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0 회 이와키 지구 시민 페스티벌 

  11 월 23일(화) 제 20 회 「이와키 지구 시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년도는 코로나 19 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동영상으로 스피치 콘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키시에 거주 중인 또는 이와키시에 통학, 통근을 

하고 있는 외국에 루트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응모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와키에서 잊지못할 체험!”을 

일본어로 말해 보시겠습니까?  

 

「외국에 루트가 있는 시민 스피치 콘테스트」 

【일시】 2021년 11 월 23 일 (화, 휴일) 13:00~16:00        

            ※시간 등이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장소】 팀 스마일 · 이와키 PIT 이와키시 타이라 네기마치 5-13 (개최 날에는 출연자만 입장합니다) 

【테마】 이와키에서 잊지 못할 체험~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놀란 일  

【조건】 이와키시에 거주, 또는 이와키시에 통학, 통근을 하고 있는 외국에 루트가 있는 분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 

            ※일반부와 고등교육기관 재학생부로 나뉩니다. 

            ※스피치는 혼자서 합니다. 

            ※1 명이 가진 시간은 5 분입니다. 자기소개를 포함해 5 분이내로 말해 주세요. 

            ※영상 촬영은 스태프가 도와드립니다.  

【심사】 페스티벌 당일에는 스피치 영상을 상영하고 You Tube 등으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심사원이 스피치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를 합니다.  

            ※일본어 능력을 겨루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 내용을 심사원이 심사합니다.  

【 상 】 일반부                               대상 상장+상금 20,000 엔 

       고등교육기관 재학생부                대상 상장+상금 20,000 엔 

            ※이 밖에도 준비한 상이 있습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을 드립니다.  

【신청】  출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응모폼에 필수 (◎)내용을 기입하여 응모 해주세요. 

(◎) 필요 사항: 주소, 성명, 연령, 성별, 국적, 일본 체류기간·전화/팩스 번호, 메일 주소, 스피치 제목,  

               학교와 학년/근무하는 곳 연락처 

※신청하는 곳   이와키시 국제교류협회(IIA)[http://www.iia-fukushim.or.jp] 응모 폼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     9 월 15 일 (수)까지 

 

주최(문의처): 이와키시 민간국제교류·협력단체연락회      지구시민페스티벌 참가신청담당 

사무국  971-8168 이와키시 오나하마 키미가즈카마치 13-6 NPO 법인 더·피플 

☎ 0246-52-2511    FAX 0246-92-4298     Email: the-people@email.plara.or.jp 

공동주최: 이와키시                 후원: 이와키 상공회의소 

 

【다국적 퍼포먼스 동영상도 모집합니다. 】 

그룹 또는 개인이 그 나라의 노래와 춤을 녹화해 5 분 이내의 영상을 보내 주십시오. 3 팀으로 제한됩니다. 응모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실행위원회에서 심사로 결정합니다.  스피치 콘테스트 중간에 상영하고 You Tube 등으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과거 콘테스트는 이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mailto:the-people@email.plara.or.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