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5개년 계획

고후시에 사는 외국인 시민은

몇 명인가요?

중국
30%

한국・조선

17%베트남
12%

필리핀
10%

브라질
6%

기타
25%

고후시에는, 5,471명

(총인구 186,438명 중 2.9％)의 외국인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2021년4월1일 현재 ）

최근에는 베트남 국적의 주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공생」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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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과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역 사회의 멤버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국적별 인구 상위 5위 국가/지역】

1위 중국 1,654명

2위 한국・조선 935명

3위 베트남 667명

4위 필리핀 525명

5위 브라질 313명



기본 이념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 양육・보험・의료・감염증・재해 등의 생활 정보를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쉬운 일본어를 사용해
전달합니다.

• 외국인 시민이 상담하기 쉬운 체제를 만듭니다.

안전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도시의 실현

• 일본인 시민과 외국인 시민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도시 만들기를 해나가도록 힘씁니다.

• 외국인 시민이 일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계・협력을 통한

다문화 공생의

도시 만들기

• 자매 도시 등과의 국제 교류 및 시민 간의 문화 교류를
통해 국제 감각이 풍부한 시민을 육성합니다.

• 외국어 및 쉬운 일본어로 관광 정보를 발신하고 시의
정보도 알기 쉽게 정비합니다. 

글로벌화의 추진

고후시에서는 4가지 기본 목표에
힘쓰고 있습니다!

• 외국인 시민이 지역에서 활약함으로써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해나갑니다.

• 유학생 등의 외국인 시민이 지역에 취업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외국 인재의 활약

및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

고후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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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시청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를 위해 고후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고후 시청에는 외국인 시민을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상담원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된 다양한 책자가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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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중국어 외에, 자료에 따라서는 한국어・베트남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태국어・타갈로그어(필리핀어)
버전도 있습니다. (2021년4월1일 현재)

 고후시 외국인 생활 가이드 북

 쓰레기 분리 방법・배출 방법

 우리 집 방재 매뉴얼

 방재 수첩

 고후시 홍수 재해 지도

 재해 시 편리한 앱 & 웹사이트

 고후시 자치회 가입에 대해

 일본어・일본 문화 강좌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학습 사이트
(つながるひろがるにほんごでのくらし)

 고후시 관광 가이드 북

 고후시 가이드 맵

 외국인 헬프 라인 (상담)

 불법 체류로 고민하시는 분께

 외국인 인권 상담 다이얼

 외국인 재류 지원 센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관련 정보

 시장님께 쓰는 편지



② 일본어・일본문화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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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야마나시 현립 대학

언어와 문화의 벽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마나시 현립 대학과 연계하여

일본어・일본 문화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시민에게 일본어 학습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일본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③ 다문화 공생 활동

「유학생을 위한

방재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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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일본어 살롱」

in 신덴 지구

「간단한 일본어 회화・

이문화 체험 살롱」

in 고후 시청



外国人 相談
Consultation for Foreigners 
外国人咨询 외국인 상담

Consulta para Extranjeros Consulta para Estrangeiros
Thảo luận người nước ngoài

(📞) 055-237-5359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00～오후 4:00

〒400-8585  고후시 마루노우치 1-18-1
고후 시청 2F 시민과 (10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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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