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타현 외국인 등록자수 내역

이용 안내

(2015년 12월 말 아키타현청 국제과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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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578명

외국어 전화상담 접수중!
毎週木曜日（Every Thursday/每周四/매주 목요일）
13：00～15：00

영어・중국어・한국어・일본어

※この他の言語は予約制となります。
※相談は無料です。秘密は厳守します。

018-884-7050
Consultations in foreign languages are available!
It’s free of charge and confidentiality is guaranteed.

多语种电话 咨询受理中! 免费咨询! 严守隐私!
외국어로 상담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은 지켜드립니다.

문의처
공익재단법인 아키타현 국제교류협회
우편번호 010-0001 아키타시 나카도리2-3-8 아토리온 1층

TEL：018-893-5499 FAX：018-825-2566

공익재단법인 아키타현 국제교류협회

E-mail： aia＠aiahome.or.jp
URL： http://www.aiahome.or.jp

aia akita

검색

국제화 정보 및 기회의 제공
다문화공생사회의 추진

다문화 공생 사회란 국적이나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서
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대등한 관계를 쌓아감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해 가는 사회
를 말합니다.

●아키타 국제 페스티벌 개최 ●
1년에 1번 열리는 축제로 아키타현 거주 외국인의 자국
문화 소개, 국제교류단체 활동 소개를 통해 국제교류와

●외국어 전화 상담 ●
접수일시 : 매주 목요일
13:00 ~ 15:00 영어・중국어・한국어・일본어
※그 외 언어는 예약을 하셔야만 합니다.

●AIA 커뮤니티서포터, 자원봉사자 제도●
통역, 번역 활동을 하거나 출신국 또는 체재국을 소개
하는 ‘AIA 커뮤니티 서포터’를 모집하며 의뢰에 따라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호스트 패밀리 자원봉사자’, ‘행사 자원봉사
자’, ‘일본어 회화 자원봉사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
다.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

다문화 이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행사입니다.
2016년에는10월1일(토) 이온몰 아키타(아키타시 고쇼
노)에서 개최됩니다.

●국제교류단체 지원 ●
국제교류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조성금을 교부하고 있
습니다.
아키타 국제활동 민간단체 네트워크 등록을 촉진하며, 현
민에게 활동 내용을 널리 소개합니다.

●홈페이지·페이스북 정보 제공 ●
홈페이지에서는 영어·중국어·한국어·일본어로 중

요 알림, 행사 및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며,
facebook에서는 실시간으로 간단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문화 교류의 장 운영 ●
・각종 이벤트 개최
(이문화 교류카페나 영어 동화책 읽어주기 등 )
・각국 국기와 전통의상 대여
・유니세프 도서관의 도서 (비디오・DVD 포함)

●직장방문・직장체험 ●
현내 초·중·고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협회 사업을
소개하거나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관계에 대한 사항은 본 협회 내의 JICA 아키
타 데스크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