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表紙・裏

가 되자！

현내의대학・단기대학등이

연계하여,유학생과일본인

학생이함께배우는共修、

함께협력하여활동하는協働、

각종이벤트등을학생들이

기획운영하는 GET Program

등의활동을하고있습니다.

Ｑ，GET프로그램은 어떤것이 있나요?

Ａ，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학생과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뿐만아니라,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やってみたい！”아이디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 예＞

글로컬토크 , 프레젠대회, 카페토크, World Cooking Day, 일본문화체험, 각종파티 등

Ｑ，지정과목 （共修科目）은 어떤과목이 있나요?
Ａ，지정과목（共修科目）은「어학커뮤니케션」,「나가사키의 역사와 문화」,「캐리어」관련의 세부문으로 나뉘어,

각 소속대학의 지정과목을 이수합니다.ＮＩＣＥ캠퍼스(단위호한제도)를 이용하여, 타대학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할수도 있습니다. 상세한것은 홈페이지의 「事業概要」의 항목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확인부탁합니다.

Ｑ，프로그램 참여의 좋은 점은 어떤것이 있지?

Ａ，교류！일본인학생과 유학생,타대학생, 지역주민,사회인과의 교류와 활동을 통해서,

「추진력」「협동심」「현장력」등의 향상을 도모합니다.

스스로 한발 내딛는 체험을 통해서,앞으로 사회생활에도 도움이되는 자질이나 능력,넓은

시야등을 갖출수 있습니다.

検索！QRコードで

Ｑ，프로그램 참가비는 필요한지요?

Ａ，들지않습니다！이 프로그램은 나가사키현의 보조금과 각대학의 분담금으로 실시하므로,기본적으로

비용은 들지않습니다.（이벤트에 따라 재료비나 교통비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

長崎発글로컬人材育成프로그램
홈페이지

【 http://glocal.nagasaki-chiikiedc.jp/ 】

ＮＩＣＥ캠퍼스長崎
홈페이지

【 http://nicecampus.nagasaki-chiikiedc.jp/ 】

【連絡・問合せ先】

長崎大学 生涯教育センター 095-819-2888

長崎国際大学 国際交流・留学生支援センター 0956-20-5817

長崎県立大学佐世保校 学生支援課 0956-47-5706

長崎県立大学シーボルト校 学生支援課 095-813-5065

長崎総合科学大学 教務課 095-838-5125

活水女子大学 教務課 095-820-6016

みんなのＱ＆Ａ！ 長崎発글로벌인재육성프로그램 2021년도모집요강

地域을무대로서로다른나라와대학의학생들이서로

즐겁게그리고진지하게절차탁마하며서, 각지역사회는

물론더나아가글로벌사회에기여할수있는인재의기초를

배양하는것을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大学컨소시엄長崎

長崎国際大学 / 日本

長崎大学 / 日本

長崎外国語大学
/ 日本

鎮西学院大学 / 日本

長崎総合
科学大学
/ 日本

長崎大学/日本

長崎大学 / 日本

長崎県立大学 / 日本

鎮西学院大学
/日本

Ｑ，어떤학생이 참가하나요?

Ａ，나가사키현내의 대학생！대학의 테두리를 넘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과 타대학의 학생들과도 교류합니다.

중국/동남아시아의 유학생은 물론 많은 나라의 유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Ｑ，어디서 활동하나요?

Ａ，나가사키현을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각활동의 거점을 남부는 나가사키대학,북부는 국제대학을

거점대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Ｑ，기획위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요?

Ａ， GP는운동회나 프레젠테이션 대회, 카페토크 등등 여러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운영위원은 개최되는 이벤트를 다같이 협력해서 기획과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기획하는 즐거움을 느껴봅시다!

鎮西学院大学 教務学生課 0957-26-1234

長崎外国語大学 教育支援課 095-840-2002

長崎純心大学 教務課 095-846-0084

長崎女子短期大学 教務課 095-826-5344

長崎短期大学 教務課 0956-47-5566

佐世保工業高等専門学校 学生課 0956-34-8420

中に挟んでいる申込書は上記の場所に提出してください。何かわからないことがあれば、気軽にお問合せ下さい！！

http://glocal.nagasaki-chiikiedc.jp/
http://nicecampus.nagasaki-chiikiedc.jp/


中身

Welcome party
（ 4 월/10 월）

ＧＥＴ프레젠테이션대회
(7 월）

＜북부＞

長崎国際大学・長崎県立大学佐世保校・長崎短期大学・佐世保工業高等専門学校

＜남부＞

長崎大学・長崎県立大学シーボルト校・長崎外国語大学・活水女子大学・

鎮西学院大学・長崎純心大学・長崎総合科学大学・長崎女子短期大学

현 내 대학을 연결하는「大学컨소시엄長崎」활동의

하나로, 나가사키의 유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서로

배우며,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

각지구별로、학습활동과

협동활동、지역공헌활동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북지구 현남지구

共修 (学習) 活動
（ＮＩＣＥ캠퍼스단위호환제도)

학생기획운영협의회(학생활동조직)

【ＮＩＣＥ캠퍼스나가사키】
http://nicecampus.nagasaki-chiikiedc.jp/

【長崎発글로컬인재육성프로그램】
http://glocal.nagasaki-chiikiedc.jp/

※이 프로그램은 、나가사키현의 보조금과 각대학의 분담금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란 무었일까요?

일본의 문화인 운동회를 통해, 
일본인의 학생과 함께 땀을
흘리며 친해지는
이벤트입니다.

●기획회의（수시로）●

●학생교류/연수합숙기획위원합숙（추후결정）●

GP Student Leaders’Main Activities

*Student leaders’ meetings and camps are basically carried out in Japanese.

우리들은 회의를 통해, GP의 각종 이벤트를 준비한다.

000

학생기획운영협의회
에서함께활동하면 ,,,

GP기획운영회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GP신청서에 “희망합니다”에 체크하세요!

ＧＰ

Senior GP member
from South Korea, certified and 

graduated in the year of 2019.

グローカルトーク/カフェトーク（수시로）

長崎県
프로그램내의각종활동에

관한 기획・운영을하고 있어요！

상세한 것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協働活 動
(자원봉사등 )

GET프로그램은

Volunteering Works
（수시로）

【Participant’s Voice】
봉사활동에 참가하여, 대학생인 우리들도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Mini Sports Day 
（추후결정）

http://nicecampus.nagasaki-chiikiedc.jp/
http://glocal.nagasaki-chiikiedc.jp/
http://www.google.co.jp/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ipJb9yO3YAhVDzLwKHeb2CD4QjRwIBw&url=http://www.irasutoya.com/2013/07/blog-post_4226.html&psig=AOvVaw0_92uJ0jDjNpqoOU0Cb-_2&ust=1516779174643460
http://www.google.co.jp/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ipJb9yO3YAhVDzLwKHeb2CD4QjRwIBw&url=http://www.irasutoya.com/2013/07/blog-post_4226.html&psig=AOvVaw0_92uJ0jDjNpqoOU0Cb-_2&ust=1516779174643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