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이 있는 여러
분들께, 일본 오이타 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그리운 우리 고향 ～오이타 후루사토 사진관～

【　분고타카다시　／　기쓰키시　】

중국 후베이성 셴닝시에서 온 위문금
  4월 10일, 우호 교류 관계인 중국 후베이 성(湖北省) 셴닝 시(湖北省) (왕옌허王遠鶴 시장)
로부터 오이타 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위문금 5만 위안
을 받았습니다. 이번 위문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매진하는 현내 의료 기
관 등에서 의료 물자를 구입하는 데에 할당할 예정입니다.

  셴닝 시와의 교류는 2011년 11월에 지사 일행이 후베이 성을 방문한 당시, 셴닝 시의 황
추핑(黄楚平) 공산당 위원회 서기와 회견하여 온천지로 유명한 셴닝 시의 온천 시설을 시찰
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 4월에는 리젠밍(李建明) 당 서기가 오이타 현을 방문
하여 지사를 예방, 2018년에 본 현에서 개최한 세계 온천 서밋에서는 딩샤오치앙(丁小強) 
당 서기가 지사를 예방하고 현내 온천 시설 등을 시찰했습니다.

  또한, 이번 위문금 제공 의향은 셴닝 시 외사 판공실에서 근무하며 메지론 해외 서포터이
기도 한 시옹징(熊婧) 씨를 통하여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옹징 씨는 오이타 현과 후베
이 성의 교류 사업으로 2014년에 현을 방문하여 약 반년 동안 관광, 행정 등에 관한 연수를 
받고 귀국할 때 메지론 해외 서포터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번에 셴닝 시에서 보내주신 위문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와 동시에 셴닝 시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준 시옹징 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메지론 해외 서포터를 통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메지론 해외 서포터 시옹징 씨(오른쪽)
(사진은 2014년 11월 임명식. 왼쪽은 후츠카이치 부지사(당시))

(기쓰키시)
스야노사카

(분고타카다시)
분고타카다 소바

(분고타카다시)
타시부노쇼

(기쓰키시)
기쓰키 차



미국 기업과 제휴하여 아시아 첫 수평형 우주항으로

　

  오이타 현은 Virgin Orbit(본사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사장 겸 CEO : Dan Hart, 
이하 ‘버진 오빗’)과 일본의 수평형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
습니다.

  이것은 오이타 공항을 수평형 우주항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필요한 준비 
및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2년에 인공위성 발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이타 공항이 우주항 후보지로 선출된 이유로는 3,000 미터에 이르는 활주로가 
정비되어 있는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진 것과 콤비나트와 정밀 기기 메이커 
등 우주항을 위한 산업 기반이 있는 것, 버진 오빗의 엔지니어 및 고객이 될 위성 관
계 회사 분들이 체제하는 중에 즐길 관광 자원이 있는 것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
과로 보입니다.

  현은 동사와 공동으로 수평형 우주항 정비 촉진을 위한 기술 연구를 시작함과 동시
에 동사의 협력을 받아 오이타 현의 우주 산업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Virgin Orbit에 대하여
　버진 오빗은 손수 개발한 소형 인공위성에 특화 한 발사 서비스를 구축, 운용하
고 있습니다. 런처 원 로켓은 보잉 747-400 항공기를 개조하여 공중에서 발사됩
니다.

Cosmic Girl (보잉 747-700을 개조한 기체) 오이타 공항 (구니사키 시)



외국인 종합 상담 센터의 활동에 대하여

  작년 6월 27일에는 현의 외국인 종합 상담 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상설로 다언어 
대응을 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변호사, 행정사를 초빙한 전문가 상담, 주 1회 
중국어, 월 2회 타갈로그어 모국 관계자 상담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내실을 기했
습니다. 또한 상담 센터에서는 현 내 시정촌 등으로 출장 상담을 가는 것은 물론 거
주 외국인 대응 및 다문화 공생을 담당하는 시정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 등을 열
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 연수회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오이타 국제 교류 플라자는 현민의 국제 이해, 
교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4월에 설
립되었습니다. 현재는 오이타 시 iichiko 종합 
문화 센터에서 생활 상담 등 거주 외국인의 생
활 지원, 국제 이해 강좌 등 현민의 국제 이해 
추진에 관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상담 센터 직원 및 시정촌 직원을 대상
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상담 기법 연수회를 개최했
습니다. 주식회사 라이프 콘설 오이타의 업무 통괄부 차장인 후쿠시마 타카시(福嶋
崇) 씨를 강사로 초빙하여 ‘상담자의 속마음을 살피는 접근 방법… 심도 있는 대화
를 위한 계획과 기법…’을 주제로 워크숍 형식으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맞장구, 반복 바꿔 말하기→요약 메모 등
의 상담 기법을 구사하여 충돌 상태인 상
담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요구를 정리해서 
상담을 관리하기까지의 경과에 대하여 사
례를 들어가며 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평
소 법률 생활 상담과 행정적으로 주민을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수를 통해 효
과적으로 해결 방안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상담 센터 집무실

연수회 모습

　오이타 현 외국인 종합 상담 센터 상담 관계자 기법 연수회



시정촌 소식 【오이타 시(大分市)】

【오이타 시 기획부 국제과】

  오이타 시와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 시는 올해 10월 30일에 자매 도시 제휴 30주년을 
맞이합니다. 1990년에 자매 도시 제휴를 맺은 이후로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등 폭넓
은 분야에서 교류를 나누며 이를 통해 양 시의 상호 이해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시민 
레벨에서 우정을 키워왔습니다.

【미국 오스틴 시와 자매 도시 제휴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 4월에는 오스틴 시에서 자매 도시 교류의 창구
로 활동하는 오스틴 오이타 자매 도시 위원회
(AOSCC)가 자매 도시 제휴 30주년을 기념하여 ‘30 
THINGS TO CELEBRATE 30 YEARS April 2020’
이라는 제목으로 4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AOSCC 공
식 Facebook에서 양 시의 교류와 일본 문화에 관한 
동영상을 매일 올리는 기획을 실시하여 오이타 시에
서도 오스틴 시와의 교류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동영
상에 등장했습니다. 또한 양 시의 시장도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는 자매도시 제휴 30주년을 계기로 
양 시의 더욱 큰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예
정하고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영
향으로 실시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교류 방법을 모색하
여 서로가 협력하며 지금까지 쌓아 온 양 시의 관계
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합니다.

  자매도시 제휴 30주년 기획 영상은 AOSCC 공식 
Facebook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
립니다.
https://www.facebook.com/AustinOita/

 
★오이타 시 국제과 공식 Facebook★
https://www.facebook.com/OitaCityKokusai/

오이타 시의 국제 교류에 관한 이벤트 정보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이타 고등학교 서예 전공의
서예 퍼포먼스 (오스틴 시) (2019년 7월)

오이타 시 도예가의 워크숍
(오스틴 시) (2017년 2월)

벳푸 대학 마이니치 마라톤 대회에
 오스틴 시 러너가 참가 (2019년 2월)

https://www.facebook.com/AustinOita/
https://www.facebook.com/OitaCityKokusai/


※국제정책과에서 신문 등을 참고로 작성

　　　   　【4월21일(화)】　다카사키야마 아기 원숭이 ‘Yell’로 명명

　　　　　　먹어서 응원　＃오이타옐메시(大分エール飯)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따른 외
출 자제로 현내 음식점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음식점을 응원하기 위하여 
현내 시정촌과 관광 협회, 상공회의소가 새로
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벳푸 시
와 일반 사단법인 B-biz LINK는 경제 대책 프

로젝트로서 ‘＃벳푸옐메시(別府エール飯)’를 
실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이
용하여 음식점과 시민 양 측이 테이크아웃 메
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한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각지로 확산되고 있
습니다.

 오이타 현 국제교류원이 생생한 OITA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현인회 활동(친목 모임 등), 유학생 OB의 근황 등 세계 각지에 있는 오이타 현 관계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기사제공 및 문의】 국제정책과  담당 : 시게이시　【Mail】　a10140@pref.oita.lg.jp

사연을 보내주세요! 현 내의 최신 관광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투어리즘 오이타 홈페이지）
https://www.visit-oita.jp/

  외출 자제 기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가능한 한 외식은 삼가고 거
의 매일 집에서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닭다리 살과 표고버섯을 
사서 소금, 굴 소스, 후추, 맛술을 넣고 찜기에서 찐 ‘姜鶏’라고 하는 닭고기 생
강 찜을 만들었습니다.

셰 신란
(Xie Xin Lan)

  제가 태어난 중국 광둥 성의 향토 요리로 호주
에 살면서 광둥이 그리울 때 자주 만들었습니다. 
심플한 찜 요리이지만 오이타산 식재료의 맛을 
한층 살릴 수 있는 요리이니 여러분께도 꼭 추
천하고 싶습니다.

  오이타 시 다카사키야마 자연 동물원에서는 
올해도 출산 시즌을 맞이하여 19일에 올해 첫 
아기 원숭이가 탄생했습니다. 성별은 수컷으로 
이름은 ‘Yell(옐)’. 이름은 공모로 정해져 ‘신종 
코로나에 지지 말고 힘내자’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카사키야마는 3월 22일부터 휴원 
중으로 매년 열리는 명명식은 이루어지지 않았

지만, 오이타 시 다카사키야마 관리 공사는 
‘Yell의 탄생으로 여러분께 좋은 기운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출산 시즌은 8월 무렵까지로 예년과 비슷한 
130~160마리가 탄생할 예정입니다. 원숭이들
의 생생한 모습은 블로그와 SNS에 수시로 갱
신 중입니다.

mailto:a10140@pref.oita.lg.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