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9.20 vol.116
Nishinomiya Cit y International Association Newslet ter

Fu
re

a
i T

su
sh

in

1

公益財団法人 西宮市国際交流協会
〒662-0911 西宮市池田町11番1号
 （フレンテ西宮4F）
TEL（0798）32-8680
FAX（0798）32-8678

WEBSITE▶
E-mail : nia@nishi.or.jp

이사장 교체에 즈음하여

　저는 이번년도 레이와 4년 6월 
20일부로 （공재）니시노미야시 
국제 교류 협회.
　회장에서 사임했습니다. 헤이세이 2016년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8년 동안 공적 또는 사적 
활동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각별한 애정 덕분에 
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기 후반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니시노미야시와 스포케인시 자매 
도시 파트너십 60 주년 기념 프로젝트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가 연기되는 등 많은 프로젝트가 
취소, 연기 및 웹에서 개최되는 등 활발한 사업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를 돌이켜 
보면 회원 및 자원봉사자는 물론 관련 단체 및 협회 
직원들의 엄청난 지원과 협조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협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할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니시노미야시에서 국제 교류 
촉진에 계속 참여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 이해를 깊게하며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있는 번영하는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진 심  어 린  희 망 을  표 명 함 으 로 써  발 언 을  
마무리하고자하며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행운을 기원하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레이와 4년 6월

（공재）니시노미야시 국제 교류 협회
　　　   전 이사장  다나카 교코

전직 이사장의 사임 연설

새 이사장 취임 인사
　지난 6월에 열린 레이와 4년도의 
두 번째 이사회에서 （공재）
니시노미야시 국제교류 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다츠우마 
수미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 및 임원들은 일치단결하여 
자원 봉사자 및 관련 단체의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 
공생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설립 이후 30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협회는 이 지역의 국제 
교류의 핵심으로서 외국인 
거주자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기 회 를  확 립 하 는  등  상 호  
이해를 증진하기위한 다양한 
활동을 촉진 해 왔습니다. 또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가 능 한  한  빨 리  안 심 하 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지원하는 
핵심 활동 중 하나로서 매일 
일대일 일본어 교실과 같은 
수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 으 로  코 로 나  사 태 가  
진정되면 외국인 거주자 수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적, 민족, 문화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가는것이 
지 금 까 지  기 대 했 던  것  
이상일것입니다. 협회는 다문화 
공생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으로서 공동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먼저 사람들에게 우리의 활동에 
대해 알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도시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 는  기 회 를  제 공 하 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니시노미야시가 매력이 풍부한 
도시이며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전 
이사장의 뜻을 이어받아 여러분 
모 두 와  하 나 가  되 어  함 께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레이와 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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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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1

필리핀의 마하 블랑카
（Maja Blanca）

　마하 블랑카는 더운 여름에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있는 전통 과자 중 하나입니다. 
코코넛 밀크와 옥수수가 조화를 이룬 매우 
부드러운 하얀색 냉과자로 길거리 포장 
마차에서도 집에서도 자주 만듭니다.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16 세기 중반부터 
300 년 이상 지속 된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도달합니다. 스페인에서 가져온 스위츠인
“만하르 블랑코-Manjar Blanco”에서 
유래되었으며 수년에 걸쳐 필리핀 특유의 
재료가 추가되고 필리핀의 맛이 가미되어 
독특한 전통스위츠 마하 블랑카（Maja 
Blanca）가 되었습니다. 코코넛은 과일, 줄기,
잎, 뿌리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유용한 
재료이며 코코넛 관리소를 따로 둘 만큼 
필리핀에서는 매우 중요한 나무입니다.코코넛 
밀크는 혈당 수치의 상승을 억제하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고합니다.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오. （Y. U）

재료 500cc정도 들어가는（용기）
 ・우유 ……………………………100cc
 ・콘스타치 …………… 3 큰술（25g）
 ・코코넛 밀크 …………………200cc
 ・설탕 ………………………… 3 큰술
 ・농축 우유 …………………… 90cc
 ・콘크림 캔 （알갱이 포함）… 120g
 ・코코넛 가루 ………………… 조금
만드는 방법 
①용기에 기름을 발라둔다
②콘스타치를 컵에 넣고 우유에 녹인다.
③코코넛 밀크를 냄비에 붓고 중불로 

끓인다.
④설탕, 농축우유, 콘크림 캔을 ③에 넣고 

주걱으로 고루 섞일때까지 저어준다.

⑤불을 줄이고 ②를 넣어 잘 녹도록 
저어준다. 주걱으로 들어 올려보아 
잘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면 준비해 
둔 용기에 넣어 묵을 만들때처럼 
표면을 평평하게 한다. 한소끔 식힌 
다음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식힌다.

⑥토핑으로 살짝 구운 코코넛 가루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 ⑤위에 올려 
장식하여 완성한다.

니시노미야시 버스 투어
～집에 초대 할 수 없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 해  일 본 에  유 학 생 의  입 국 이  
제한되었고 자발적인 활동 그룹 
홈스테이 자원 봉사 협회의 활동도 
계속 휴면 상태였습니다. 올 봄,  
우리는 마침내 유학생들이 일본에 올 
수 있었고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손님과 호스트 가족 모두 
여전히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정기 회의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있는 일이 있는지 
여부를 의논했습니다. 

　지금까지 홈스테이 자원 봉사 
협회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그들을 
집으 로  초 대했 을 뿐 만  아 니라  
니시노미야시 인근 버스 투어를 함께 
실시했습니다. 시 버스를 빌려 학생과 
홈스테이 가족들은 니시노미야시의 
관 광  명소 를  방 문 하 고  함 께  
돌아다니면서 교류를 강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유학생들이 일본 가정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홈스테이의 가족과 

함께 버스 투어만이라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일본 문화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직접 
대화도 하면서 가능한 한 일본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 는  기회를  갖 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인근 대학과 
어학원에 정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중국, 대만, 
한국, 방글라데시에서 온 여섯 명의 
유학생이 이날 참가했습니다. 시청을 
떠난 버스에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먼저 가부토야마에 
도착했습니다.　간노지의 긴 돌 

계단을 오르면 경내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니시노미야시와 오사카시의 
전망에 감탄이 절로 납니다. 우리는 
가부토야마 숲 공원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외이기 때문에 거리 유지에도 
괜찮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바다까지 단숨에 내려가 니시노미야 
요트 항구에 갔으며 그 다음으로 
고시엔 스타디움 주변을 돌고 투어를 
처음 시작한 시청으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나는 니시노미야에 살고 
있지만 평소에 잘 가지 않았던 곳들을 
다녀왔고 덕분에 니시노미야에 대한 
나의 이해는 깊어졌다” 라든가 “나는 
보통 공부하느라 바빴는데 기분전환이 
되었다”라고 참가자들은 말했습니다. 
또 홈스테이 가족은 “한동안 집에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함께 동행함으로써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기억 
해냈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집으로 
초대 할 수있는 날을 고대했습니다. 

（Y. I.）

개소동활회협 협회는 국제 교류와 관련된 많은 행사와 강연을 개최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활동의 현황을 소개 할 것입니다.

제공 - 사사오 델마 （필리핀 출신）

세계의
과자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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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외국인 인터뷰 〜조나단 레반스킨（미국 일리노이주 출신）〜

　이번에는 시카고（미국）출신의 
조 나 단  레 반 스 킨（ J o n a t h a n  
Lebansk in）과 인터뷰했습니다. 
조나단 은  현재  아마 가 사 키시에  
거 주 하 며  작 년 부 터  N I A  영 어  
교실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갈매기 조나단” 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날아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있어도 꿈을 
향해 날아가는 갈매기의 이야기입니다. 
조나단이라는 이름은 갈매기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진짜 조나단은 
날 카 로 운  눈 썹을  가 진  멋 진  
영어선생님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아하는 것이 여행이고 일리노이주 
（조나단 갈매기의 작가가 일리노이주 
사람 ）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을때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조나단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기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학생이었을 때 일본 친구들로부터 
일본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말을 
들었고 언젠가는 일본에 가 보고 
싶었습니다. 대학을 졸업 한 후 영국에 
일 년 동안 머물렀고 두 주 동안 

일본에 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역사교사로 일했지만 3년 후 일본에 
오기로 큰 결심을 했답니다. 그는 
여행 중에 들렀을 때 좋은 인상을 
받았 기 때문에 일본에서 살 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2016 
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어 회화 

학교의 교사로 취업하여 히로시마와 
아이치에 살았으며 2018 년부터 
효고 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멋진 일본 여성을 만나 2020 년 2 
월에 결혼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직전이라서 미국 가족들을 
결혼식에 초대 할 수 있었습니다.

　조나단은 여행을 좋아하지만 최근 
전염병으로 인해 아무데도 갈 수 
없었습 니다.  일본 은  안 전하 고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여 살기 좋고 
큰  문 화  충 격은  거의  없 으 며  
편의점에서 주민세를 납부 할 수 있다는 
것과 교통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자동차가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등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름의 무더운 날씨는 무척 
힘들다합니다. 일본을 여행하면서 어디가 
좋았냐는 질문에 그는“홋카이도의 
오타루가 아름답고 한가로우며 
개인적으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풍경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가의 히코네 성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교토, 나라, 오사카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소설속의 갈매기인 
조나단（Jonathan）은 “순간 이동”
의 기술을 꿈꿉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 바깥 세상을 둘러보고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기 위해 
여행하 는  것이 진정한  즐 거움  
아닐까요? 조나단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인도, 터키 및 기타 유럽 국가를 
여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조나단이 일본을 그리고 세계를 
마음껏 여행하기를 바라며 뒤에서 
그를 힘껏 응원합니다. （M.M）

취미는 여행

일　시：9월25일～11월27일　매주 일요일
（전10회）10：00～11：00

대　상：중급（초급이 끝난 사람 ）
10명（선착순）

강　사：일본어 강사
수강료：5,000엔

（은행입금・창구）

일본어 온라인 교실
「말하자！ 배우자！ 일본어」

낮에 직장 가시는 분들도 꼭 참가해주세요
초　급：일상생활 회화를 배웁니다（약10명）
중　급：즐겁게 실용회화를 공부합니다（약10명）
일　시：9월28일～12월7일　매주 수요일
　　　 （전10회）18：30～20：00
강　사：일본어강사
수강료：5,000엔（교재비포함）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강좌＜제2기＞

외국인을 위한 무료 상담회
　사법서사・행정서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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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11월20일（일）13：00～16：00

1월15일（일）13：00～16：00 재류자격상담
법률상담 NIA

회의실

내용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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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법률가」로서
언제나 강력한 당신의 편입니다！

FAX 078-251-6138078-242-3497
×

모 집 ！통신문 편집
자원 봉사자

광고사이즈
◆광고 게재 요금

◆발간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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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협회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조선）어（연4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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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065mm×65mm 2색인쇄 연간32,000엔 （단체회비20,000엔포함）

「후레아이통신」은  자원 봉사자와  협회 

직원이 준비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할 자원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통신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을 

첨부하여 

당협회로 

연락주세요.

광고대모집 회사 홍보를 여기에！이미지 업그레이드！
▶광고게재는 국제교류협회（0798）32-86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TORI

국적 인수 비율

니시노미야시 총인구 482,883
외국인 주민 비율 1.53％  

한국・조선
중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미국
대만
브라질
기타83 개국

계

※ 2022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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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6
1,320

871
268
234
221
141
131

1,044
7,406

42.88%
17.82%
11.76%

3.62%
3.16%
2.98%
1.90%
1.77%

14.20%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