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ttori PR Friends」모집 안내 
～해외에 돗토리현의 관광 정보를 알릴 외국인을 모집합니다!～ 

 

 SNS 를 통해 돗토리현의 매력을 해외에 알릴 일본 국내 거주 외국인을 모집합니다. 
「Tottori PR Friends」에 임명되면 돗토리 관광을 즐기는데 필요한 정보나 스킬을 익힐 수 

있고 지금껏 알고 있던 돗토리현의 모습보다 더 많은 매력을 알게 되는 만큼 알차게 관광을 
즐기실 수 있게 될겁니다. 

 응모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지 응모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신 후 10 월 7 일 (금)까지 
신청해주세요. 
 

１ 미션 

일상 속에서 발견한 돗토리현의 매력을 외국어로 작성하여 SNS 에 업로드 해주세요.  
(필수 해쉬태그「♯TottoriPRFriends」) 

 

２ 「Tottori PR Friends」이 되면…. 

① 임명장・오리지널 명함을 보내드립니다. 
② SNS 활용 스킬업 온라인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효과적인 업로드 방법이나 최신 트렌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③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을 돗토리현 모니터 투어 (무료)에 초대합니다. 
④ 매월 돗토리현의 생생한 관광정보를 안내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⑤ 돗토리 관광 정보 안내 콘테스트 (반년에 한번) 우수자※에게 돗토리현 특산품을 

선물해 드립니다. 
※좋아요나 댓글 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매력적인 피드를 작성해주신 분을 선정 

 

３ 지원대상・자격 

  ・해외 네트워크가 풍부한 일본 국내 거주 외국인 
・돗토리현 관광 정보 안내에 대한 의욕이 있는 분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분 (간단한 의사소통 수준) 
 

４ 응모방법 

응모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세요.（kokusaikankou@pref.tottori.lg.jp）메일 

제목은「Tottori PR Friends 応募」라고 기입하고 응모 신청서를 첨부해주세요. 

※신청서 첨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서 내용을 메일 본문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５ 문의처 

돗토리현 교류인구확대본부 관광교류국 국제관광유객과 
(鳥取県交流人口拡大本部 観光交流局 国際観光誘客課) 담당: 설(ソル)  

메일: kokusaikankou@pref.tottori.lg.jp 전화번호: 0857-26-7221 

 

【주의사항】 

Tottori PR Friends 가 업로드하는 내용은 비방,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Tottori PR Friends 가 업로드한 내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 돗토리현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비방,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Tottori PR Friends 실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응모처 Application≫ Email：kokusaikankou@pref.tottori.lg.jp 

※메일 제목은「Tottori PR Friends 応募」라고 기입하고 응모 신청서를 첨부해주세요. 
≪문의처≫ 돗토리현 국제관광유객과 (鳥取県国際観光誘客課) 설（ソル） TEL：0857-26-7310 

 

응모 신청서 

Application Form 
 

영문 한자（있을 경우 기입） 

이름 
  

국적 
 

주소 
 

전화번호 
 

Email  

사용하고 있는 ※SNS 와 계정명, 팔로워 수（또는 일일 방문자 수） 

※SNS･･･youtube, facebook, twitter, Instagram, blog … 

SNS 
계정명/주소 팔로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