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 광 
●관광진흥과 ☎086-803-1332 
프로모션・MICE 진흥과 ☎086-803-1333 
 시내에는 고라쿠엔, 오카야마성을 시작으로 미
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이 집중하고 있는「컬
쳐 존」과 기비츠신사, 진야초 아시모리의 경관 등 
역사・문화적 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기비지」 등 
매력적인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다이
지 에요우(벌거숭이 축제)와 오카야마 모모타로 
축제, 오카야마 국제 음악제를 시작으로 하는 이
벤트 등 전국에 자랑하는 지역, 문화 자원이 풍부
합니다. 또, 관광 자원봉사의 육성과 관광지의 미
화추진 등을 지원해 방문하는 분들을 따뜻하게 맞
을 수 있는 지역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카야마시 모모타로 관광센터 
☎086-222-2912 
JR 오카야마역 2층 신칸센 개찰구 우측 
(기타구 에키모토마치1-1) 
 오카야마시, 현내 시정촌, 중서부 지역 등의  
각종 관광 팸플릿과 관광 상담도 합니다.  
영업시간 : 9시~20시(연중무휴) 
전자메일/momotaro@okayama-kanko.net 
 
●(공사)오카야마 관광컨벤션 협회 
☎086-227-0015 
기타구 고세이초 3초메 1-15 
오카야마상공회의소 6층 

관광이나 컨벤션 상담, 컨벤션 개최 사업 보조
금의 교부, 행사장의 우선적 확보, 각종 관광 팸
플릿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협회 홈페이지
는 오카야마의 특별한 정보나 관광정보를 기재하
고 있어 메일 매거진 회원으로 등록하면 매월 정
보를 제공합니다. 
(공사)오카야마 관광 컨벤션 협회 웹사이트 
http://okayama-kanko.net/ 
 

국제 교류 
국제과 ☎086-803-1112 / FAX 086-225-5408 

국제우호 교류도시, 지역 등의 교류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홈스테이 사업과 시민 방문단 파견, 맞
이사업을 기획, 실시해 시민 여러분들의 국제 이
해 촉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호 교류 살롱 
☎086-234-5882 / FAX 086-234-5878 
기타구 사이와이초 10-16  
(니시가와 아이플라자 4층) 
개관시간 : 화～금 10시～20시 
        토～일  10시～18시 
휴관일 : 월요일, 매월 제2주 일요일, 공휴일(공휴
일이 휴관일일 경우 다음날도), 연말연시 
 외국인에게 생활정보나 일본인들과 외국인들의 
부담 없이 교류 가능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회화교실, 일본어교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의 
외국어 회화교실 외에도 외국인 시민을 위한 일본
어 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제 교류 어울림(후레아이) 강연회, 일본문화 
・다문화 체험 교류회〉 
 여러나라 분들로부터 그 나라의 생활과 문화에 
관해서 배우는「국제 교류 어울림 강연회」와 외국
인 시민과 일본인 시민의 교류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일본 문화 체험 교류회」를 개최합니다. 
 
〈다언어 생활 정보지 「아쿠라」〉 
 지역 이벤트 등 전통 문화, 오카야마의 저명인
사 등 외국인 시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일
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로 1월, 4월, 7월, 10월 연 4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통역・번역 자원봉사〉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시민분들께서 자원봉사자
로 등록해 주시면 희망자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
니다. 
 
<홈스테이・홈비짓 자원봉사〉 
 가족 전원의 양해를 얻은 자원봉사 등록 가정을
홈스테이・홈비짓을 희망하는 오카야마 방문 외국
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화소개 자원봉사〉 
 외국인에게 일본 문화, 외국문화의 대한 소개나 
일본어 지도 등이 가능한 분을 등록 받아 희망자
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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