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회 안내

　공익사단법인 홋카이도 국제교류·협력종합센터는 북쪽 지방에 

어울리는 홋카이도의 생활, 문화, 산업의 발전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회원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사단법인 

홋카이도 국제교류·협력종합센터의 취지와 활동에 찬동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의 특전
심벌 마크의 회원 뱃지 증정

계간지 ‘Hoppoken’의 무료 배포 및 본 잡지의 과월호 열람·
다운로드

HIECC 연보의 무료 배포

간담회, 세미나, 외국인과의 교류 행사 등의 안내

입회는 Fax, 전자 메일 등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회 신청서는 홈페이지（http://www.hiecc.or.jp）의
‘입회 안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법인 및 단체의 연회비 1구좌당 1만엔
●개인의 연회비 1구좌당 5천엔
학생 등 회원, 주부 등 회원, 시니어 회원(각각 2천엔)
※자세한 내용은 HIECC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적

　HIECC의 전신인 사단법인 북방권센터는 홋카이도와 북방권 
국가들과의 경제, 문화, 학술 등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더불어 북방권 이외의 국가들과의 교류로 인하여 일본의 경제, 
문화, 학술의 발전 및 진흥에 기여하며, 북방권의 개발과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공익사단법인 홋카이도 국제교류・협력종합센터로 이행된 
후에는 홋카이도의 국제교류의 종합적인 거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과의 국제교류와 국제협력 활동을 
통하여 풍부하고 활력있는 지역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홋카이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살롱

교류 살롱에서 실시하는 교류 사업

국제교류 자료 코너 특별 회의실

TEL (011) 221-7840　FAX (011) 221-7845
E-mali：hiecc@hiecc.or.jp
URL  http://www.hiecc.or.jp

〒060-0003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3조 니시7초메 도청 별관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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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입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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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kaido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Center

HIECC의 발자취

　구 사단법인 북방권센터는, 2011년 8월에 공익법인으로 
이 행 하 여  명 칭 을  ‘공 익 사 단 법 인  홋 카 이 도  국 제 교 류・
협력종합센터’＝“HIECC”로 변경하였습니다.

2006년 7월

2010년 4월

2011년 8월

재단법인 홋카이도 해외협회를 통합

홋카이도 국제교류・협력종합센터 연표（간략）

1971년 4월

1972년 1월

1978년 4월

1996년 4월

1998년 3월

1998년 4월

2004년7월

북방권 조사회 설립

내각 총리대신으로부터 사단법인 허가

사단법인 북방권센터로 조직 개편

JICA 국제센터의 관리 운영을 수탁

(2012년 3월까지)

자치대신이 지역 국제화 협회로서 인정

쳥년 부인 국제교류센터를 통합

재단법인 북방권 교류기금을 통합

사단법인 북태평양지역

연구센터의 사업을 계승

공익재단법인으로 이행하여 명칭을

홋카이도 국제교류・협력종합센터로 개칭

JR Sapporo Sta.Hokkaido University

Botanic Garden
Faculty of Agriculture,
Hokkaido University

Odori park
Tozai Subway Line

Nishi
3-chome

Nishi
4-chome

Nishi
5-chome

Nishi
6-chome

Nishi
7-chome

Nishi
8-chome

Nishi
9-chome

Nishi
10-chome

　　　●
Sapporo
City Hall

Sapporo
TV Tower

kita 1-jo-dori

kita 2-jo-dori

kita 3-jo-dori

kita 4-jo-dori

kita 5-jo-dori

Tokyu
Dept. 
Store
●

Asty 45 Bldg.
●

Keio plaza Hotel
         ●

Clock Tower
●

Chuo
Police
Station
　　●

　　　●
STV(Sapporo Television
Broadcasting Co.,Ltd.)

●
Kaderu27

　●
Sapporo
Grand Hotel

●Hotel New Otani

N
am
boku S

ubw
ay Line

Toho S
ubw

ay Line

Regional Bureau
of postal Services
●

Hokkaido Government 

　　●
       Fomer Hokkaido
       Government Bldg.

Hokkaido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Center

Hokkaido Prefectual
Police Headquarters
　　     ●



국제성 풍부한 인재 육성 정보의 수집・발신 거점으로서

국제화를 홋카이도 경제의 발전으로홋카이도에서 세계를 생각한다

도내 자치단체와 국제교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홋카이도에 체재하고 있는 유학생・
연수생과 지역 주민 여러분과 교류를 도모하는 등 

지역의 국제화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한랭지 기술 등 홋카이도의 강점을 살려 동북아 지역 
등의 경제 교류에 기여하는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홋카이도 
경제의 활성화에 공헌합니다.

해외의 인재 육성・지역 만들기에 공헌

외국인 사비 유학생의 교육 지원과 남미 교류에 의한 기술 
연구원의 수용 및 외국으로부터의 연수생 등의 기술 습득과 
일본 문화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체재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

홋 카 이 도 에  거 주 하 고  있 는  외 국 인 도  지 역  사 회 의  
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도민과 체재하는 외국인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문화  
공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IECC가 다른 단체 등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홋카이도 

내의 국제적인 이벤트와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로부터 

정보 제공하는 것과 함께 계간지 ‘HOPPOKEN’을 

발행하는 등, 국제교류・국제협력 등의 정보를 내외에 

적극적으로 발신합니다.　

http://www.hiecc.or.jp

도내 각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 년 을  해 외 에  파 견 하 여  

심도있는 교류・연수를 통하여 

장차 세계와 가교 역할을 담당할 

국제성 풍부한 인재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의 국제화와 도민의 국제 감각의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 이해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에서 시작되는 인재
육성・지역 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