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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A NEWS 

「니시 공원 플레이파크 모임」이라는 단체를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활기

차게 놀 수 있도록 놀이의 장을 만들어, 아오바구에 있는 니시 공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항상 참여하고 있는 회원인 테라우시씨와 사

사키씨에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외국인 부모와 자녀들도 

대환영입니다.  

◆니시 공원 플레이파크 모임은 언제 생긴 단체입니까? 

 사사키씨: 아이들이 놀고 싶을 때 부담 없이 올 수 있고, 언제든지 누구나

가  「해 보고 싶다!」에 도전할 수 있는 놀이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활동

을 시작한 지 약 10년이 됩니다. 그 전에도 조금씩 활동은 하고 있었습니

다. 지금은 1년 동안 200회의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들을 위하여 무럭무럭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 지역 주민들

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사키씨: 1주일에 3~5회 정도 니시공원

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놀이를 

할 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흙장난을 하거나, 직접 만든 장난

감을 가지고 와서 놀 수도 있습니다. 예약은 할 필요가 없으며, 무료입니

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사용하여 물

건을 만들거나,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0~6세 정도의 어린이

를 위한 「치비 파크 이벤트」도 있습니다. 「치비 파크」는 니시 공원 플레

이파크 모임이 있는 날의 10시~14시 정도 까지 입니다. 

 테라우시씨: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어른들

도 아이들도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양파물 들이기를 하고 싶을 때에는 집

에서 양파 껍질을 모아서 가지고 온 적도 있습니다. 계절별 이벤트를 열 

때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다나바타（七夕） 장식을 만들거나, 나가시소멘

（流しそうめん）을 하거나, 가을에는 

고구마를 구워먹거나, 츠키미당고（月見

団子）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사사키씨: 매달 있는 이벤트에 관해서

는 단체의 홍보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홍보물은 국제센터나 미디어테

크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실 

경우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12월 1일 (월) 11시~15시
와 12월 2일 (화) 10시~15시에 미디

어테크에서  「치비 파크」를 개최합

니다. 부모와 자녀가 여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의 장을 만들 계획입

니다. 장소는 센다이 미디어테크 1
층의 오픈에리어 입니다.탁아 서비

스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합니다! 

 테라우시씨: 야외에서 함께 육아를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본의 사

계절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개최하고 있어 외국인 여러분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야외에 나가는 것 만으로도  어머니의 기분전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니시 공원 플레이파크에서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노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머님들끼리 대화를 나눔으로써 한 

숨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꼭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니시공원 플레이파크 모임 

전화번호：090-7562-6154（사사키） 

홈페이지：http://homepage1.nifty.com/KUROBE/index.html 

블로그：http://ameblo.jp/nishikouen-playpark 

장소：센다이시 아오바구 니시공원 그라운드 남쪽 숲에서 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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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공원 플레이 파크 모임 
사계절을 느끼며 자연 속에서 함께 놀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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