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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해에서의 활동

【사업 활동 수입】 （단위:천엔）

2022년도 수지 예산

재산운용수입 등
회비 수입
사업수입 등
보조금 등의 수입
기타
합계

【사업 활동 비용】 （단위:천엔）

공익목적 사업공통 지출
회의실대여 사업 등 지출
관리비 지출
합계

746
1,383

500
22,421

8,240
33,290

29,811
1,829
6,319

37,959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불안을“그것을하지 않을 이유”로 보는 

대신 그것을 어떻게 극복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에서“그것을해야 할 이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회 자원 봉사자와 외국인 

거주자의 협력과 이해로 프로젝트를 계속 이행 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종종 전염병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긴 투쟁이 될지라도 극복 할 

수있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전 

세 계 적 으 로  심 각 한  자 연  재 해 가  자 주  

일어났습니다.  사회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지역 주민과 외국인 거주자가 다 함께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 조금이라도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협회 설립 30 주년입니다. 지금까지 

협회가 목표로하는 프로젝트와 활동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때도 있었지만 자원 봉사자 및 관련 

단체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호랑이의 해입니다.“호랑이는 천리를 갔다 

돌아 온다”는 속담처럼 모든 사람들의 협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전 공세를 펼칠 수있는 

1 년이 되도록 우리 모두 행동하고 활력을 되찾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 할 수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국제교류의 주요 역할은 지역주민 및 

외국인 거주자와 같은“사람들”입니다.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외국인 주민과의 

협력망을 형성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제교류를 

목 표 로  하 고  싶 습 니 다 .  이 해 와  협 조 에  

감사드립니다.

　2년 전에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은 올해도 수그러들지 않고 새로운 돌연변이의 출현과 함께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를 둘러싼 사회 경제에도 계속해서 큰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협회는 계획했던 사업을 불가피하게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미루거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인원 제한 또는 온라인으로 전환 등 우리가 할 수있는 일을 할 수있는 범위까지 
실현했습니다.

신년도（R4）시작

설립 30주년 기념의 해

국제 교류의 주역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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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츠（과자）는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세계 각 나라와 지역에 전해오는, 또한 행사와 
관련된 스위츠, 제철에만 맛볼수 있는 스위츠를 소개합니다.

4040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상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모국어로 방송되는 안도의 순간～

　사쿠라 FM의 다국어 라디오 방송 
“세계를 하나로” 는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가 모국어인 외국인이 
자원하여 지역의 정보를  각각의 
모국어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토요일 정오부터 15 분 동안 
방송되며 첫 번째 주는 중국어로, 두 
번째 주는 영어로, 세 번째 주는 
포르투갈어로, 네 번째 주에는 두 번째 
주 영어가 재방송 됩니다. 외국인은 
각각의 모국어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방송 녹화 당일에 방문해 
봤습니다. 대만출신의 린 씨와 
중국출신의 마 씨가 프로그램을 
중국어로 진행했습니다. 일본어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은 중국어에 
능통한 일본인 세토구치 씨입니다. 
방송 내용의 전반부는 도시 및 국가 
시스템에 대한 공지 사항 및 계절 
행사와 같은 일상 생활에 유용한 

정보입니다. 협회 직원이 준비한 
대본을 사전에 받은 두 사람이 
그 것 을  중 국 어 로  번 역 해 서  
방송합니다. 단순히 번역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는 
알아듣기 쉽도록 의역하거나 추가 

설 명 해 서  알 려 주 었 습 니 다 .  
부자연스러운 표현은 없는지 대본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는 말을 
들었고  방 송전에 많 은  준비를  
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녹음할 때는 매우 빠르게 말했습니다. 
일상회화의 속도라고 하지만 15
분이라는 제약 안에서 많은 정보를 
쏟아부어야해서 빨리 말할 수 밖에 
없다며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후 반 부 는  초 대  손 님 들 과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에 온 이유나 
일본에서 살면서 느낀 것 등은 
모두가 달라서 매우 즐겁게 듣게 
됩니다. 스튜디오에 손님을 초대 할 
수 없을 때는 때때로 전화로 인터뷰를 
하기도  합 니다.  사 실 마  씨는  
게스트로 쇼에 처음 출연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원고를 읽게 되었고 
그 대 로  방 송 의  진 행 을  맡 게  
되었습니다. 운명같은 것이었습니다.
　방송은 사쿠라 FM（78.7 MHz）
뿐만 아니라 무료 앱“Radimo”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백넘버는 NIA 웹 
사이트에서 언제든 지 찾 을  수  
있습니다. 언어 학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좋을겁니다. （Y. I.）

　폴란드어에서‘셀닉’은 치즈케이크를 
의미합니다. 치즈 케이크라고 간단하게 
말해도 현재 치즈의 종류와 제조 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치즈 
케이크의 뿌리를 추적하면 기원전 2000 
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사전에서 꿀 치즈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으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776 년 첫 번째 올림픽에서 “try-
on”이라는 치즈 케이크가 제공되었는데 
계란과  우유가  첨가된 삶은  푸딩에 
가깝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있는 이론은 현재의 치즈 케이크의 
원형은 폴란드 남부의 포드 할레（Podhalle） 
지역이며 중세 초기부터 만들어진 지역 음식 
셀니크 （Selnik） 라는 것입니다. 생유를 
가볍게 발효시켜 산미가 나는 순백의 신선한 
치즈“Tufalk”로 만든 단맛이 감소 된 
케이크입니다. 19세기 상반기에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은 셀니크를 
퍼뜨려 인기를 얻었으며 그 이후 뉴욕의 
우유 가공업자들이 크림 치즈를 개발하면서 
다양한 치즈케이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소개한 조리법은 우리에게 친숙한 재료를 
사용한 일본식 셀닉이지만 건강한 맛입니다. 
한 번 만들어 보세요. （Y.U.）

재료（15cm 바닥이 둥근 모양）
 ・코티지 치즈（부서지지않는 부드러운 타입）

………………………………… 200g
 ・버터……………………………… 40g
 ・설탕… 50g（20g과30g으로 나눔）
 ・계란 2 개 （노른자와 흰자로 나눔）
 ・생크림………………………… 50ml
 ・녹말가루……………………… 1큰술
 ・레몬즙………………………… 1큰술
 ・바닐라 오일 …………… 약 5 방울
*버터와 코티지 치즈는 실온에 둔다. 
*오븐은 180℃로 예열해 둔다.
만드는 법（직경 15cm 원형）
①큰 그릇에 버터를 넣고 주걱으로 크림처럼 

만든다. 설탕 50g을 넣고 잘 섞는다.
②노른자를 ①에 한개씩 넣고 잘 섞어 

크림상태로 만든다.
③②에서 코티지 치즈를 몇 번에 나눠서 

넣어가며 잘 섞어준다. 거기에 생크림 
녹말 가루, 바닐라 오일 및 레몬즙을 

차례대로 넣고 잘 섞어준다.
④달걀 흰자를 다른 그릇에 넣어 

거품을 낸다. 거품이 만들어지면 30g
의 설탕을 여러 번에 나누어 넣고 
딱딱한 머랭을 만든다.

⑤머랭을 ③의 그릇에 여러 번 나누어 
부서지지않도록 빠르게 섞어준다.

⑥⑤를 몰드에 넣고 180℃의 오븐에서 
30분간 굽는다.

⑦바로 구운 후에는 너무 말랑하기 
때문에 식힌 후에 냉장고에 넣는다.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힌 다음 설탕을 
뿌리고 자르도록 한다.

개소동활회협 우리 협회는 국제 교류와 관련된 많은 행사와 강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활동의 현황을 소개합니다. 

세계의
과자
32

폴란드 셀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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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인포메이션 BOX INFORMATION

3333외국인 인터뷰 〜비아토리스 야마시로 씨（필리핀 출신）〜

　이번에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마닐라（필리핀）출신의 비아토리스 
야마시로 씨（Beatriz Yamashiro）
입니다. 비아토리스는 현재 일본인 
남 편 과  함 께  니 시 노 미 야 시 에  
거주하며 시의 의료 시설에서 간호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NIA에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21세기 현재 일본은 초고령 
사회가  되었고  간호가  필요한  
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간호와 간호와 관련된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들려준 비아토리스는 
일본에 온 후 20년 가까이 노인과 
병 자 를  돌 보 는  일 에  종 사 해  
왔습니다. 그녀는 간호 업무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도와야한다는 
신념을  가 지고  있으며 그녀가  
말하는 모든 언어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홉 명의 형제 중 여덟 명이 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 환경에서 
비아토리스는 고향에 살면서 이미 
간병인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1999
년 일본인 남자와 결혼해 2000년에 
일본에 왔으며 그 무렵 시어머니를 
돌 보 기  위 해  일 본 에 서  간 호  

도우미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은 매우 유용했고 간호 
도우미 레벨 2급 자격을 쉽게 딸 수 
있었습니다.
　고령의 시어머니 간호를 마친 
후에는 아마가사키의 한 시설에서 12
년 동안 도우미로 일했고 그 후 
지금까지 니시노미야의 한 의료 
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두 해 동안 전염병 말기 환자를 
돌볼 기회가 있었으며 여러 번 

눈 물 을  흘 렸 습 니 다 .  환 자 가  
어느상황에서나  가장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것이 그녀의 살아가는 
이유이며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다가가는 
것이 그녀의 기쁨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노인을 소중히하고 
대가족과 함께 사는 문화가 여전히 
깊게 뿌리 내리고 있으며 일본에 
왔을 때 노인들이 혼자 걷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60 세 이상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해야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니까.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필리핀 사람들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 할 때 세심하고 
온화한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모든 
보살핌에 고통스럽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일본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은 편안하지만 
나이가  많은  남편이 은퇴하면 
고 국 인  필 리 핀 으 로  돌 아 가 고  
싶어합니다. 필리핀에서는 가족과 
친척이 모두 협력하고 서로 도울 수 
있으므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건강한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M.M）

온 마음을 다해 돌보아라

외국인을 위한 무료 상담회
　사법서사・행정서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비밀엄수）통역 봉사자가 있으므로 안심하세요. 
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일정
7월17일（일）13:00∼16:00
9월18일（일）13:00∼16:00

재류자격상담 NIA
회의실

내용 장소 9월10일（토）
10:30∼11:30

날짜

바이올린 
리듬 NIA

내용 장소

국제키즈클럽
〜외국에 뿌리를 둔 아이들（미취학아동）・보호자 교류회〜

입장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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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법률가」로서
언제나 강력한 당신의 편입니다！

FAX 078-251-6138078-242-3497
×

광고대모집
광고사이즈

◆광고 게재 요금

◆발간부수

◆배포대상은 찬조회원、외국인회원, 자원봉사회원, 기타 
일반시민, 타 협회, 니시노미야시 커뮤니티센터, 
시민센터, 도서관, 시내고교, 대학 등

◆당협회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

일본어1,800부／영어1,200부／중국어900부／
한국（조선）어800부（×4　연4회발행）

색 가격 게재횟수

대：110mm×65mm 2색인쇄 연간40,000엔
（단체회비20,000엔포함）

연4회게재
（6월、9월、12월、3월）

소： 65mm×65mm 2색인쇄 연간32,000엔
（단체회비20,000엔포함）

연 4회게재
（6월、9월、12월、3월）

회사 홍보를 여기에！
이미지 업그레이드！

▶광고게재는 국제교류협회（0798）32-86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TORI

국적 인수 비율

니시노미야시 총인구 482,693
외국인 주민 비율 1.47％  

한국・조선
중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네팔
대만
브라질
기타84 개국

계

※ 2022년5월 현재   니시노미야시 조사
니시노미야시 거주 외국인 상황니시노미야시 거주 외국인 상황

◇자원봉사모집◇
　당 협회에서는 현재, 다음과 같이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발송자원봉사:매년 4회 발송되는 교류통신지의 

동봉작업입니다.
●배포자원봉사:이 교류통신지를 근처의 시설 등에 

배포합니다.
●중국어, 한국어 및 조선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등 통역, 번역 

자원 봉사 :간단한 일상 회화 통역부터 기관지 등 번역까지 
다양한 레벨의 자원 봉사자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조희원모집◇
　당 협회의 국제교류협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년회비:단체법인/1구좌 ￥20,000
 개인/1구좌 ￥ 3,000

자원봉사/1구좌 ￥2,000 
●특　전:도서의 무료대여. 회의실 등의 

사용료 할인. 협회주체 이벤트의 
우선 안내. 시내 시설의 입장료 
할인.

이벤트나 재해정보 등 다언어로 정보제공합니다.

니시노미야 국제 교류 협회（NIA）

친구 등록 부탁드립니다.

Facebook

3,171
1,269

772
249
224
198
139
128
939

7,089

44.73%
17.90%
10.89%

3.51%
3.16%
2.79%
1.96%
1.81%

13.25%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