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공익사단법인 홋카이도 국제교류・협력종합센터
약칭 HIECC （하이엣쿠)

개요

하이엣쿠의 전신인 사단법인 북방권센터는 홋카이도와 북방권
여러 나라와의 경제 문화 학술 등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홋카이도 나아가서는 일본의 경제 문화 학술의
발전이나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8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르고 더욱 널리 세계와의 교류와 협력활동에 노력해
홋카이도의 국제교류・국제협력의 핵심적 조직이 되기 위해 1998 년에 국가로부터
「지역국제화협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1 년에는 공익사단법인으로 이행하고 명칭을 「공익사단법인
홋카이도 국제교류・협력종합센터(하이엣쿠)」로 변경하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하이엣쿠는 세계각나라와의 국제교류와 국제협력활동을 통해 풍부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연혁

전화번호

1971 년 4 월

북방권조사회 설립

1972 년 1 월

내각총리대신에게서 사단법인 허가

1978 년 4 월

사단법인 북방권센터로 개편

1996 년 4 월

국제센터의 관리 운영을 수탁

1998 년 3 월

자치대신이 지역국제화협회로서 인정

1998 년 4 월

청년부인 국제교류센터를 통합

2004 년 7 월

재단법인 북방권교류기금을 통합

2006 년 7 월

재단법인 홋카이도 해외협회를 통합

2010 년 4 월

사단법인 북태평양지역 연구센터의 사업을 계승

2011 년 8 월

공익사단법인으로 이행하고 명칭을
공익사단법인 홋카이도 국제교류
・협력종합센터로 개칭

전화

０１１－２２１－７８４０

（외국에서 걸 때 ＋８１－１１－２２１－７８４０）
팩스
이메일

０１１－２２１－７８４５
hiecc@hiecc.or.jp

주소
・
오시는 길

우편번호 060-0003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３条西７丁目 道庁別館１２階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쿠 기타３조 니시７초메 도청별관 12 층

조직도

활동내용

국제상호이해 촉진
（１）강연회・심포지엄 등의 개최
・국제이해 강연회 등의 개최
・북방권 강좌의 개최
・북태평양지역 연구사업

（２）국제관계정보의 수집・제공
・조사연구 자료수집사업
・국제정보 네트워크사업
・국제정보 수집제공사업 「데아이（만남）」발행
・계간지「HOPPOKEN」발행
（３）해외파견 연수 실시
・해외파견사업
・고등학생・세계의 중개자 양성사업
（４）다문화 공생의 추진
・외국인에게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
국제교류의 촉진
（５）여러 나라와의 교류 실시
・일중 청년교류의 실시
・각종 교류의 추진
・홋카이도 외국방문단 수용사업
・일한 신시대교류 모델 추진사업
（６）유학생과 도민의 교류기회 창출
・외국인유학생 국제교류 지원사업
・외국인유학생 수용 촉진사업
・유학생 등 지역교류 사업의 실시
（７）해외 이주자에의 지원
・이주자 지원사업
・이주자 자제 유학생 수용사업
（８）각종 교류사업에의 조성
・국제교류 조성사업
（９）지역・여러 단체와의 제휴
・지역제휴 네트워크사업
・외국공관교류 촉진사업
국제협력의 촉진
（10）JICA 연수사업에의 참획
・JICA 연수사업의 실시
（11）해외에서 연수원 수용
・해외기술연수원 수용
・북방 4 도 일본어연수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