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発行：（財）岩手県国際交流協会 

   Iwate International Association 

URL： http://www.iwate-ia.or.jp/

독자앙케이트！ （추첨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지 「jiengo」에 대해 앙케이트에 협력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4 페이지를 봐 주세요. 

국제 교류 정보지（연 2 번 발행） 

와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토오노의 이야기부」는

3 개국어로 감상하였습니다.

이벤트 보고： 
2008 년 11 월 16 일（토）、아이나에서「2008 원 ・ 월드 ・
페스타 in 이와테」가 개최되었습니다. 

「미스테리 쿠킹」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무엇을 만드는 지 알게되는 
처음의 시도였습니다！

북유럽의 의상소개 

「세계는 친구 on 스테이지」 

어린이서밋 

주외국인의 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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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보릭신드롬 뿐만 아니라、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기 위한 방법（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으로、 
건강진단（健康診断：けんこうしんだん：Kenkou Shindan 또는 
건강검진健診：けんしん：kenshin）이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연령과 직업, 또 건강진단 내용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틀립니다. 자세한 것은 학교, 근무처, 
사시는 곳의 시쪼손야쿠바(건강관련과)와 보건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취학후～대학생 → 학교 
・일을 하고 계신 분（그리고 그 배우자） → 직장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 → 시쪼손야쿠바 
  ※엽서 등으로 개별적인 안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기 이외에는 사시는 곳의 시쪼손지정의 병원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강진단의 시기는 해마다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각각 문의하여 주십시오. 

■2008 년 4 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건강검진 
「특정건강조사」（또는、특정건강검진：特定健診：とく
てい けんしん：Tokutei Kenshin）은 메타보릭신드롬과 
생활습관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40～74 세의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있습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살고 계시는 곳의 
시쪼손야쿠바（건강관련과）와 보건센터, 혹은 
지정병원등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메타보릭 신드롬 
상태인 분. 또 그 예비군이신 분에게는 
건강만들기를 위해 의사, 보건사, 영양관리사 
등에 의한 「특정보건지도（特定保健指導：とくてい ほ
けん しどう：Tokutei Hoken Shidou）」가 행해집니다. 

 

메타보릭 신드롬을 포함한 생활습관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예방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느 연령의 분이시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생활 

・아침을 든든히 먹을 것 
・기름기를 가능한 한 줄이고 
 야채를 많이 먹을 것 

이와테는 산과 바다의 산물이 풍부하여 
많은 식재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철음식을 제철에 
먹는 것이 건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요? 
 
■음주 

・과음은 하지 않을 것,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을 만들 것 
・미성년자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을 것 

건강을 관리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병을미연에 방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병원과 관계없이 장기적인 가계의 절약에도 
크게 공헌될 지도 모릅니다. 

■흡연 
・금연에 도전 할 것 
・미성년자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 

흡연자는 갑자기 담배를 끊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르니 조금씩 줄이는 
것은 어떨까요? 

 
■운동 
  ・적당한 운동을 할 것 

간단한 산책 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떠세요?도보수 1000 보를 목표로 
합시다.！근처를 산책하는 것으로 
기분이 변할 지도 모릅니다. 

 

참   고 ： 이와테현발행책자「건강이와테 21 플랜」
（岩手県発行冊子「健康いわて 21 プラン」） 

취재협력 ： 재단법인이와테현예방의학협회 
(財団法人 岩手県予防医学協会)
http://www.aogiri.org/（일본어） 

이와테현의 건강에 관한 문제로는 、「암（ が ん ：Gan）」「심장질환（心疾患： し ん し っ か
ん ：Shin Shikkan：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심막의 근육에 영양과 산소를 운반하기 
위한 혈관이 막혀 일어나는 심장병）」「뇌혈관질환（脳血管疾患： の う け っ か ん し っ か
ん ：Nou Kekkan Shikkan：뇌의 혈관이 경화되어 혈관이 막히고, 파괴되는 등으로 
발생하는 병）」의 3 가지. 이것들은 、현내에 있어서 사망의 60%를 차지합니다. 
이들 병을 일으키는 원인의 한가지로 「메타보릭 신드롬」의 상태가 오래 계속되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이 「메타볼릭 신드롬」은 도대체 어떤 증세일까요？ 
또、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내장지방（内臓脂肪： な い ぞ う し ぼ う ：Naizou Shibou）」、「생활습관병 

（生活習慣病：せいかつしゅうかんびょう：Seikatsu Shuukan Byou）」에 관해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들에게 공통되는 것이、비만、고지혈증、고혈당증（당뇨병）、고혈압 

등 입니다. 이들이 중복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하며、그 원인은 내장지방의 축적、지질과 당의 대사 

이상、혈압이상 등이라고 생각됩니다. 또、그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동맥경화 （혈관이 딱딱해 짐）가 진행되어、심근경색과 뇌경색 등의 

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장과 체중으로 부터 자신의 표준 

체중（이상체중）과 BMI 를 계산해 봅시다 

※시판되고 있는 체중계에서 내장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표준 체중 

・신장（m）×신장（m）×２２＝      kg 

 

■BMI（Body Mass Index） 

신장과 체중으로 부터 비만도를 재는 

계산법입니다. 

・체중（kg）÷신장（m）÷신장（m）＝     . 

BMI 수치에서 

・18.5 미만   … 마른형 

   ・18.5～25 미만 … 표준 

   ・25 이상    … 비만 

 

 ※BMI 의 수치가 적절해도、지방비율이 

높은「숨은 비만」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주의하십시오！ 

■메타보릭 신드롬의 기준이란？ 

（일본의 기준） 
 
・비만 （肥満：ひまん：Himan） 

복부의 둘레（배꼽 주위의 배둘레）가 
  남성 85cm 이상、여성 90cm 이상 
  또는 BMI25 이상 
（내장지방형비만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혈당 （血糖：けっとう：Kettou） 

공복시 혈당 110mg/dl 以上 
또는 HbA1c 가 5.2% 이상 

・지질 （脂質：ししつ：Shishitsu） 
트리글리세리드수치（중성지방）이 
150mg/dl 이상 
또는 HDL 콜레스트롤치가 40mg/dl 미만 

・혈압 （血圧：けつあつ：Ketsuatsu） 
최고혈압 130mmHg 이상 
또는、최저혈압 85mmHg 이상 

 
이들 중에서 어느 것이나 2 가지 이상 
겸해서 가지는 상태를 메타볼릭 신드롬의 
상태라 하고  한가지 상태라도 그 예비군이 
됩니다. 

■특정건강검진 ・ 특정보험지도에 드는 자기부담액이 의료비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와테현의 보건소와 이번에 취재를 한 (재)이와테현예방의학협회에서는 각각의 건강상담을 수시로 
행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와테현（보건복지부）에서는 65 세 미만의 사망의 감소、건강수명（자립하여 생활가능한 기간）의 
연장、생활과 인생의 질（Quality of Life）의 향상 등의 실현으로 인한 「건강안심 ・ 복지사회」의 실현을 
지향하여「건강이와테 21 플랜」의 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십시오.http://www.pref.iwate.jp/~hp0360/21planfukyukeihatsu/rall.pdf （일본어）

２ ３ 



 

 

외국인과 일본인의 교류회  
「찻토란도」 
 
외국인과 일본인과의 교류,  
또 외국인 간의 교류의 장으로. 
각국의 문화소개와 계절행사 등을 테마로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테 국제화 인재활용 네트워크
 
무엇인가 자신있는 일을 국제교류에 

발휘하시겠습니까？  
인재활용네트워크에 등록해 주시면、 학교와 
국제교류단체에서 의뢰가 있을 때 각나라의 
문화와 행사, 요리 등을 소개하게 됩니다. 
(유상) 

자세한 것은 부담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외국인 상담일（매월 제 3 수요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곤란한 일이 있으십니까？ 
비밀을 지켜드립니다。 
전문상담원이、재류자격、법률、 
의료 등 전문분야의 상담에 
응합니다. 사전에 신청해 주십시오. 
 
상담일： 매월 제 3 수요일  
장 소： 아이나５층 국제교류센터 
（아이나는 모리오카역 뒤에 있습니다） 
전화예약：TEL019-654-8900 

（재）이와테현국제교류협회 
전화예약접수： 9:00-21:00 
 
■상기일정 이외의 상담도 받고있으므로 

부담없이 문의 해 주십시오 
■일본어・영어 이외의 문의는 

fax 나 e-mail 로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서포터
 

생활 중에、곤란한 일이 
있으십니까？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어가 
가능한 서포터가 활상의 
어드바이스를 해 드립니다. 
상담해 주십시오. 

재주 한국인 여러분에게, 키타카미시에
있는 재일 대한기독교회의 알림입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 기타카미 시온교회 
주소：키타카미시 토키와다이３－２３ 
    （구로키타고교근처） 
담임목사： 이 의 순 
전화： 0197-62-6038、090-6526-4062 
 
이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재일 대한 기독교회는 
작년 일본선교 100 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와 협동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자앙케이트 （추첨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지 「jiengo」에 대해 앙케이트에 협력해 주십시오. 

앙케이트 
(１)기사는 알기쉬웠습니까? 

①아주 알기 쉽다   ②알기 쉽다  
③알기 어렵다     ④너무 알기 어렵다 
※③또는④를 선택하신분은 가능하면 

그 이유를 가르쳐주십시오. 
(２)이번 jiengo 에서 재미있었던 것, 흥미가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３)의견과 바라시는 것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왼쪽의(１) ～ ( ２ )에 대한 회답에, 주소, 성함, 전화번호,
「2009 봄호 앙케이트（2009 春号アンケート）」라고 쓰신 뒤 
엽서、FAX、또는 전자 メ ー ル 로 밑의 
(재)이와테현국제교류협회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선물추첨발표는 발송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선물：5월 10 일 개최「세월페어트레이드 데이 in 이와테」 
   （아이나 내에서 개최 예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커피&쿠키셋트권」（5월 10 일 만 이용 가능）을 5 쌍에게 
 
마감일：헤이세이 21 년 5월 1일（당일 소인 유효） 

무엇인가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Jiengo 에서는 여러분의 의견, 
리퀘스트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면을 
만들 때 참고하려고 하오니 
부담없이 의견 주십시오. 

財団法人 岩手県国際交流協会
재단법인 이와테현국제교류협회 Iwate International Association

국제교류센터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1-7-1 aiina ５ th  Floor  Moriokaeki-nishidori, Morioka, Iwate〒020-0045
OPEN：9:00~21:30 TEL：019-654-8900／FAX：019-654-8922  
E-MAIL：iwateint@iwate-ia.or.jp 휴대전화의 메일도 가능합니다. 
URL：http://www.iwate-ia.or.jp/ 

■일본어・영어 이외의 문의는、fax 나 e-mail 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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