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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6th Annual Jiajiangmian Festival for Multicultural Families'12 

올해로 6 번째를 맞이하는 “보은의 자장면”행사를 통해 소수민족의 

선두주자인 화교들이 정주 외국인들에게 맛있는 자장면을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서울차이나타운개발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유국흥 & 양필승)는 광장초등학교에서 개최된 나섬공동체의 체육대회에 

참여한 500 여명의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은의 자장면"을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아래는 나섬공동체의 보도자료). 

On May 13
th
, the Seoul Chinatown Development Committee (Co-Chairmen: Mr. Liu 

Kuohsing & Dr. Phil Yang) provided “Jiajiangmyun” (or Chinese black-bean-sauce 

noodles) for 500 multicultural families at the Naseom Community’s “Summer Sports 

Festival,” which was held at the stadium of Kwangjiang Elementary School in 

Kwangjiang Ku, Seoul. This amounted to the sixth of the event.   

 

 

 

 

 



 

   

보 도 자 료 

- ’2012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체육대회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과 다문화가정을 위해 1996 년부터 사역해 

온 나섬공동체가 외국인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금번 

체육대회는 한국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과 현재 

한국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로서 

몽골, 이란, 필리핀, 인도, 아프리카 등 다국의 근로자들과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참가한다. 

나라별로 팀을 이루어 축구, 농구, 릴레이, 줄다리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되며 특별히 재한몽골학교 학생들과 

나섬어린이집(외국인근로자들의 자녀 및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아동들을 

위한 어린이집)의 아동들과 부모들을 위하여 

공굴리기, 훌라후프, 단체줄넘기 등의 놀이 겸 시합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고 대회별 

입상자들에게는 순위별로 시상하며,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나섬공동체에서 매년 주최하는 본 행사를 위해 재한화교협회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품 및 식사 등을 후원할 예정이다. 

 



 

- 아 래 - 

1. 행 사 명 : ’2012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체육대회 

2. 행사일시 : 2012 년 5 월 13 일(일) 오후 1:00~17:00 

3. 행사장소 : 광장초등학교 운동장(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소재) 

(지하철 5 호선 광나루역 1 번출구, 도보 3 분) 

4. 문의사항 : 전화 (02)458-2981, 팩스 (02)458-2982 (담당: 권성희 

목사) 

홈페이지: www.nasom.or.kr, e-mail: kshchhs@hanmail.net 

❊ 나섬공동체 - ‘나섬공동체’는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외국인근로자들과,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주여성과 자녀들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동체이다. 나섬공동체는‘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 ‘재한몽골학교’, 

‘나섬교회’, ‘나섬어린이집’ 등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유관기관으로는 ‘몽골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