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아시아 여성교류연구포럼의 연혁

1989년 8월 23일
기타큐슈시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내고장 만들기 사업(내고향 창생사업)으로서 101개 안건 중
「아시아의 여성연구 연수 시스템(가칭) 아시아 여성포럼 이 선정됨

(재) 아시아 여성교류연구포럼

2012년 4월현재

「아시아의 여성연구・연수 시스템(가칭) 아시아 여성포럼」이 선정됨.

1990년 10월 20일
아시아여성교류연구포럼 설립(이사장 다카하시 히사코)

1992년 11월 24일
유엔 부인개발기금 (UNIFEM)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UNIFEM일본 국내위원회를 국제부인년 연락

(재) 아시아 여성교류연구포럼
Kitakyushu Forum on Asian Women (KFAW)

회 및 재단법인 요코하마 여성협회와 함께 설립하여 그 정회원이 됨.

1993년 10월 1일
노동성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아시아 여성교류 ・연구포럼을 설립

1995년 7월 1일
기타큐슈시립 여성센터・무브를 개관

기타큐슈시에서 세계를 바라본다
아시아지역 여성의 지위향상과 연대・발전을 위하여

기타큐슈시립 여성센터 무 를 개관

1995년 9월 4일~11일
유엔 제 4회 세계여성회의(북경)에 참가.  NGO 포럼에서 워크숍 개최

2002년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NGO 협의자격을 규슈에서 최초로 취득

△ 유엔본부 빌딩(뉴욕)

…………… ……………

● 남녀 공동참가사회 실현을 위한 어프로치

● 세계적인 넓은 시야

● 시민참가

2002년 7월 31일
국제협력사업단(JICA) 국제협력 공로자표창 수상

2002년 8월 23일~9월 5일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요하네스버그・서밋)에 참가하여 각국 여성 NGO와 워크숍을 개최

2006년 4월 1일

△ 유엔본부 빌딩(뉴욕)

………………………………………………………………

●교통수단

JR니시고쿠라역으로부터 약 15분 JR고쿠라역으로부터 약 7분2006년 4월 1일
기타큐슈시 남녀공동참가 센터・무브의 지정 관리자가 됨

2009년 11월 2일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CWPDI)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

2010년 3월 1일
제 회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에 참가 한 와 공동 세미나 「한일 여성의 임파워먼 를 욕에서

(재) 아시아 여성교류연구포럼
Kitakyushu Forum on Asian Women (KFAW)

기타큐슈시립
남녀공동참가
센터 무브 3층

JR니시고쿠라역으로부터 약 15분 JR고쿠라역으로부터 약 7분

JR고구라역으로부터 약 30분

기타큐슈시청으로부터 약 10분 JR고쿠라역으로부터 약 7분

Kitakyushu Otemachi Building, 3rd floor, 11‐4 Otemachi,
제54회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 참가, 한국 CWPDI와 공동 세미나 「한일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뉴욕에서
개최

2010년 6월 1일
CWPDI와 제3회 한일 공동세미나 「한일 여성의 지역에서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을 충청남도에서 개최

2011년 4월 1일

센터 무브 3층Kitakyushu Otemachi Building, 3rd floor, 11 4 Otemachi, 
Kokurakita, Kitakyushu City, Fukuoka, 803‐0814 Japan
Tel: +81‐93‐583‐3434   Fax: +81‐93‐583‐5195
Email: info@kfaw.or.jp URL: http://www.kfaw.or.jp

기타큐슈시립 남녀 공동참가센터・무브, 기타큐슈시립 동부 근로부인센터, 기타큐슈시립 서부 근로부인센터
의 지정 관리자가 됨.

2011년 9월 1일
한국・인천발전연구원(IDI)과 교류협력협정 체결

2012년 3월 2일

KFAW 지정관리시설 ～KFAW가 3관을 일체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무브 1995년 개관 이래 내관자 500만명 돌파!

키타큐슈시립
남녀공동참여센터

키타큐슈시립
동부 근로부인센터

키타큐슈시립
서부 근로부인센터

무 브 모 지 야하타2012년 3월 2일
제56회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 참가, 세미나 「일본 농촌여성의 임파워먼트 ‐ 경제의 글로벌화와 동일본
대지진 영향하에서 ‐ 」를 뉴욕에서 개최

무 브 모 지 야하타

〒803‐0814
11‐4 Otemachi, Kokurakita, Kitakyushu
Tel: +81‐93‐583‐3939     Fax: +81‐93‐583‐5107
E‐mail: move@move‐kitakyu.jp

〒805‐0059
2‐6‐6 Ogura, Yahatahigashi, Kitakyushu
Tel: +81‐93‐661‐1122     Fax: +81‐93‐661‐2714
E‐mail: ladies‐y@k‐palace.com

〒800‐0051
6‐8 Shimomaiso, Moji, Kitakyushu
Tel: +81‐93‐371‐4649     Fax: +81‐93‐371‐4268
E‐mail: ladies‐m@k‐palace.com



(재) 아시아 여성교류연구포럼사업

아시아 여성회의 행정관을 위한 젠더 주류화 정책

◇ 2011년도 「재해와 마주한다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배운다」 1992년부터 매년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의 위탁을

KFAW 지정 관리시설

기타큐슈시립 남녀공동참가 센터・무브

무브 페스타 상담 사업◇ 년 재해와 마주한다 동일본 대지진 부터 배운다」
◇ 2010년도 「세계의 육아‐ 아이・부모・사회의 형태」

기간 1개월
장소 기타큐슈, 히로시마, 

도쿄
대상자 젠더 주류화

담당행정관

년부터 매년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 )의 위탁을
받아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연수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

남녀공동참가사회
실현을위한국제
심포지엄

무브 페스타 상담 사업

남녀 공동참가사회 형성을 위한 시민기획사업을 비롯하
여 강연회, 이벤트 등을 약 1개월에 걸쳐 개최

기간중 약 100개 시민단체가
이벤트를 기획

마음과 삶의 방법, 인권침해, 법률 등에 관한 전화・면접상담
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무브 도서실

■ 일반 상담

■ 성별에 의한 인권침해 상담

■ 여성을 위한 취업응원 상담

국제이해 촉진사업조사연구 활동

젊은이나 남성에게도 친숙한 테마를 가지고 해외로부터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시민이나 단체, 시내 학생들과의 교
류를 통해 남녀 공동참가에 관한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국
제 세미나 등을 개최

1. KFAW 연구원에 의한 해외
연구자와 공동조사 연구

2. KFAW 객원 연구원에 의한

▽ 인도에서의 조사 연
구활동 그룹 디스커션

자기개발 사업 간행물

・ 남녀 공동참가 강좌

남녀 공동참가나 젠더문제에 관한 국내외 도서・자료 및
단체정보의 수집・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브 도서실에서는 젠더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약
50,0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연수용 DVD 등의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

◇ 남녀 공동참가 가이드 북
만화 「마나미 ✤ 세

■ 변호사에 의한 무료 법률상담

일하는 여성의 꿈을 이루는 커리제 세미나 등을 개최

◇ 2011년도 월드 리포트
「동아시아의 젊은이는 지금 ‐ 일본의 만
화문화를 중심으로」

△ 월드 리포트
패널리스트

2. KFAW 객원 연구원에 의한
조사 연구

3. KFAW 아시아 연구자 네트워크
― 기타큐슈를 중심으로
젠더연구자 네트워크에
의한 세미나 개최

4. 프로그램 개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여성들의 현황을

해외 통신원

・ 차세대 리더양성 강좌

・ 여성창업가 지원 강좌

・ 새시대 엄마의 리프레

쉬 강좌 등

홈 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만화 「마나미, 고1✤16세」(2011)

◇ 젠더백서 시리즈
「대중문화와 젠더」(2012)
「KEKKON 결혼 ‐ 여자와 남자의
여러가지 사정」(2010) 

◇ 정보지
MOVING

일하는 여성의 꿈을 이루는 커리
어 업 강좌

◇ 2010년도 국제교류 프로그램
「미국식 알찬 고교생활의 요령을 가르쳐줍니다」

패널리스트
FSc의 작품

해외 통신원을
초청하여 시내

고등학생들과의 교류

램 개발
― 데이트 DV방지에 관한 예방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 예방교실 개최

5. 연구잡지 간행

조사연구 성과의 발신

◇ 「아시아여성 연구」(일본어)

◇ Journal of Asian Women’s Studies 

리포트해 줄 해외통신원을 매년 모집
・ 아빠와 아이의 요리교실

・ 리프로덕티브 스/라이츠

사업

・ 남자의 라이프 세미나 등에이프런 남자 (남성 요리교실)

「Gerbera+」(2012) 
무브 학생프로젝트
멤버의 활동 기록

≪Website ≫

http://www.kitakyu‐move.jp/

Cutting Edge

고등학생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

(E‐Journal, 영어) 

◇ KFAW 조사연구 보고서

해외 네트워크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in뉴욕에 참가

ECOSOC의 NGO 협의자격을 가진 KFAW는 매년 개최되는해외 젠더관련조직의 공통된 과제 해결 및 여성지위

남녀 공동참가 추진을 위한 지역거점으로서 남녀 공동참가 지원사업, 취업지원사업, 상담사업, 여성 생식건강/권리사

업 등을 지역과 밀접하게 실시. 자격취득 강좌 등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큐슈시립 근로부인 센터(모지・야하타)

야하타 모지

학술교류협정체결기관(2009년)

한국・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CWPDI)

충청남도가 설립한 정책교육 씽크탱크. 2009년 협
정체결 이래 지금까지 본 재단과 4회에 걸친 일한 세

≪ KFAW 의 주요 활동 ≫

CSW54 (2010)
한국・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과
공동세미나 「일한 여성의 임파워먼트」 개최

연례 회의에 참가하여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향상을 위한 상설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유의
장으로서 보고회를

매년 개최

야하타 모지 주요 강좌
◇ 취직지원・커리어 업 강좌

‐워드・엑셀 응용
‐재취직 준비 세미나 등

◇ 남녀 공동참가 지원 강좌
‐남성 세미나 「요리」
‐일하는 사람을 위한건강 플랜 등정체결 이래 지금까지 본 재단과 4회에 걸친 일한 세

미나 개최와 공동연구 조사, 국제회의 상호참가 등
을 하고 있다.

교류협력협정체결기관(2011년)

한국・인천발전연구원(IDI)

공동세미나 일한 여성의 임파워먼트」 개최

CSW55 (2011)
「일본 농촌여성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

CSW56 (2012)  
「일본 농촌여성의 임파워먼트

경제의 벌화와 일

정보지 「Asian Breeze」 발행
아시아지역 여성에 관한 정보와 KFAW 사업을 일본어와 영어로 연 3회 발행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씽크탱크. 2011년 9월 협정을 체
결하고, 향후 시민교류, 세미나/국제회의 상호 참가, 정
보교환 등을 통해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CSW54 공동 세미나(2010.3.1 )

‐ 경제의 글로벌화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하에서‐」에 관한
세미나 개최

http://www.kfaw.or.jp 

KFAW Website 
본 재단 홈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