신소가와1-7　도야마현 관광진흥실 내

TEL 076-444-3339　FAX 076-444-4404

E-mail adm@nihonkaigaku.org

URL http://www.nihonkaigaku.org/

환일본해 제국도 (거꾸로 된 지도)

도야마현 다롄사무소

각종 교류사업 지원
문화, 환경협력 등 폭넓은 분야 교류 

정보 제공, 연락 조정

기업 등 지원
중국 법제, 투자 환경, 소비시장 등 정보 

제공, 상담업무

도야마 팬클럽 활동 지원
도야마와 친숙한 중국인으로 “도야마 

팬클럽” 을 설치하여 교류를 추진

중국으로의 창구

업무시간/월～금　8:30～17:15（土주말 및 공휴일, 연말연시는 휴업）

(우)116011 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롄시 서강구 중산로147호

다롄 삼 빌딩 7층

TEL 0411-83687879　FAX 0411-83682919

E-mail office01@toyama.com.cn

일본해학 심포지움, 일본해학 강의, 

대학연대사업 등을 개최

일본해학에 관한 연구 및 보급 

활동을 실시하는 개인 및 개인을 

지원

· 홈페이지

（강의, 이벤트 안내, 일본어 교실, 방재 정보 등）

· 기관지 TIC NEWS ,

  7개 언어정보지

  What’s Happening

· TIC 메일 매거진 (7개 언어)

· 국제교류정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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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지원
현내에 거주하는 유학생 및 일본어 교육기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과 국민건강보험 가입 보조, 

주택 확보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NOWPAP 활동 지원
유엔 산하 기관인 NOWPAP（북태평양 보전 실천 계획）RCU 도야마 사무소의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합니다.

청년 해외협력대 사업 지원
JICA가 실시하는 해외자원봉사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해외이주자 등 지원
재외 현인회, 관련 협회 등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도야마현 외국인 원스톱 상담센터（도야마 국제센터 내에 위치）에서는 다국어로 외국인 분들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월~금 9:00~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