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대지진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로부터 3 년 3 개월이 지났습니다. 후쿠시마현은 한발한발
부흥을 향해 새로운 움직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재）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에서는 지진 직후부터 본협회 광고지 「Gyro（쟈이로）지진재해 부흥판
「힘내자 후쿠시마」를 발행하고 있어 후쿠시마현 현황과 현내 국제교류・협력단체 활동, 외국출신 현민의
소리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번역판은 본 협회 HP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풍경
후쿠시마의 풍경
후쿠시마・태국
교류프로젝트 재개（후쿠시마시, 시라카와시）
후쿠시마의 풍경

배와 날개의 회 후쿠시마가 주최하는「제 6 회 꿈 기획～후쿠시마・태국교류

프로그램」이 5 월 29 일（목）부터 6 월 1 일（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2007 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상호방문사업이었지만 동일본대지진 이후
태국에서 후쿠시마 방문이 중지되었었고 올해 드디어 재개되었습니다.
올해는 태국에서 10 명의 청년이 방문해 홈스테이 체험과 일본어학교 방문
지역청년과의 디스커션 등이 열렸습니다. 또한 후쿠시마시립
오오모리초등학교 방문에서는 5・6 학년생과 영어로 태국 소개나 영어를
사용한 게임 등의 교류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태국 문자와 유니크한

후쿠시마시립 오오모리초등학교 5・6

손놀이 노래를 배워 태국에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학년생과 교류

MOVE FORWARD #하와이카마이（후쿠시마시）
후쿠시마시 거주 필리핀 출신지들의 커뮤니티인「하와쿠 카마이
후쿠시마」주최의 국제교류 이벤트가 5 월 11 일（일）, 후쿠시마시
마치나카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최단체 외 후쿠시마시내 국제교류단체에서 부스를 출전해 각국의 요리를
판매하거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도 부스를 출전해
외국출신 서포트 3 명이 이문화 이해퀴즈 등으로 방문자와의 교류를
즐겼습니다. 마치나카광장 중심에 무대가 설치되어 노래, 훌라댄스,
노래와 댄스를 선보이는 맴버들

발리댄스, 필리핀 농촌민족댄스 등을 선보였습니다.
「하와쿠 카마이 후쿠시마」회장 오오쿠라 링씨는「앞으로도 이벤트 등을
통해 후쿠시마를 활기차게 하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재해 교훈과 방재력 공유（소우마시）
소우마시「국도휴게소 소우마」도로정보관내에 지진재해 전승코너가
설치되어 동일본 대지진에서 피해 상황을 모은 파넬이나 지진 전후
위성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또한 츠나미로 손상된 도로 안내표지와
시계, 책상, 지진으로 변형되어 버린 다리 료우의 신축장치 등도 전시되어
잇어 지진과 츠나미의 위력을 다시한번 실감할수 있습니다.

츠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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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주민들의 목소리

필랴킷스턴 레크릿트씨（후쿠시마시 거주 태국출신）
일본에서 살게 된지 약 1 년반 후인 2011 년 4 월 후쿠시마시 고교에
진학했습니다.일본생활에 익숙해지거나 일본어 습득과 학교 수업에 쫒아가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만, 좋은 친구들 덕분에 충실히 3 년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올 4 월 취업해
새로운 환경에서 매일 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괴롭거나 힘들일이 닥치면 도망가기에
급했지만 동일본대지진과 일본에서의 생활을 통해 무슨 일이든 극복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의 아이들과 제 경험을 토대로 좋은 어드바이져가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미유 마리아씨（후쿠시마시 거주 필리핀출신）
올 봄부터 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타갈로그어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 년이상
후쿠시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모국에 돌아가면「외국인」이 된 기분으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일이 많습니다. 모국인 필리핀 사람들을 상담할 때는 상대방 입장에 선
성실하고 친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지진재해 직후에는 많은 일들에 신경이
민감한 상태였지만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기분을 잘 전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과 가사,
육아로 바쁜 일상이지만 마음에 여유를 가지게 되어 바쁜 일상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 창섭씨（후쿠시마 거주 한국출신）
고교생이었던 2006 년 여름, 1 개월간 후쿠시마시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체험했습니다.
홈스테이 기간 중 신세를 진 가족들과 알게 된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신 덕분에
귀국 후 일본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후 우연히도
진학하게 된 대학이 후쿠시마대학이라 아주 기뻤습니다.군입대를 위해 2 년간 휴학하고 올
4 월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일본생활을 재개하고 언어와 문화, 습성 등을 더욱 알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게 되었고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성과 향상심이 생겼습니다.

후쿠시마현내 각지 환경방사능 측정표（잠정치）（후쿠시마현 HP 발췌）
후쿠시마현 홈페이지에서는 현내 각지 환경방사능 측정치(잠정치)를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현국제교류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이외에도 타갈로그어, 포루투칼어, 한국어도 수시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http://www.worldvillage.org/
단위：마이크로 시버트/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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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점은 후쿠시마시는 현북보건복지사무소 남쪽 광장, 코오리야마시는 코오리야마 합동청사 동쪽 주차장, 그 외
시정은 각 합동청사 주차장입니다.
※평상치는 현내 2009 년도 방사선 레벨조사 결과입니다.

알림
○「후쿠시마 외국 어린이 지원센터」안내
후쿠시마현내에 거주하는 외국출신, 외국에서 성장, 또는 보호자가
외국출신자 등 외국 언어나 문화를 가진 어린이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지원을 하는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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