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PO 법인 고베정주외국인지원센터(KFC) 

 

Kobe Foreigners Friendship Center 

 

고베 정주 외국인 지원센터(KFC) (:정주 외국인은 한국의 정착민을 의미한다.)의 시작은 1995 년에 

일어난 한신 아와지 대지진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베는 대지진으로 인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피해를 입었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외국인들을 

돕기 위해 모인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의 손길과 발걸음이 KFC 의 첫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1997 년에 정주 외국인들의 삶의 지원을 목표로 KFC 가 정식 설립 및 출범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외국인(이민)이 일본에 이주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과 직장, 학교 등에서 일본인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생활하기 위한 생산적이 활동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여전히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으며,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외국인(이민)에 대해 사회적으로 주목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사는 다수의 이익추구가 어떻게 소수를 희생시켜 왔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권리를 지켜 보호하는 것. 

서로 다른 배경이나 문화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름을 인정하는 등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며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사회가 아름답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움직임 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KFC 는 많은 분들의 협력을 힘입어, 일본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불평등 

차별을 해소하는 길을 찾으며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다양성을 존중받는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KFC 의 사업은 계속 될 것입니다. 

 

안내 

본 센터의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본 센터 운영에 협력 및 지원해 주실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기구분 : 4 월 ~ 다음년도 3 월> 

정회원            (1 구좌 12,000 엔 / 년) 

찬조단체회원      (1 구좌 10,000 엔 / 년) 

찬조회원          (1 구좌 3,000 엔 / 년) 

찬조학생회원      (1 구좌 2,000 엔 / 년) 

우체국송금(郵便振替) - 송금번호 : 00990-4-18945 

은행계좌이체(銀行口座) 

- みなと銀行 大橋支店 (미나토은행 오오하시지점) 

  普通 1692060 (구분 : 보통예금, 계좌번호 1692060) 

- 三菱 UFJ 銀行 長田支店 (미츠비시 UFJ 은행 나가타지점) 

  普通 3989561 (구분 : 보통예금, 계좌번호 3689561) 

예금주 : 特定非営利活動法人 神戸定住外国人支援センター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고베정주외국인지원센터) 



2. 여러분의 기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성함과 연락처 등을 본부에 연락하여 주시고,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부 물품(신품)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본부로 연락해 주세요. 

4. 일본어 학습이나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학습지원, 고령자 시설에서의 말동무나 레크레이션등의 

봉사활동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상이력 

 

2001 년  [ボランティア スクエア ２００１ - 볼란티어 스퀘어 2001 – 국제년 장려상] 수상 

2002 년  [고베신문 사회상] 수상 

2006 년  [元気アップ - 겡끼 업 – 대상] 수상, [고베 소셜, 벤쳐어워드] 수상 

2008 년  [제 1 회 공생, 지역문화 대상] 수상 

2009 년  [고베 キワニス(키와니스) 사회공익상] 수상 

2011 년  [효고 유니버설 사회만들기상] 수상 

2012 년  [제 5 회 かめのり(카메노리) 상 수상, CB,CSO 어워드 우수상] 수상  

2014 년  [킨키노동금고 NPO 어워드 부문 우수상] 수상 

2015 년  [井植(이우에)문화상] 수상, [요미우리 신문 복지문화상] 수상, [국제교류기금 지구시민상] 수상 

 

●활동이력 

 

1995 년 한신아와지대지진(1 월 17 일) 발생, 재해피해 베트남인 구원연락회(:구조연락회) 발족(1 월 30 일), 

       효고현 정주외국인 생활복흥센터(:효고현 정주외국인 생활부흥센터) 발족(4 월). 

1997 년 KFC 발족. 

       <재해피해 베트남인 구원연락회>와 <효고현 정주외국인 생활복흥센터>를 통합.(2 월 11 일) 

       다문화 언어를 통한 생활상담 개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일본어 학습 지원활동 개시,  

       정주외국인 문제의 조사 및 연구활동 개시, 소수자의 니즈실현을 위한 제언활동 개시. 

1999 년 재일한국인고령자의 거처만들기사업 ‘KOBE 하나의 회’ 발족. 

2001 년 효고현 등과의 공동주최 연수회[제: 현(県) 다문화 공생을 생각하는 연수회]의 개시. 

2002 년 에스닉스몰 비즈니스 기업(起業)지원사업의 개시. 

2003 년 ‘KOBE 하나의 회(KOBE ハナの会)’가 KFC 로 통합, ‘KFC 하나의 회(KFC ハナの会)’로 명칭 변경. 

2004 년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인증 (8 월). 

2005 년 주중 노인이용시설 ‘데이서비스 센터 하나의 회’ 개설 

        외국에 뿌리를 둔 어린이들에 대한 학습지원 개시 

2009 년 ‘다문화어린이 공육(共育)센터(Moi)’ 개설, 방문개호사업소(방문요양사업) ‘하나개호서비스’ 개설. 

       거택개호지원사업소‘하나개호서비스’ 개설. 

2010 년 고베대학 이문화(異文化)교류연구센터 연계사업체결. ‘나가타 연구회’ 발족. 

2011 년 동일본대지진 재해피해지원 개시. 

       (주요지원 : 효고현(兵庫県)으로 피난 및 이주해 온 동일본대지진 피해자 가족 지원과  

                  후쿠시마 어린이를 위한 일시 피난지원 사업) 

       ‘재일외국인 유아독서의 모임’ 개최(신나가타 도서관과 공동주최) 

       ‘중국잔류동포(中国帰国者) 귀국자 교류회’ 개시. 



2012 년 노인입소요양시설 ‘그룹 홈 하나’ 설립. 

2013 년 하이즈(외국에 뿌리를 둔 어린이 학습지원 in 동(東)고베) 개설. 

       노인주간이용 및 단기입소시설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시설 하나’ 개설. 

       재일 베트남인 고령자 지원사업 개시. 

2016 년 ‘KFC 모두의 다이닝(이린이 식당)’ 개시. 

2017 년 유료운임복지 서비스 ‘복지유상운송’ 개시. 

2018 년 ‘제 3 국 정주 미얀마 난민 지원’ 개시. 

2019 년 ‘후타바 국제 플라자 수탁운영’ 개시. 

 

 ●KFC 사업내용 

1. 상담 : 

  변호사 등과 연계하여 교육, 복지, 체류자격 등 일본생활에 관한 상담을 외국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가능 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영어, 한국어 등) 

2. 일본어 학습지원 :  

  실질적인 일본어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러, 자기표현 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일본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 년 이상 지속된 지역 일본어 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심하며 안전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맞춤교재를 개발해 왔으며, 교육 참가자 전원의 협동 학습과 학습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연수회 등 해당 시기와 본 센터의 실정에 맞춘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소 : 후타바 국제 플라자) 

3. 어린이 지원 : 

  외국에 뿌리를 둔 어린이의 학습지원과, 거처만들기를 주요사항으로 한 정체성확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문화 어린이 공육(共育)센터(Moi) 운영. 

     학습지원확동, 교류회, 일본어 수업,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리스쿨 사업, 진학 상담회 등. 

   - 재일 외국인 아동 독서의 모임 (초등학교방문 독서의 모임) 

   - ‘KFC 모두의 다이닝’ - 지역사회 어린이 식당 운영(지역복지사업) 

   - 정주 외국인 어린이 장학금 실행위원회 사무국 운영. 

 

4. 민족 문화 : 

   - 중국 잔류동포 귀국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중국 잔류동포 귀국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국자의 고령화로 인해 일본 내 

생활측면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KFC 는 그들이 안심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며 생활 할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귀국자를 위한 일본어교실의 운영사업. 

   -  교류회 실시(태극권, 광장무용, 노래,건강체조 등) 

   -  생활상담 

   -  KFC 도장 장소 운영. 

 

5. 제 3 국 정주 미얀마 난민 지원: 

   -  2019년 3월에 고베로 이주한 ‘제 3국 정주 미얀마 난민 제 9 그룹(5 가족, 총 22명)’이 지역사회나 

직장, 학교 등 일본생활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여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역생활정착지원(가정방문, 병원동행, 생활상담 조언 등) 



   -  일본어 교실, 어린이의 교과학습교실 운영. 

   -  난민수용에 관한 정보수집, 관련기관에 제언 등. 

6. 후타바 국제 플라자: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 국적이나 연령 등의 구별 없이 시민이 모여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2019 년 

6 월에 고베시가 개설하여 외곽단체인 공익재단법인 고베국제협력교류센터(KICC)가 KFC 에 시설운영을 

위탁합니다. ‘생활가이던스’나 ‘일본어 교실’의 개설 등 외국인 주민에 대해 지원사업을 하는 이외에, ‘지역과 

함께하는 다문화 공생의 거점시설’을 기본이념으로 일본인을 시작으로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가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  외국인 주민 생활가이던스 사업. 

   -  일본인과 외국인의 교류, 상호이해 사업. 

   -  일본어 봉사활동가 양성강좌. 

   -  다문화 알리기대원 육성강좌(재일 외국인 게스트를 강사로 진행). 

   -  국제이해교육 사업(아동관 파견사업) 등. 

 

7. 고령자 지원: 

   - 소수자 문화와 그 배경을 존중하는 고령자의 개호사업과 거처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입소시설 ‘그룹 홈 하나’,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하나’ 운영 

  -  치매 등의 요개호상태(:치매 진단으로 인한 보호상태)가 되거나 일본어 사용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벽이 있어도, 개별 이용자가 걸어온 삶의 역사를 존중하며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입소시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하나 개호 서비스’ 운영(:방문요양서비스사업 및 거택개호지원사업) 

   - 전 세계에 어느 분이라도 본인 본래의 생활모습과 습관,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개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거택 개호지원사업소’의 운영 : 각 이용자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지원. 

   - ‘방문 개호사업소’의 운영 : 이용자가 쓰는 모국어가 가능한 직원 다수 확보 중. 타문화의 이용자라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서비스 지원. 

 

●노인 주간이용 시설 ‘데이 서비스 센터 하나의 회’ 운영 

   - 누구든지 와서 본인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며 이용할 수 있는 ‘데이 서비스’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요(要)지원 1’부터  ‘요(要)개호 5’까지의 개호인증(介護認定)이 된 자, 치매인증이 된 자 등도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각 문화에 기반 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레크레이션 : 트럼프, 도미노, 화투, 퍼즐, 가라오케 기기 운영. 

   - 생일축하, 꽃놀이, 여름축제, 크리스마트 파티 등 다양하고 즐거운 이벤트 개최. 

  

● ‘커뮤니케이션 서포터 파견사업’(: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통역지원 사업). 

   - ‘고베시 와의 공동사업’으로서의 위탁사업입니다. 

   - ‘개호보험’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상담가능합니다. 

   - 서포터의 파견 무료로 제공됩니다(1 인당 연 4 회, 1 회당 1 시간 기준). 

   - 지원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한국어 등(2022 년 기준) 



 

●복지유상운송(유료운임이동서비스). 

   - 대상자 : 요개호인정(要介護認定) 및 신체장애자인정(身体障害者認定)을 받은 분. 

   - 이용방법 : 병원통원치료, 시장보기 등. 이외에도 이용자의 필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 

 

8. 관련기관 협조 요청 및 복지사업 제안: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는 사회 실현을 추구합니다. 

   - 외국인(이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시책 및 시스템을 관련기관에 요청. 

   - 공생사회를 향한 정책을 제언. 

   - 행정기관 등과의 협동사업 추진. 

9. 조사 및 연구 : 

-외국인(이민)의 역사,현상,생확실테, 관련 문화 조사 연구. 

   - 소수자 연구서 발행 등. 

   - 심포지움, 보고회, 연수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