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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해 설

※ 다문화공생이란 「국적이나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쌓으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다문화공생추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헤이세이 18(2006)년

총무성) 

※ 본 방침 안에서는 조사명이나 출전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을

인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민」 

토시마구내거주자, 구내근무자 혹은 학습자

◇「일본국적 구민」 

국적이 일본인 구민

◇「외국국적 구민」 

국적이 일본이외의 구민

◇「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일본국적 구민」 

  ① 신청을 통해 일본의 국적을 취득한 구민

  ② 양친, 또는 한 쪽이 외국출신자로 일본의 국적을 가진 구민

◇「외국 국적 주민」 

「외국국적인 구민」중 토시마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외국국적 등 구민」 

「외국국적인 구민」 및 「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일본국적 구민」 

본 방침 안에서 이용한 단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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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방침의 책정에 대하여

１ 책정의 배경

다문화공생에 대한 총무성의 『다문화공생의 추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헤이세이 18(2006)년)에서는 국적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쌓으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토시마구에는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 

주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도시로 발전해 온 역사 있는 본토시마구에 있어서 최근

베트남이나 네팔, 미얀마 그 외 아시아 여러 나라 출신의 구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종래 실시해 온 영어·중국어·한글(한국어·조선어)에 의한

정보제공의 방법이나 일본어학습 지원 등에 대해서도 내용면에서나

방법적인면에 대해 시급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의 「지원」을 중심으로 한 외국국적 등 구민에 대한

대응방법 그 외 공생의 시점에서 받아들이는 지역주민 측에서도

「이해」「대화」「관용」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공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문화를 서로 식별하고 그것을

상호이해로 연결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시책이 서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공생에 관한 환경정비의 수요가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외국국적 등 구민이 일본어를 습득하고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동시에 일본국적 구민에게는 외국국적 등의 구민이

지닌 고유의 생활문화를 받아들이는 관대함이 요구되는 등 쌍방의 의식을

계발하면서 공생의 이해로 연결시켜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토시마구에서는 외국국적 등 구민에 대한 대응이나

타문화교류의 방법을 포함한 다문화공생 추진기본방침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본 토시마구의 「자치추진에 관한 기본조례(헤이세이 18(2006)년

조례 1호)」 중에 「다양성의 존중」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국가의 다문화공생의 정의나 본 토시마구의

외국국적 주민이 전주민의 10%를 초과하고 있는 현황을 바탕으로 외국국적

구민 및 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일본국적 구민에게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공생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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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기본방침의 위치 부여

본 기본방침은 상위계획인 『토시마구 기본계획 2016-2025』를 바탕으로

토시마구의 다문화공생 시책을 재검토 하고 더 한층 추진 시켜 나가기위한

것입니다. 

기본방침의 위치 부여

관련 계획에 대한 기간 등

２０１６ ２０１７ ２０１８ ２０１９ ２０２０ ２０２１ ２０２２ ２０２３ ２０２４ ２０２５ ２０２６ ２０２７ ２０２８ ２０２９

H28 H29 H30 H31

基本計画（前期） 基本計画（後期）

多文化共生推進基本方針

反映

地域保健福祉計画

子どもプラン
（一体化）子どもプラン

子ども・若者計画

(前期）教育ビジョン2020 (後期）教育ビジョン2020(後期）教育ビジョン
2015

基本計画

地域保健福祉計画

子どもプラン

地域保健

福祉計画

多文化共生推進基本方針

연계

토시마구

기본계획 2016-2025

토시마구 다문화공생

추진기본방침

【국가】

다문화공생 추진 플랜

【도쿄도】

도쿄도 다문화공생 추진

지침

토시마구 미래전략 추진 플랜

・어린이 플랜

・지역보건복지계획

・교육 비전

그 외

토시마구 자치추진에 관한 기본조례 다양성존중의 원칙

기본계획(전기) 기본계획

다문화공생 추진기본방침

지역보건

복지계획

지역보건복지계획

기본계획(후기) 

다문화공생 추진기본방침

반영

지역보건복지계획

어린이 플랜
(일체화)어린이 플랜

(후기)교육 비전

2015
(전기)교육 비전 2020 (후기)교육 비전 2020

어린이·청년소년

어린이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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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과 과제

１ 외국국적 주민의 상황

토시마구에서는 아시아 각 국 출신자, 20 대, 유학생, 독신세대의

외국국적 주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 수년간에 걸쳐 매년 약 2,000 명

을 넘는 추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국적 주민의

다국적화(100개국이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국적 주민수: 30,384명, 총인구의 10.5%(2018.11.1현재) 

○국적별 외국국적 주민수(명) 

・중국(14,323), 베트남(3,631), 네팔 (3,463), 한국 및 조선(2,654),  

미얀마(2,269), 필리핀(515), 미국(439), 타이와 프랑스(285),  

방글라데시(273)의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6년간 베트남 국적의 주민수는 약 13배, 네팔 국적의

주민수는 약 5배, 미얀마 국적의 주민수는 약 2배로 증가 되고 있다. 

・외국국적 주민의 거주지역은 이케부쿠로가 가장 많고 다음은

히가시이케부쿠로, 기타오오쯔까의 순임.

・연령구성별주민수와 비율: 20~29세가 가장 많고 주민수의 약 50%

・재류자격: 「유학」이 가장 많고, 외국국적 주민의 약 5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재류기간: 「1년이상 2년미만」이 가장 많고, 다음은 「3년이상 5년

이하」 

・세대인원수별 외국국적 주민세대수: 독신세대가 80%이상

２ 주요 과제

〇외국국적 등 구민, 특히 영어, 중국어, 한글(한국어·조선어)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구민)이나 일본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국적 등

구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〇일본에 온지 얼마 안된 외국국적 등 구민은 일상생활에 관한 규칙이나

제도(쓰레기의 분별, 세금, 국민건강보험 등)를 이해 및 제반수속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 주민과 그 사이에 문제발생의 원인이 된다. 

〇같은 국적 등의 구민에 의한 커뮤니티만으로 생활이나 일이 해결되기

때문에 일본국적 주민과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일본인과

공생한다는 의식이 결여되는 상황이 일부에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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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문화공생의 기본이념

Ⅳ 다문화공생의 기본시책

（１）언어·규칙 등의 학습 지원

일본어 교실 등에 의한 일본어 학습은 외국국적 등 구민에 있어서는

일본사회의 창구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본어를 습득하는 동시에 일본 생활에 필요한 일본의 제도나

규칙 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외국국적 등 구민이 구민으로의 책임이나 권리를 자각하기 위한

시민 교육이기도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국적 등 구민이 취직이나 통학 등의 생활

리듬에 맞춰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일본어 학습기회 등을 늘려 갑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볼런티어 등 구민의 참가를 지원해 갑니다. 

（２）정보제공의 구조 구축

구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근 동아시아 이외의 아시아 각

국에서 온 전입자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언어에 의한 발신을 검토해

갑니다. 

이와 동시에 SNS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정보 발신수단도

함께 검토해 갑니다. 

더 상세하게 정보가 전달 되도록 중심이 되는 구민이나 관계단체와

연계해 나갑니다. 

특히 재해 시의 외국국적 등 구민에 대한 정보전달 지원이나 재해자의

필요를 구에 전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검토해 갑니다. 

１ 외국국적 등 구민의 생활 지원

다문화공생도시 실현

・국적이나 인종을 막론하고 구민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구민이 서로 존중하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다문화공생을 추진하여 풍요로운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합니다. 

・국적이나 인종의 차이를 넘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추진합니다. 

（『토시마구 기본계획 2016-202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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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지원단체 등과의 연계

외국국적 등 구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내의

일본어교실이나 지원단체 간의 네트워크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연계를

도모합니다. 

또 외국국적 등 구민이 누구라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의

서비스나 일본어교실, 지원단체 등에 관한 정보발신을 강화해 갑니다. 

（１）의식계발

유아기부터 다문화공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제감각이 풍부한 인재를 육성해 갑니다. 

또 타문화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외국국적 구민과 일본국적 구민이

공생하기 위한 의식을 조성하는 활동을 촉진해 갑니다. 

（２）교류추진

외국국적 등 구민이 문화교류사업(음악, 회화, 춤, 식문화 등)을 통해서

구나 지역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또 외국국적 등 구민의 커뮤니티와 일본사회와의 교류 장소로 기존의

지역거점(구민 광장)이나 문화거점(도서관이나 지역문화창조관) 등을

활용하는 동시에 교류형 언어학습을 추진해 갑니다. 

교류와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를 제공하며 타국적 주민 상호간의 이해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쌍방의 습관등을 소개하거나 문화교류의 기회를

늘리는 등 지역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 외국국적 구민의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같은 지역 구민으로 지역의

공통과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갑니다. 

２ 공생의식의 조성과 교류촉진

３ 외국국적 등 구민의 활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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