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 2014년11월20일(목) 하루동안   09:40～19：50 모집기한: 10월30일 목요일까지

모집인원수 40명 참가비 전액 무료,  참가신청서 제출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40명 선발)

조건

행사상세 【액티브코스】 서울디자인고교 방문/디자인고교생 80명참가,뮤직컬&부채만들기

★1일 액티브
   문화체험일정

문화/산책/뮤지컬 종일 체험액티브(일어가능)참가학생 40명 모집중

鹿島学園(카시마카쿠엔)고교 일본수학여행단  120명참가(남•녀)

부채만들기 엑티브 뮤지컬관람 후, 30분간 부채그림그리기(일한교류시간)

● 하얀부채에 그림, 글씨 등을 넣거나 편지쓰기

● 6인1조 (한국3명, 일본3명)

● 테이블 40개

※ 재료 : 부채, 4색이상 사인펜(한국에서 준비)

저녁 뷔페(한일교류시간)

카시마가쿠엔고등학교수학여행단 동영상(鹿島学園高校修学旅行団): http://youtu.be/s04LmeqneuA

참가신청서 제출: rejume@hunetglobal.com

신청서 및 일정 다운로드: www.hunetglobal.com/kashima.htm

문화체험비 일체 무료

기관(학교 및 학원 단체) 전용 문의처: 02-511-5430

참가희망자 SMS문의: 010-5711-5430 (문자만)         담당자: 김경배 / 다나카 코타로

행사주체:     카시마카쿠엔고등학교 행사주관:   (주)휴넷글로벌, 사단법인 아리인

참가자 신원확인 학생 : 학생증 카피본 메일첨부

일반인 : 주민등록증(또는 면허증, 여권) 카피본 메일첨부

외국인 : 여권 카피본 메일첨부

일본 남•녀 고교생 수학여행단과 함께하는
한•일 교류 희망자 모집

※장소 : 학교교실 (30인기준, 8~9실이 필요) 또는 식당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셔도 됩니다)

한•일 문화교류 종일액티브참가 희망자
성별, 나이, 국적 제한없으며 한국에 살고있고 일본을 사랑하며, 일본어가 가능하시면 참가가능합니다



날짜 2014년 11월 20일（목)

참가인원수 일본학생 (남녀) 120명

종일액티브 참가자 40명 →일본어가능자

뮤직컬,부채,식사, 액티브 참가자 80명 →서울디자인고교생/일본어능력상관없음

활동내용

9:40 12:00 경복궁 정문, 매표소 집합

일본어가능 학생40명, 일본학생120명

【文化 액티브코스】

※ 6조 3코스

A코스 경복궁 → 민속박물관 → 청와대사랑채

Ｂ코스 민속박물관 → 청와대사랑채 → 경복궁

Ｃ코스 청와대사랑채 → 민속박물관 → 경복궁

12:00 15:00 【산책액티브코스】 점심 본인부담

명동 ~ 남대문 관광 광화문/청계천/명동/남대문시장

집합장소 : 신세계백화점 분수대동상앞

※4인1조 (한국1명, 일본3명) 버스 4대에 탑승

16:00 18:00 【뮤지컬관람 액티브코스】 왕따, 소외,외로움,자살 문제점

한국 서울디자인고등학교방문, 재학생과 교류

방문학교 학생, 종일액티브 참가학생, 일본학생이 다함께 관람

총인원수 240명

18:00 18:30 【부채만들기 액티브코스】

그림과 글로 서로의 마음을 남기는 시간

흰 부채와 4색이상 사인펜 준비

장소 ： 교실 또는 식당 （40테이블)

※ 6인1조 （한국 3명、일본3명）)  총240명

18:30 20:00 저녁 (뷔페) 총인원 270명

※ 전일정 버스로 이동

카시마가쿠엔고등학교수학여행단 동영상(鹿島学園高校修学旅行団): http://youtu.be/s04LmeqneuA

참가신청서 제출 : rejume@hunetglobal.com

신청서 및 일정 다운로드: www.hunetglobal.com/kashima.htm

문화체험비 일체 무료

기관(학교 및 학원 단체) 전용 문의처: 02-511-5430

참가희망자 SMS문의: 010-5711-5430 (문자만)         담당자: 김경배 / 다나카 코타로

행사주체:     카시마카쿠엔고등학교 행사주관:   (주)휴넷글로벌, 사단법인 아리인

1일 액티브 문화체험일정

시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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