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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와와사사키키  시시민민마마츠츠리리에에  참참가가했했습습니니다다〉〉  

 

11 월 2 일（금）～4 일（일）에 개최된 제 41 회 가와사키 시민마츠리의 3 일 째에 올해도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멤버들이 참가했습니다. 오프닝 퍼레이드에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가족과 친구들도 참가했습니다. 민족의상을 입고 국기를 흔들며 연도에 모인 시민들에게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면서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를 어필했습니다. 

오후에는 공교롭게도 비가 왔지만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부스를 방문해 주신 분들도 많아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세계의 의상체험과 세계의 장난감・악기는 특히, 자녀와 같이 오신 분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의 시음코너에서는 시민들에게 세계의 차를 소개하는 등 

교류를 깊이 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참가하여 시민 여러분과 더 

깊은 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최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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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18 년도의 오픈회의가 12 월 16 일（일）에 나카하라시민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약 

70 명이 참가했고 14 시부터 17 시까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오픈회의에서는 외국인시민이 

평소 생활에서 곤란해하고 있는 것과 다문화공생을 위한 아이디어 등에 대해서 6 개의 그룹으로 

나눠 참가자들과 그룹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그룹 디스커션을 한 후에는 각 그룹에서 서로 

이야기한 것을 차례로 발표하고 끝으로 코멘테이터로 모신 고마자와대학 나카노 

유지교수님으로부터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앙케트에서는 「그룹워크는 함께 뭔가를 만드는 실감이 들어서 아주 좋았다」 「외국인이 더욱 

증가하는 사회로써, 어떻게 공생을 해야하는지는 큰 과제라고 봅니다. 우선은 외국인과 접해 본다.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참가하고 싶습니다. 」 

「외국인시민도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의식을 높여야 한다. 외국인시민도 많은 

이벤트, 회의, 모임 등에 참가하는 것이 좋다」등의 소감을 들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교류파티도 개최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익한 교류였습니다. 참가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픈회의 소감 

이번 오픈회의에서는 대표자 이외의 시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룹 디스커션에서는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셔서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받은 귀중한 의견은 

앞으로의 심의에 살리고자 합니다. 회의 종료 후, 교류파티에서도 대화 속에서 분위기가 고조되거나 

새로운 우정도 생겼습니다. 이번 오픈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분에게도 평소에 열리는 우리 

대표자회의를 방청하거나 시의 이벤트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길 바랍니다 . 

（오오고시 밀톤 토미오) 

 



≪부회 심의 보고 ≫ 
 

◆정보・홍보부회 

정보・홍보부회에서는 ①정보・상담 ②기업, 일본어학교 등을 통한 가와사키시가 하고 

있는 홍보・주지 ③외국인관광객 대상의 방재정보, 3개의 심의 테마를 다룹니다. 지금까지 

정보・홍보부회에서는 ①정보・상담에 대해서 심의했습니다. 심의에서는 이미 외국인시민을 

대상으로 한 많은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정보・상담이라는 큰 테마를 의논하기 위해서 

논점 정리를 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방재, 병원 등）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에 외국인시민이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논의를 깊이 하고자 합니다. 

정보・홍보부회 부회장 최경심 

◆교육・취업부회 

교육・취업부회에서는 ①학교에서의 아동을 위한 일본어지원 ②다문화・국제이해교육 ③

취업지원, 3 개의 심의 테마를 다룹니다. 지금까지 교육・취업부회에서는 ①학교에서의 

아동을 위한 일본어지원에 대해서 심의했습니다. 심의에서는 ① 가와사키시에는 이미 

일본어지도 등 협력자 파견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 ②근년, 외국과 관계가 있는 아동, 특히 

일본어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 ③그 결과,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실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각각의 테마에 대해서 심의를 더하여 좋은 제언으로 

이어지도록 모두가 힘을 합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취업부회 부회장 우라코바 마하밧  

 
 

회의를 방청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2019년도의 회의 일정  ―― 

 

장소：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도큐토요코센・메구로센「모토스미요시역」에서 도보 약 10분） 

약도: http://www.kian.or.jp/accessmap.shtml 

시간：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１회】 

제１일 ４월２１일（일） 제２일 ５월１９일（일） 

【제２회】 

제１일 ６월１６일（일） 제２일 ９월８일（일） 

【제３회】 

제１일 １０월１３일（일） 제２일 １２월８일（일） 

【제４회】  

제１일 １월１９일（일） 제２일 ２월９일（일） 

＊＊＊＊＊＊＊  

회의는 누구라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회의를 꼭 보러 오세요！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저의 일본어는 완벽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항상 일본어로 말을 걸려고 합니다. 많은 일본인은 

천천히 말해 주거나 간단한 일본어로 다시 물어 주기 때문에 회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제가 영어로 말을 걸면 걱정해서 패닉상태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중에도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짧은 단어, 제스쳐로도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로만다 데이빗） 

 

 

 

외국인시민을 위한 다언어정보 
 

가와사키시에 사는 외국인 여러분에게 

――외국인시민을 위한 주로 행정서비스와 문의처 일람 
 

「가와사키시에 사는 외국인 여러분에게」는 외국인시민을 대상으로 주로 

행정서비스와 문의처를 모은 팸플릿입니다.「긴급상황」,「주민등록・재류제도」,

「사회보험・연금」,「복지와 건강」,「교육・문화」,「생활과 상담」등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각각의 문의처와 전화번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일본어, 

영어,중국어,한국 ・

조선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다갈로그어,베트남어의 8개 국어로 

적혀있어서 일본어가 어려운 분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팸플릿은 각 구의 구청,시민관,국제교류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http://www.city.kawasaki.jp/250/page/0000049029.html 

 

 

가와사키시의 다언어 홍보자료 일람 
 

가와사키시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 한자의 

발음표기(후리가나)가 있는 일본어 」「 간단한 일본어 」

「다언어」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시의 다언어 

홍보자료 일람」은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가를 종합하여 만든 것입니다. 
 
http://www.city.kawasaki.jp/250/page/0000046133.html     

                                                                                                                                                                                                                                                                                                                                        

 

 

 

 

 

                     
 
 

                        이 종이는 헌종이 펄프 배합률 70%의 재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의＞  

 가와사키시 시민문화국 인권 · 남녀공동참여실  
 〒 210-0007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에키마에혼쵸 11-2 가와사키후론티아빌딩 9층  

Tel : 044-200-2359  Fax : 044-200-3914  E-mail ： 25gaikok@city.kawasaki.jp 
 

대표자회의나 뉴스레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