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長崎国際大学/中国（香港）

表紙・裏

みんなのＱ＆Ａ！

長崎純心大学/日本

長崎大学/フランス

長崎県立大学/韓国

長崎大学 地域教育総合支援センター 095-819-2888

長崎国際大学 国際交流・学生支援センター 0956-20-5817

長崎県立大学佐世保校 学生支援課教務グルー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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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長崎ウエスレヤン大学 教育企画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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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長崎大学/日本

長崎県立大学/日本

【連絡・問合せ先】

検索！

長崎国際大学/日本

QRコードで

長崎ウエスレヤン大学/日本

長崎発글로벌인재육성프로그램 2018년도모집요강

나가사키를무대로세계를향해활약하는

가 되자！

현 내의 대학・단기대학 등이 연계하여,유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함께 배우는 共修、

함께 협력하여 활동하는 協働、각종이벤트등을 학생들이 기획운영하는 GET Program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地域을 무대로 서로 다른 나라와 대학의 학생들이 서로 즐겁게 그리고 진지하게

절차탁마하며서, 각 지역사회는 물론 더 나아가 글로벌사회에 기여할수 있는 인재의

기초를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大学컨소시엄長崎

Ｑ，どんな学生が参加しとっと？

Ａ，나가사키현내의 대학생！대학의 테두리를 넘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과 타대학의 학생들과도 교류합니다.

중국/동남아시아의 유학생은 물론 많은 나라의 유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Ｑ，どこで活動してる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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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대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Ｑ，ＧＥＴプログラムってな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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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修科目ってなんだろう？
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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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グラム参加のメリット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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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Ｑ，費用はかかる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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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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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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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長崎ウエスレヤン大学・長崎純心大学・長崎総合科学大学・長崎女子短期大学

長崎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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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協働活動
(자원봉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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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내의 각종활동에

관한 기획・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세한 것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정기 프로그램

１０월
유학생Welcome Party

９월
기획위원회합숙

８월
회사견학(波佐見)

７월
프레젠테이션대회
유학생Good Bye Party

１１월
지역협력이벤트참가

학외강좌（雲仙・長崎）

１２월
Year End Party

자원봉사

１월
일본문화체험！～初詣・七草がゆ～
자원봉사

２월
기획협의회합숙

３월
모니터투어・다국적요리교실

수료인정서수여！！

현남지구：글로컬 토크 / 현북지구：카페토크 （정기적으로,유학생과 일본인학생이 함께 모여,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시간 ）

４월
신입생환영회 북남

북

남

북

남

북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북

５월
그 라 바 엔 ・
데지마연수 ６월

World Cooking Day

학생교류・연수합숙
북

남

남

남

북

북

ＧＥＴ프레젠테이션대회 학외 강좌

글로컬토-크(현북)/카페토-크(현남) Welcome Party
河川清掃자원봉사

☆기획회의
☆

학생교류/연수합숙
기획위원합숙

학생기획운영협의회
에서함께활동하면 ,,,

000

いちょう並木フェスティバル

2017년
활동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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