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다문화 공생 추진 지침~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개요판]
취지·배경
도쿄 거주 외국인※=약 45만명
(도쿄도 인구의 약 3.3%)
⇒ 도쿄 2020 올림픽을 겨냥해
앞으로도 증가 예상

기본 목표

"지역에서 함께 생활한다"는 기존의 다문화 공생
사고방식을 발전시켜 "도쿄에서 함께 활약한다"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다문화 공생 추진 지침을 책정
⇒ 이 치짐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2020년 이후에도 도쿄가 글로벌 도시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 외국인이
일본인과 함께 도쿄의 일원으로 활약하는
것이 필수적

"도시 만들기에 다양성을 활용하여, 모든 도민이 도쿄의 발전을 위해 참가·활약할 수 있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실현"

정책 목표 1

정책 목표 2

정책 목표 3

일본인과 외국인이 함께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모든 외국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또한,
보다 더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의 충실

글로벌 도시에 걸맞게 다양성을 존중하여,
함께 협력하는 의식 조성

외국인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정
비하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국인의 지역 사회
참여를 촉진한다.

교육·의료·방재 등 생활 전반에 관한 정보뿐만 아
니라 관광·예술·문화·스포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으며 도쿄 생활을 보다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의 전개 예

정책의 전개 예

일본인과 외국인 양쪽의 이문화 이해를 촉진하는
동시에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을 자각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의식을 조성한다.

정책의 전개 예

● 외국인 차세대 육성

● 생활정보나 방재정보 등의 일원적인 제공

● 다양한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의식 조성

● 일본어 학습 지원의 충실

● 의료기관 등에서 외국인 대응 등을 강화

● 인권 존중에 대한 의식 조성과 국내외로의 발신

● 유학생 등 외국인 취업 및 창업 지원

● 교통기관 등의 다언어 대응의 충실

● 세계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에 충실

● 외국계 기업의 도쿄 진출 지원

● 모국과 동등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정보 제
공

● 일본인과 외국인과의 교류의 장을 확충

● 지역 활동이나 자원 봉사 등에 참가 촉진

● 기초자치단체인 구시정촌에서 실시하는 외국인지원정책
에 대한 충실한 지원
● 도쿄 생활을 보다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지역 활동이나 자원 봉사 등에 참가 촉진<재게재>

다문화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
도쿄 전역에서의 다문화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행정 등 각 주체 역할의 명확화 등.

추진을 위한 기반 정비
도쿄도의 다문화 공생 추진의 핵심인
도쿄도국제교류위원회를 재구축하
여, 정보 제공 및 상담 기능을 정비

구시정촌, 구시정촌 국제교류협회,
지원 단체 등과의 정보 공유 및 제
휴에 의한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
적으로 코디네이트하는 인재 육성

※합법적으로 3개월 이상 체류하여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된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