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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히가시오사카시는 2005 년 4 월 정령에 의해서 ‘중핵시’로 책정되어 새로운 도시 만들기에

착수했습니다. 1967 년에 후세시(布施市), 가와치시(河内市), 히라오카시(枚岡市)의 3 시가

합병해 히가시오사카시(東大阪市)가 탄생한 이래 반세기 가까이 지나 인구도 51 만명에

달했습니다. 한편 세계적으로는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국경을 초월해

사람, 물건, 돈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격차에 의한 빈곤의 확대와

환경파괴 등 지구규모의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국제적인 노동 이동이 진행됨과 동시에

세계와 지방도시와의 상호 의존 관계는 한층 더 중요하고 밀접해졌습니다.

이전 히가시오사카시에서는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1992 년 『히가시오사카시 국제화

대책대강』을 책정 했습니다만, 21 세기를 맞이하여 급속하게 변화해 가는 국내외의 상황을

감안하여 지금까지의 대강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히가시오사카시 국제화 추진대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강에서는 시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과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시민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듬과 동시에 히가시오사카시가 지니고 있는 사회자원을 살리면서 ‘제품제조의

도시’, ‘배움의 도시’, ‘스포츠·역사·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도시’ 로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사람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켜 ‘다문화 공생의 신시대’를

개척하고 평화 구축과 국경을 초월한 사람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노력합니다.

【１】기본 이념

히가시오사카시의 국제화 추진에 있어 ‘아시아의 도시 세계의 도시 히가시오사카’를

지향하여 다음 3 항목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１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사람들과 연계하여 평화 구축과 인권존중에 노력합니다.

２ ‘제품제조의 도시 히가시오사카’의 특색을 발휘하여 국제적 협력과 협조를 추진

합니다.

３ 다문화 공생의 도시만들기를 추진합니다.

【２】기본 목표

국제화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5 항목을 목표로 합니다.

１ ‘지구시민’ 육성

본래 인간은 어디에 살든지 그 곳은 지구의 일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는

여전히 빈곤과 차별, 편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고, 국제화를 추진함에 있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함께 지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평등한 존재라는 넓은 시야와 인식을

지닌 ‘지구시민’의 육성을 지향합니다.

２ 외국국적의 주민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사회 참여를 추진

외국인 등의 민족적 소수자가 국적이나 민족 등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는 일 없이

사회 참여가 추진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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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제품제조의 도시 히가시오사카’의 지혜와 기술을 살린 국제협력·교류의 촉진

전통적인 가공기술과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도시의 특색을 살려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의 기술협력, 생산협력을 추진합니다. 또한, 기술

연수생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기술자 파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경제의 글로

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정비를 도모합니다.

４ 이문화 이해를 촉진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시야를 지니고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인재

육성을 지향하기 위한 ‘배움의 도시’ 만들기의 추진

스포츠·역사·문화와 인재 등의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서

지역문화에 대한 긍지를 키워 나갑니다.

５ 이념과 목표의 실현에 있어 행정기관은 NPO 등의 시민조직, 대학 등의 교육계, 경제계

등과 대등한 파트너십에 의한 협동을 추진

위에서 제시한 목표 실현을 통해서 히가시오사카시는 다문화 공생의 도시만들기를

지향합니다. 즉, 국적과 민족 등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인권을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이 보장되는 사회의 실현을 추진합니다.

【３】실현을 향한 기본 시책

１ 기본이념에 따라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 청사내의 추진체제를

정비합니다.

２ 행정기관, NPO 등의 시민, 교육계, 경제계 등이 하나로 되어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을 창설합니다.

３ 시민 참가의 촉진과 다양한 섹터간의 연계, 시민 의식 계발과 이문화 이해의 촉진 및

다언어에 의한 정보제공·상담을 도모하기 위한 거점을 한층 더 충실시킵니다.

４ ICT（※）시대에 발맞춰 국내외를 향한 정보의 발신과 수집을 촉진하고 해외와의

제휴·프렌드십을 위한 거점 정비를 검토합니다.

※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의 약자）

히가시오사카시 국제화 추진대강
2008 년 2 월

발행：히가시오사카시 인권문화부 문화국제과

전화 06-4309-3155

FAX  06-4309-3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