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一社）일본간사이조선족총회 간략소개 

 

단체이름: 일반사단법인 일본간사이조선족총회 一般社団法人日本関西朝鮮族総会 

협회 설립일:2020 년 3 월 9 일 

총회 현판식:2019 년 12 월 15 일 

법인 등록일:2020 년 1 월 22 일 

회    장:이옥단 

주    소:大阪府大阪市西成区千本南 2-14-39 

협회사이트주소: http://kcj.korean.net 

협회로고: 하기 도면 참고  

협회조직도: 하기 도면 참고  

 

협회설립배경: 일본간사이지역의 조선족사회가 긴 세월동안 정규 단체가 거의 없고 사단법인은 단 

하나도 없어서 수많은 조선족분들이 조선족의 권리를 수호하고 대변을 할수 있으며 뜻 깊고 의미 

있는 정규단체를 갈망하는게 사회적인 배경이였습니다. 

그리하여 2019 년 1 월말에 이옥단 이혜영 두 사람이 발기하고 우성희,전윤자등 많은 여성 

유지인사들이 합심하여 민심의 흐름에 따라 먼저 2019 년 3 월 9 일에 여성회및 여성경영자협회를 

설립하였고, 4 월초 잇따라 후세대교육을 위한 <온라인언어학원>을 오픈하면서 후세대부가 뭉쳐지고, 

7 월에 진행한 간사이지역 제 1 차 경영자교류회에 남성경영자및 회사원들이 많이 참석하면서 

경영자들이 뭉치게 되였고, 9 월말에 <일본제 1 회차세대교류회>를 성대히 개최하면서 차세대들이 

뭉치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9 년 9 월에 이상근,김민등 더 많은 남녀 유지인사들이 대거 합류하여 

각 부서를 통합한 뒤 총회로 발전하고 2020 년 1 월에는 협회설립부터 1 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사단법인 설립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협회취지: 

한마디로는 민족사업이고, 두 마디로는 민족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것입니다. 즉 

1). 이국타향에서 민족의 전통문화 보존, 계승, 발양, 발전 하고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2). 각항 문화,경제사업으로 모든 조선족들한테 실직적인 득이 가도록 하는것입다. 

3). 차세대 배양을 중시합니다.  

4). 후세대 육성(후세대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5) 기성세대 발전과 성장도 함께 합니다. 

 

협회주요사업: 

(1)전통문화사업 

회원및 차세대,후세대들 한테 우리민족의 전통문화, 풍습례절을 가르치고 체험시키며, 

정체성을 이어가는 각항 노력을 할것임. 대표적인 행사로는 <설 전통문화체험>, <우리말축제>, 

<가을동서양문화대축제>등 

(2)경제발전사업 

매년 경영자교류회를 조직하여 경영자들이 상부상조하는 토래를 마련하며 민족경영자를 

육성할것임. 대표적인 행사로는 < 경영자및 차세대발전 통합교류회> 

http://kcj.korean.net/


(3)차세대 육성사업 

각종 차세대발전을 위한 플랫폼 제공하고 차세대 배양을 위한 행사도 조직하며 조선족대학생도 적극 

결집하여 차세대 육성을 중요시할것입니다. 

(4)후세대배양사업-민족교육 

모든 민족사업가운데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민족교육입니다! 

현재는 위챗으로 온라인언어학원을 운영하지만 향후 조건이 되면 총회 산하 리사회 체재로 운영하는 

교장제 주말학교도 운영하여 적즉적인 민족교육을 실행할것입니다. 

(5)기성세대 발전및 성장사업 

기성세대를 위한 각종 공부회, 세미나, 교류회,독서회등 개최하여 함께 발전을 기할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성세대 차세대 후세대가 똘똘 뭉친 미래지향적인 단체로 운영할것입니다. 

 

총회 탄생 및 조직운영의 특점: 

협회설립 초기부터 정규조직을 만들고 1 년도 안되는 사이에 사단법인 등록까지 완성했습니다. 

첫 순간부터 민족사회의 존속 및 발전을 위함이란 아주 명확한 취지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뜻이 있는 인재를 모집하고, 취지에 부합되는 관련 대형 행사들을 조직하고 지역의 

후세대,차세대,여성및 경영자들을 광범위하게 단합하여 정규 조직을 편성하고 사단법인 등록도 

계획있게 추진하였으며 전반적인 현지 민족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일들을 차곡차곡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협회를 설립하여 한개월도 안지나서 가장 중요한 후세대교육을 위한 

<온라인언어학원>을 설립하고 바로 운영에 들어간것도 정말로 협회취지에 부합되는 초스피트 실전을 

추진한 사례입니다. 

물론 그 어떤 총회도 현지의 해당 커뮤니티를 100% 다 포괄할수는 없지만, 총회라는 이름답게 

총괄적으로 현지 각 계층을 결집하고 실질적인 조선족사회 발전에 도움되는 행사를 진행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히 짧은 기간내에 기적적으로 각 계층을 결집하여 정규 조직을 설립하고 민족사회 발전을 

위하여 실질적인 수많은 일들을 추진하며 사단법인 설립까지 이루어낸것은 일본뿐만아니라 전반 

조선족사회에서도 극히 보기드문 실례로써 조선족단체발전사의 하나의 큰 사례로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연혁(간략): 

1)  2019 년 3 월 9 일 여성회 및 여성경영자회 설립---간사이지역 여성유지인사들 총결집 함. 

2) 3 월 19 일 협회사이트 바로 오픈! http://kcj.korean.net/ 

3) 4 월 7 일 글로벌온라인언어학원을 설립하고 바로 후세대들의 온라인공부 스타트 함. 

4) 6 월 19 일 <일본제 1 회우리말축제> 성공적으로 개최 함   

5) 7 월 20 일 <간사이제 1 회경영자교류회>를 크게 소집하면서 간사이지역의 남녀로소 경영인들을 

결집하게 됨. 

6)  9 월 28 일 <일본제 1 회 차세대교류회>를 추진하면서 차세대들이 결집하게 됨. 

7) 12 월 15 일 총회 현판식 진행하고 조직구성및 각 부서담당자를 정식으로 확정하고 운영개시. 

8) 2020 년 1 월 22 일 일반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 

9) 이후 생략. 

 

 

 



협회 로고 

 

협회조직도 

 

 

2020.12.25  

일반사단법인 일본간사이조선족총회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