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１．2010 다국적 합숙 사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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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자의 발표 

 

 

 

 

 

 

 

 

 

 

 

 

 

 

～주최자 미팅～ 

모두 진지하네요 

♪♪포쵸포쵸 연습중～♪♪ 잠시후 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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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당일을 맞이 하였습니다！ 

～당일 접수～ 

 

 

 

 

 

 

 

 

 

 

 

    

 

  

 

 

 

 

 

 

 

  

 

 

 

 

 

  

 

 

 

 

 

 

 

 

 

 

 

접수는 

여기예요~！ 

～아시스 브레이킹～ 

자기소개 게임 World Wide 제스쳐 게임 

버스를 타고 오오스미에 도착！ 

～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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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 

 

 

 

 

 

 

 

 

 

 

 

 

 

 

 

 

 

  

 

 

 

 

 

 

 

 

 

 

 

 

 

 

 

 

 

 

 

 

 

 

託児にて～ちゃいころさ

んと子供達～★ 

탁아에서, 

챠이코로와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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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이문화 소개～패션 쇼부터 시작！ 

 

 

 

 

 

 

 

 

 

 

 

 

 

 

 

 

 

식사는 하랄을 준비 

“아시아의 아트”에서 

수목화 작성 

“나이지리아의 전통 

문화와 가치관”에서 

미얀마 

타마인(중앙) 

판(좌우) 

방글라데시 

인도 

도티(뒤) 

샐리(앞) 

나이지리아 

한사족(우) 

이보족(좌) 

파키스탄 



5 

 

 

 

 

 

 

 

 

 

 

 

 

 

 

 

 

 

 

 

 

 

 

 

 

 

 

 

 

 

 

 

 

 

 

 

퍼포먼스의 음향 연출

을 지지하는 방송부 

진행담당 

MC♪ 

네팔 

탄자니아 

중국 

잠비아 

중국 

필리핀의 루손과 

이후가오주의 민족 

의상 

이집트 

일본 

말레이시아 

 바쥬・메라유(남자) 

바쥬・크링(여자) 



6 

 

 

 

 

 

 

 

 

 

 

 

 

 

 

 

 

 

 

 

 

 

 

 

 

 

 

 

 

 

 

 

 



7 

 

 

 

 

 

 

 

 

 

 

 

 

 

 

 

 

 

 

 

 

 

 



8 

 

 

 

 

 

 

 

 

 

 

 

 

 

 

 

 

 

 

 

 

 

 

 

 

 

 

 

 

 

 

 

 

 

 

 

 

 

 

 

 

 

 

 

댄스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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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전일 밤에도 미팅 

 

 

 

 

 

 

 

 

 

2 일째의 종합토론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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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리스트의 여러분 

통역하는 

여러분 

스크린의 

동시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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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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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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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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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오오수비 

청소년 자연의 집 

철수～！！ 

돌아가는 버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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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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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회・제 10 회「다국적합숙보고서（제 6 집）」에 대해서 

  

 다국적 합숙은 2001 년에 시작되어, 2010 년으로 제

10 회를 맞이했다. 보고서 발행은 제 6 집이 되었으며, 

이번 2009 년, 2010 년은 2 회분의 합본이 되었다. 2

회분의 다국적 합숙은 각각 6 월 둘째주와 셋째주 주

말에 실시되었고, 참가자는 457 명과 464 명이었다. 

참가비를 지불하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참가인 1 박 

2 일의 합숙에, 매번 400 명을 넘는 참가자가 모인 것

은 특필에 해당한다. 내용에 충실하기 위한 한결같은 

노력이 없었다면 달성할 수 없는 숫자이다. 지역주민

과 일본인 학생, 유학생이 각각 3 분의 1 씩 참가를 꾀

하는 등, 국제화와 지역 활성화를 착실하게 쌓인 노력

의 성과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어・중국어・영어 번역이 없다. 지금까지는 4 개

국어 합본이었지만, 제반 사정에 의해 일본어만으로 

만들어졌다. 한・중・영 3 개 국어 번역은 유학생센터 

홈페이지 및 다국적합숙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아울러 

봐 주었으면 한다. 이하, 2009 년, 2010 년의 창의연구

를 간단하게 적는다. 

○ 2009 년 보고에 대해 

2009 년은 「②분과회」질의 향상을 꾀했다. 각국에 

비슷한 댄스계가 많았기 때문에, 댄스의 기원 등, 그 

역사적인 의미를 사전에 설명하도록 요청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의 대나무 댄스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지

배자였던 스페인인이 노예 지배를 받던 필리핀인을 대

나무 봉으로 때렸으나, 그 지배의 상징인 대나무를 폭

력의 상징으로 야유한 것이 대나무 댄스의 기원이 되

었다. 대나무 댄스를 즐기는 것에 있어서 그 것을 알

고 있는 것은 같은 춤을 춘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뜻

을 지니는 것이다. 또한 말레이시아에는 대표적인 민

족이 9 개의 주에 살고 있고, 각각의 왕이 있다. 국왕

은 그 왕 중에서 5 년간 평화적으로 교대로 선택되며, 

취임한다. 이것은 말레이시아 민족이 대립을 극복한 

지혜의 산물이여, 다문화 공생의 역사적 선구로써 배

워야할 과제인 것이다. 이것도 말레이시아의 댄스와 

문화 이해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사실이다. 인도네시

아도 다언어, 다민족이며, 「다양성의 통일」을 목표로 

걸고 있다. 유학생은 댄스의 기원과 역사를 조사하며,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알게 되었다. 이는 훌륭한 유

학생 교육이며, 그 성과는 일본인의 이문화 이해 교육

이라고도 할 수 있다. 「③이문화 소개」에서는 민족 

의상의 화려함에 놀라며 즐길 수도 있지만,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각국의 민족들의 다양한 

역사와 이민족 상호의 공생의 지혜와 환희를 화려하고 

다양한 민족의상의 경연 가운데 나타나게 해야 한다. 

보고서의「분과회」의 기술은, 위의 3 개 분과회와

도 내용과 의의의 설명이 불충분 했지만, 이찌키 쿠시

키노시의 친코쿠사(鎮國寺)무라이 주지(村井住職)님에 

의한「불교와 다문화 공생」도 깊이 있는 내용을 다 

표현하지는 못했다. 일중 우호협회의「언론의 자유」

의 토론의 즐거움, 오가와 케이이찌(小川景一)씨의 

「아시아의 미술」의 참신한 점 등도 기록이 불충분하

였다. 분과회의 내용의 즐거움에 관한 소개와 배워야 

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2010 년의 과제가 되었다. 

2009 년에 중시한 것은 「⑤종합토론」이었다. 주최

자는 추구의 불충분함과 커뮤니케이션의 곤란함을 통

감하고 반성해야 하지만, 패널러의 스피치의 질의 향

상과, 교차하는 토론은 표적을 쏘고 있었고 목적은 달

성되었다. 한번 꼭 읽어 보길 바란다.「7 다국적 합숙 

실행 위원 감상」도 꼭 읽어 보길 바란다. 

또한, 제 2 부를 설치하여 스태프에게 KUFSA 담당

을 둔 경위, 스태프 활동의 의의와 집적의 크기. 그리

고,「8 다국적 합숙 Before & After」에서의 자기 성

장 과정의 체험록 등, 충실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 2010 년 보고서에 관하여  

2010 년 다국적 합숙은 2009 년의 반성을 기초로 

보고서의 질의 향상을 상정한 준비를 했다. 토요일의 

오후에는 모든 분과회가 모여, 다국적 합숙에서 실시

하는 분과회의 내용과 작업을, 모든 분과회 담당자 앞

에서,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그 자리에서 

불충분한 것과 문제점을 비판하며, 질의 향상을 목표

로 했다. 참가자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노하우와, 참

가자 참가형의 발표를 어떻게 만들어 나아갈지를 경험

자의 지혜를 총 동원 하여 전원이 상의했다. 이에 의

해 분과회의 목표가 확실하게 되어 방법의 질과 기술

이 향상되어, 동시에 다른 분과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서로 이해하여, 다국적 합숙의 전체상을 공유할 

시험의 장이 되었다. 분과회의 목적, 전개, 결론 등, 

시간적인 배분의 교안을 상세하게 작성해 주었다. 이 

발표를 다국적 합숙 실시전에, 2 회에 걸쳐 시행했지만, 

분과회의 질의 향상만이 아닌, 실시전에 보고서의 중

요 부분이 완성되어, 실시 후에는 약간의 첨가만으로 

일을 마칠 수 있었다. 가장 큰 성과는  분과회에서 무

엇이 실시되었는지를, 비참가자에게도 알 수 있도록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국적 합숙의 전체상

을 참가자 전원이 공유하는 기초자료가 되었다. 보고

서를 보면, 분과회 담당자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

지를 소비하였는지 유추할 수 있어 감격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이러한 시도도 처음이고 불충분한 것도 많이 

있다. 다른 분과회에도, ｢공평과 경쟁｣에서는 국제화에 

대한 일본인의 장단점 인식의 필요성, 위구르인 시딕 

크디록씨 참가의 「7.5 위구르 사건을 잊지않는다」 , 

인도네시아의 ｢다양성의 결속｣에는 유럽에서의 독립이 

간접적인 원인 이라는 지적, ｢이후가오문화…｣는 필리

핀 소수민족의 아이덴티티로서의 세계유산의 의미, ｢

이집트…｣의 이슬람 평화주의, ｢세계평화…｣,「외국인

의 참정권…｣、「나이지리아」, 한국「친일파」의 충

격적인 지적등, 예를 든다면 끝이 없을 정도로 충실한 

내용이었다. 기타, 종합 토론 등, 예년대로의 프로그램

도 기재되어, 각각의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또한 합숙 

당일에 급히 참가할 수 없게된 콜롬비아의 분과회가 

인디오의 권리와 문화의 재생을 테마로 가고시마 대학

교에서 7 월에 실시되었다는 것을 언급해 두겠다. 

 

 다국적 합숙도 십년을 지나, 많은 학생아 자리를 떠

났다. 세계 각지에서 미니 다국적 합숙이 일어 나고 

있는 듯 하다. 그들 마음 속에 가고시마는 크게 기억

되고 있다. 가고시마에 남아 있는 사람 중에는 그들 

마음의 고향을 더 멋지게 만들 의무가 있다.                         

（가고시마 대학 유학생 센터 코바야시 모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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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회 다국적합숙실시보고서 2010 년（제 6 집） 
*************************************************************************************************** 

일시：6 월 19 일（토）～20 일（일）   장소：오오수미 소년 자연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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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 년 제 10 회 다국적 합숙의 개요 ―목적과 스케쥴― 

*************************************************************************************************** 

다국적 합숙의 목적 

『다문화 공생 사회 구축에의 도전』 

 

1、 즐기자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이문화를 실제로 체험한다. 

또한 그 만남을 통해 친구의 고리를 세계로 넓힌다. 

2、 알자 

매스미디어에서는 전하기 어려운 해외의 일상이나 문제의 배경을 안다. 

 문화, 종교, 역사, 생활 환경등의 차이에 의한 사고 방식, 의견의 차이를 안다. 

3、 생각하자,  만들자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공생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 관용의 커뮤니티를 만든다. 

 

당일의 스케쥴 

 

1 일째 6/19(토) 

7:15~7:45    가고시마 대학 도서관 앞 집합 접수, 버스승차 

10:30~11:00 입소식 

11:00~12:00 아이스 브레이킹(자기소개 게임) 

12:00~13:10  점심식사 & 자유시간 

13:30~15:00 분과회(전반） 

      ～휴식～ 

15:30~17:00 분과회(후반） 

17:30~21:15  저녁식사（17:30~19:20）입욕（17:30~21:15） 

19:10~21:30 이문화 소개 

22:00~   취침・소등 

 

2 일째 6/20(일) 

6:00~7:30 기상・청소 

7:30~8:45 아침식사 

9:00~11:00 종합토론 

11:00~13:00 모두의 시간 

12:00~13:20 점심식사 & 자유시간  

13:30~14:00 퇴소식・버스승차 

14:00~14:30 사진촬영 & 버스승차 

14:30~17:00  가고시마 대학 도서관 앞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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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된 프로그램의 레포트 
*************************************************************************************************** 

①  아이스 브레이킹 

 가고시마 대학 법문학부 인문학과  타지리 마미코 

가고시마 대학 법문학부 경제정보학과  유 영조 

●목적 

아이스브레이킹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처음 뵙겠습니다」의 만남의 장이다.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서 만난지 얼마 안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계기를 만들고 다국적 합숙의 참가자끼리 사이가 좋아지는 계기를 만든다. 또한 여러가지 나라의 말을 

게임에 넣어서 다국적 특유의 세계를 느끼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자기소개 게임 

 ⇒ 두줄로 서서 정면의 사람과 자기 소개를 한다. 음악이 흐르면 옆으로 한번 이동해서 또 자기 소개를 

한다. 

 작년의 반성을 살려서 자기 소개의 목소리가 알아 듣기 쉽게 일대일로 자기 소개를 하는 형식으로 했다. 

한사람이라도 많은 사람과의 자기 소개로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 후의 다국적 합숙에서 

이야기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이 게임을 실시했다. 그룹의 리더에게는 천천히 자기 소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World word 퀴즈 

 ⇒ 한명이 문제의 단어를 이끌어내 그 제스추어를 실시해 그룹의 사람은 대답을 한다. 이것을 20 문제 

빨리 하는 그룹이 이기는 그룹 대항전. 

 외국의 다양한 단어를 아는 계기를 만들어 신체를 사용해 제스추어 하는 것으로 참가자의 긴장을 푸는 

것을 목적으로 해 이 게임을 실시했다. 또한 그룹 대항으로 겨루는 것으로 그룹내의 통합을 만들어 

사이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일의 흐름 

10:00~10:30   플레이 홀에 이동・그룹 나누기 

    11:00~11:10  최종확인 미팅 

    11:00~11:10  자기소개 게임의 설명 

    11:10~11:30  자기소개 게임 

    11:30~11:40  World word 퀴즈의 설명 

    11:40~12:00  World word 퀴즈 

    12:00     종료 

●반성해야 할 점 

・그룹의 리더가 회장에 도착하는 것이 늦었다. 

・입소식이 예정보다 빨리 끝나서 최종 확인 미팅이 끝나고 허둥지둥 하게 되어 버렸다. 

・자기 소개 게임에서 음악을 깨닫지 못한 참가자가 많았다. 

●개선해야 할 점 

・구입물 등의 확인을 빨리 한다. 

・자기 소개의 시간을 특별히 마련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버스 도착 시간에 격차가 있어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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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소개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일부러 자기 소개의 시간을 마련해도 그 중에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게임을 실시하는 것이 사이좋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룹의 리더에게 내용을 여러사람이 좀 더 알수 있게 하도록 한다.  

・MC 끼리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한다. 

 

●감상 

참가자가 다국적 합숙의 회장에 도착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이스브레이킹이기 때문에 참가자가 즐기고 

참가자끼리 사이가 좋아지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해 아이스브레이킹을 실시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참가자가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가해줘서 어떻게든 무사히 끝날 수 있어 좋았다. 

그룹나누기, 자기소개 등 개선해야 할 점과 반성해야 할 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뭐니뭐니해도 

참가자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이스브레이킹을 실시해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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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분과회 레포트 

가고시마 대학 법문학부 법정책 학과   미야시타 미키코・사카구치 마미 

사회인     시모노오노 료 

●목적 

 분과회는 즐기고・알기위한 정보 제공을 해 모두에게 생각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분과회 내용의 심화나 전달 방법법의 향상과 참가자와의 쌍방향적인 관계를 목표로 한다. 

주최자와 통역자, 분담 스탭이 제휴하고 참가자의 시선에서의 소개 방법과 시간의 구성을 구상해서  

참가자에게는 즐기면서 배우게 하고싶다. 

●당일까지의 준비 내용 

・전년도의 주최자를 참고해 주최자를 찾는다.（전 스탭으로   

진행했다.） 

・주최자에게 기획서 작성 의뢰 

・전 스탭의 희망을 받아서 분담 스탭을 나눈다. 

・전년도의 통역자를 참고로 통역자를 찾는다. 

・기획서를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조언을 받아 분담 스탭에게 전한다. 주최자와 분담 스탭이 연락을 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고치게 한다. 

・기획서를 사용한 시나리오 작성. 

・주최자 미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작성의 협력과 내용의 퇴고. 

・주최자에게 상세한 타임테이블（시나리오 같은 것）의 작성 의뢰. 

・제 2 회 주최자 미팅 전에 분담 스탭 미팅을 실시해 분담 스탭의 의식을 높인다. 

・참가자의 분과회 희망 번호를 바탕으로해 참가자를 나눈다. 

・필요한 기재 준비와 당일의 기록 방법 결정 

・기재 담당자와 협력해 기획서에 쓰여진 필요기재와 비품의 준비를 한다. 

●기획서에 대해 

기획서는 제목, 주최자명, 분과회 형식, 사용 언어, 목적과 내용, 주최자로부터의 메세지가 쓰여진 것으로 

참가자가 자신의 분과회를 선택할 때에도 대요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분과회의 노하우나 내용을 살려 다음에도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준비한 질문 등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쓰게 하였다. 

●주최자 미팅 

2 회로 나누어 실시해 참가자 전원이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분과회가 되도록 주최자가 서로 

노하우를 제공했다. 또한 합숙 실행 위원인 코바야시 선생님이 지혜를 내 조언 등을 했다. 

●분담 스탭의 역할  

목적 

・분과회를 좀 더 잘 하기 위해 

・스탭의 육성 

일의 내용 

・주최자, 통역자와의 연락을 세밀하게 이어지도록 한다. 3 자로써 협의, 정보공유를 한다. 

・주최자가「무엇을」「왜」「어떻게」하는지 명확하게 해둔다. 

・구체적인 정보（기재, 주최 인원 수 등）을 파악해 분과회 스탭에게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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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과회에서 미팅을 하기도 하므로 거기서 주최자 끼리의 생각을 공유한다. 

・주최자에 대해서 깨달았던 적이 있으면 조언하거나 질문한다. 

・주최자 미팅 후에 함께 정정해 질 높은 분과회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간다. 

・당일용의 시나리오, 참고 자료를 만들도록 주최자에게 연락을 한다. 

・ 분과회는 주최자, 참가자와의 쌍방향의 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가자에게서 나올만한 질문을 

주최자와 협력해 작성한다. 

・주최자에게 쉬운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 

・합숙 당일의 기록, 주최자의 서포트. 

●잘 된 것 

・당일에는 전 분과회가 순조롭게 주최되었다. 

・2 회열린 주최자 미팅에 많은 주최자, 통역자 분들이 와 

주셨다. 

・스탭끼리 결속이 강했다. 

●잘 되지 않았던 것 

・본 행사 직전에 주최자가 주최할 수 없게 되어서 분과회의 수가 변동했다. 

・분과회 스탭과 분담 스탭과의 연락, 분담 스탭으로부터 주최자에게의 연락, 또는 그 반대가 잘 되지 

않은 적이 있었다. 

・분담 스탭이 기획서나 출결 확인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적이 매우 많았다. 

・문서등의 최종 체크가 부족했다. 

・참가자 배분과 팜플렛 작성이 잘 되지 않았다. 

・당일의 기재의 준비나 뒷정리가 확인 되어 있지 않았다. 

●감상 

 분과회 스탭을 하고 느낀 것은 역시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느꼈다. 분과회 스탭의 

흐름으로서는, 주최자가 실시하고 싶은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분과회에서는, 자료의 

작성이든지 주최자, 통역자, 스탭, 또한 선생님, 선배님에게 많은 협력을 받았다. 당시에는 기분이 가라않을 

때나 싫을 때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달성할 수 있던 것은 여러사람들의 신뢰나 진력의 덕분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간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성장으로 연결된 것은 아닐까. 다국적 합숙에 참가해서 좋았다. 그리고, 

분과회 스탭이 되어서 좋았다고 진심으로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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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되어진 분과회 일람 

 

 

 

 

 

 

 

 

번호 제목 주최자 쪽 

1 격차사회와 부동산 버블 중국학우회 26 

2 공평과 경쟁 카토 야스히사 28 

3 7.5 위구르 사건을 잊지않는다－민족의 공존은 

가능한가. 

니시하라 세이이치 30 

4 가고시마의 관광도시로서의 매력～사랑하는 가고시마 가고시마 외국어 학원 34 

5 윳놀이（설날에 하는 한국 전통 게임） 유 영조 35 

6 Go Go Go-kon!~만남―친구의 고리를 넓히자～ 오다 아사히 36 

7 다양성의 결속（ビネカ テゥンガル イカ） 크리스틴 39 

8 이후가오 문화와 이후가오 계단식 논（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세계 8 번째 불가사의한 보전의 영향） 

멜로디 40 

9 말레이시아의 독특함 하피즈 딘 46 

10 이집트에 어서오세요 하젬 47 

11 소주를 즐기자! 야마시타 이노리 48 

12 아시아의 예술 오가와 케이이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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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격차사회와 부동산 버블 

 주최자：가고시마 대학 중국 유학생 학우회(리동·진림) 
●목적 

중국에 존재하는 격차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도시지역에 일어나는 부동산 버블에 초점을 맞춰 

버블의 구조나 그것에서 볼수 있는 중국 정부의 의도를 이해한 다음 격차란 무엇인가, 그리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는 이 분과회를 통해서 참가자 여러분에게 세계에 일어나는 매사에 있어 단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가지고 보고 또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버블 

하나를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발생하고 또한 의도적으로 붕괴하려고 한다는 한가지 설이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는 보통의 미디어 정보로는 전해지지 않는 견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단순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 혹은 일본이나 미국의 

반복된 실패와 같이 이어지는 것으로 간단히 결말지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보를 

비교해보면 현재의 중국 부동산 버블의 문제에는 가격 상승 이외에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 

얼마든지 보여진다는 것 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매일매일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매사에 

대해 잘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회 처럼 온 세상의 사람들과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공통의 인식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서 올바름이나 

사물에 대한 견해를 서로 공유하는 친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인 것은 아닐까요? 이번에는 이러한 

계기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 분과회를 주최했습니다. 

 

●당일까지의 준비 내용과 예정 스케줄 

・준비한 자료：①「남순강화」②일영 단어 리스트（그룹 토론시 참고로 사용하기 위해） 

・당일까지의 흐름：①테마 설정 ②처음 단락(뼈대) ③상세결정(가지) ④슬라이드 작성 ⑤시나리오 작성 

         ⑥생각할 수 있는 논의의 전개 시나리오(질문 계획) 작성 ⑦통역미팅 ⑧리허설 

・질문 계획：논의 테마「부동산 버블은 정부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까?」에 대해 Yes / No 로 나올 수 

있는 의견과 이유를 생각했다. 그 때 스스로의 의견을 더해 주변사람과도「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의견교환을 하는 것으로 참고 했다. 

 

●당일의 스케쥴 내용 

시간 활동 내용 질문・참가자의 발언 

개시   

15 분간 

 

・중국에 존재하는 격차에 

대한 슬라이드 설명 

・등소평의 개혁・개방 운동의 설명 

・「남순강화」의 소개（등소평의 사상） 

・중국의 3 개의 격차 소개 

5 분간 ・중국의 부동산 버블에 대한 

슬라이드 설명 

・중국 버블과 일본, 미국의 버블과의 차이점 

・버블의 구조에 대해 

・부동산 버블과 중국 정부의 관계 

40 분간 ・의견교환(그룹 논의) 

・한 그룹에 5~6 명, 6 그룹 

・「부동산 버블은 정부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 서로 이야기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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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분간 ・의견발표 ・그룹마다 발표하게 한다.  

 발표방법은 위의 질문에 대해서 Yes / No 로 

대답하고 이유도 말하게 하였다. 

5 분간 ・정리 ・ 「세상에 일어나는 매사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주제에 대해서 오늘의 토론회와 같이 온 세상의 

사람들과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공통의 인식을 갖길 바란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의 정리로 진행했다. 

5 분간 ・앙케이트 기입 ・참가자에게 앙케이트 기입을 부탁한다. 

●감상 

좋았던 점： 

・참가자에게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였다.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한 것 (각 그룹에 주최자 한 명을 넣어서 토론을 북돋울 수 있었다.) 

・발표의 시나리오를 전부 써서 준비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결론을 내는 것 뿐만 아니라 모두 각각의 생각이나 의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사상의 자유를 존중한 

점으로 이번 분과회의 주된 테마를 따랐다고 생각한다. 

반성할 점 개선할 점： 

・ 사전에 준비했던 격차에 관한 VTR 를 결국 방송하지 않았던 점. 자막의 사용이나 어느 언어를 

사용하는가 등 (우리들이 찍은 극 VTR 이라서 대사를 어떤 언어로 하면 좋았는가에 대한 의미) 멤버 

사이에 제대로 이야기 했어야 했다. 

・매회 사전 미팅의 전원 출석이 어려웠고 결석이 많았던 점. 

・당일의 배포 자료로서 PPT 를 인쇄한 것도 준비해야 했다. 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참가자가 메모를 

할 때나 나중에 되돌아 봤을 때 필요했다고 느꼈다. 

감상： 

이번 분과회를 통해서 우리들 주최자 자신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버블 문제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책이나 인터넷을 조사하고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들으며 날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부터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격차에 관한 토론을 할 때 어느 NHK 의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유복한 사람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에 존재하는 격차는 여러가지이고 그 모든 것을 이번 90 분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중국의 부동산 버블에도 많은 요소가 관련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를 연결해 맞추는 것도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모르는 곳 에서의 시작 이였기 때문에 사전 준비에서는 주최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맞지 않아 매회 심야까지 미팅이 진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도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최자는 중국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교환 자체가 

이문화 교류가 되어서 합숙 당일 전개될 논의를 상상하기 쉽게 해 주었습니다(일본인들의 의견, 중국인들의 

의견이 주고 받아졌다고 하는 의미). 실제 분과회 에서는 모두와 토론하는 것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논의가 전개될지 불안했지만 예상했던 것 보다 참가자가 의견교환을 해 주고 또한 주최자도 

그룹에 참가하는 것으로 직접 참가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지금까지 납득할 수 없었던 부분도 납득이 가는 점이 

있었습니다. 반성점은 주최자의 독선적인 분과회가 아니라 참가자와 함께 만들어낼 수 있었던 분과회 

였다는 점에서는 좋은 분과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앙케이트 결과（회답 인원수：２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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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이 분과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② 이 분과회에 참여해 자신의 안에서 견해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③ 전체의 진행은 좋았습니까? 

 

 

(2) 분과회에서 특히 인상에 남은 것,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었던 것을 써 주세요. 

・중국학생의 살아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지금 현재의 중국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그룹내에 일본어를 못하는 혹은 영어를 못하는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가 있었다. 

・「버블」을 이미지화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 논의는 어려웠다. 

・일본의 매스컴 사정만으로는 알 수 없는 중국의 유학생의 의견, 설명으로 중국의 사정을 조금 알게 

되었다.  

・일본의 버블 세대의 사람들로 부터 당시의 버블의 이야기를 듣고 헤이세이 시대의 자신의 무지함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인의 「중국 정부」에 대한 생각을 더 알고 싶다고 생각했다. 또 일본인으로서 일본의 버블에 대해 

더 지식을 얻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반성 하였다. 

(3) 진행방식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점, 개선점을 써 주세요. 

・토론을 하기 전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 쉬웠고 마지막 정리가 매우 좋았다. 

・그룹 대화 도중에 스탭이 와줘서 대화가 하기 쉬웠다. 

・시간내에 종료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았다. 자료가 좀 더 있었으면 보다 깊은 논의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2．공평과 경쟁 

카토 야스히사 (일본) 

●목적 

일본인은 친구와의 협력을 가장 중요시하는 대신에 개인으로서의 자질을 

그다지 중요시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이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에 개인으로서 활동 혹은 공헌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 그 이유로는 

당연히 많은 문화적 배경을 들 수 있는 것 외에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져 온 사회구조 및 산업의 진흥 패턴도 관계되어있다고 생각된다. 

일억총중류(一億総中流)의 생각을 만들어온 경위를 되돌아보고 공평과 

경쟁에 대한 일본 특유의 생각을 고찰해본다. 

세계화가 진흥하는 가운데 향후 더욱 국제적인 환경에 휩쓸리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진정한 의미의 

국제경쟁력을 개인으로서도 기르는 것이 중요해진다.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개인의 의견을 가지는 것이 

우선 국제경쟁력을 생각하는 것을 기본에 두고 이 중요한 자질의 육성을 피하게 된다면 이문화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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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에 대해서도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감상  

잘 되지 않았던 점：참가한 학생의 흥미와 이어지는 제목이 아니였다. 화제제공의 내용과 협의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화제 제공의 내용 중에서 왜 일본인이 개인적인 경쟁보다 집단적인 협력을 

중시하는지에 대한 경위를 전후의 경제 부흥 안에서 사회가 요구해온 것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현재 

일본의 경제개발이 이 20 년간에 방향을 잃어 지금까지 사회가 길러온 일본적 사고방식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장래적으로는 세계에서의 일본의 경제적 지위를 되찾기 위해 경제계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되찾는 것에 활로를 찾아내 지금까지 구축해 온「결과적인 공평 사회」를 단념하고 산업 안의 

개인에 대해서 다른 자질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것은 개인의 사회에의 공헌은 뒤로 하고 집단적 협력이 

필요로 행해져 온 교육, 기업 운영이 재검토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개인의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일본인」이라는 일반적인 일본인의 평가는 국제적인 장소 뿐만이 아니라 향후 일본의 산업계에서도 

문제시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장래에 젊은 사람이 개인적 경쟁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회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뒤쳐진다고 하는 시점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많은 질문은 유학생에 의한 

일본의 전후부터 지금까지의 경위에 집중해 향후 일본인의 젊은이들은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야할 것인가라는 종합 토론의 전초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협의에 이르지 않았다. 

향후의 과제 : 화제 제공이 질문이 되고 그대로 토론의 계기가 되는 단순한 구조가 되는 편이 좋았다. 

●앙케이트 결과（회답 인원수 17 명） 

（１）①이 분과회의 내용을 이해 할 수 있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여해 자신의 안에서 견해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③전체의 진행은 좋았습니까? 

 

 

（２）분과회에서 특히 인상에 남은 것,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었던 것을 써 주세요. 

・ 일본인은 집단에서의 행동은 하지만 개인적인 행동력이 약하다고 들은 것은 쇼크였으나 나 또한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했다. 

・테마의 결론으로 기술되어 있던 일본인의 소극성이나 개인의 의견에 있어 자신이 없다는 것이 토론을 

할 때에 여실히 나타나 있던 점이 인상 깊었다. 

・농민층이 최초로 경제 부흥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다. 

（３）진행방식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점, 개선점을 써 주세요. 

・좀 더 토론 시간을 길게 취할 수 있으면 좀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４）그 외의 의견, 감상 

・일본의 공평 사회의 성장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나는 앞으로의 사회가 경쟁 사회가 

되는 것만을 의식하고 왜 일본이 공평 사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부터 스스로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에 대한 것을 깊게 배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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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주제에 관해서는 옛날부터 생각한 점이 컸다. 정직한 이야기, 일본의 교육 시스템(제복 제도나 수업 

진행등)이 변화하지 않는 가운데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집단으로의 개인이라는 것은 현재의 학생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들은 보다 분쟁을 일으키지 않게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고 싶은 것뿐이지 않은가 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것은 집단내에서의 위치보다는 개인의 입각이라고 느낀다.  

・이번 분과회를 통해서 스스로는 알아차릴 수 없는 시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싶었다. 이 

분과회는 그러한 의미에서는 자신에게 있어서 매우 플러스가 되었다. 외국사람들과 함께 토의를 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여서 매우 재미있었다. 

・일본인은 단체로 있는 것을 좋아하고 단독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사실이다. 

일본인은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이 좋다 라는 생각에 안심감을 받는다. 「뭔가 의견이 있습니까」라고 

말해도 의견을 말하지 않는 일본인. 조기 교육 방법을 근본부터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본.  

 

3．7.5 위구르 사건을 잊지 않는다. 

～민족의 공존은 가능한가～ 

주최자：니시하라 세이지    니시하라 카오리(일본) 

●목적 

7.5 위구르 사건으로부터 일년이 지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에 민족의 차이에 의한 대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립이 왜 폭력적인 충돌이라는 형태를 취했는 가 입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었을 까요. 태어난 나라나 민족의 다름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인간으로써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봅니다.  

●당일의 스케쥴과 내용 

시간 활동 내용 질문, 참가자의 발언 

개시 ・위구르의 도시의 사진과 음악을 흐르게 

한다. 

・주최자의 소개 

니시하라 세이지, 니시하라 카오리 

시딕,쿠디록 

참고：근대적이고 풍부한 도시 

   

 

 ・위구르의 비디오(노래와 춤)를 소개 

・아무것도 없으면 훌륭한 관광도시라고 

설명 

참고：음악이 중국 음악과는 다르다. 

의상은 차이나 드레스가 아니다. 

  얼굴 생김새가 한민족은 아니다. 

민족도 문화도 중국과는 다르다. 

 ・ 위구르 사건에 대해서 폭스 TV 의 

뉴스와 휴대폰으로 투고 비디오를 본다. 

（평화로운 데모 장면과 데모대와 

치안부대가 충돌하고 있는 장면 양쪽을 

영상으로 확인한다.） 

참고：위구르 사건을 모른다. 

（일본인 학생, 중국인 유학생） 

 

 

 

 ・위구르 사건을 모르는 참가자를 위해서 

위구르 사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①사건의 발단이 된 장난감 공장 사건 

주：위구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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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데모부터 소동이 된 경위 

사건의 원인에 대한 견해가 중국 정부와 

데모의 참가자, 세계 위구르 회의에서는 

정반대 인 것을 확인. 또한 이것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되어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한 뒤에 이 충돌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인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었을지 문제제기를 하고 그룹 토론에 

들어간다. 

참고：사건을 그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놀랐다. 

 ・그룹 토론 및 발표 

중국에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난 원인, 

배경에 대한 주최자 측의 견해는 보이지 

않고 세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하고 

그 뒤에 각각의 그룹의 대표자에게 

토론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게 한다. 

주： 소동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  

참고： 

①중국정부의 제국적인 통제가 

지나치게 심해서 일어났다. 

②미디어의 정보는 원래 신용 할 

수 없다. 그러한 사건이 정말로 

있었는지 의심스럽다(어느 중국인 

유학생의 의견). 

③민족차별은 한인과 일본인의 

사이에도 있었다. 일본에는 아이누 

민족의 문제가 있다. 중국에도 

민족 차별이 있지만 예를 들면 

몽골의 경우 대학 입학시험에 대해 

소수민족의 우대정책도 있다. 단지 

위구르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번 

사건에서는 군대를 파견하는 것(=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되었지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점점 피해가 확대 되어버린다. 

(일본인의 제 2 그룹 토론에 대한 

정리) 

④TV 로 이 사건을 보았지만 깊게 

생각한 적은 없었다. (중국만이 

문제 되었지만) 일본에서는 중국과 

같이 많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런데도 계속 

수상이 바뀌고 있다. 중국은 

57 개의 민족이 있어 국토가 넓고 

16 억의 인구를 거느리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지금은 경제의 



32 

 

발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데모의 허가에 대해서도 국정이 

다르다. 중국의 경우 정부가 

정부에 있어 악영향이 일어난다고 

판단하면 허가하지 않는다. (중국인 

유학생의 제 1 그룹 토론에 대한 

정리) 

⑤국가의 정치 레벨과 서민의 생활 

레벨을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정부와 중국의 정부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여러가지 의견의 차이가 일어나 

논쟁이 된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100% 의견이 일치해서 

좋아지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해서 그것이 직접 전쟁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중국과 

일본의 서민이 직접 싸우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일반의 서민은 

국가의 정치가 어떠하여도 나날의 

생활을 보통으로 지내고 있다. 

이것과 같이 서민의 보통 생활에 

있어서 위구르인과 한인이 직접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민의 

생활 레벨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중국인 

유학생의 의견) 

 ・위구르 사건의 포인트 정리 

위구르 사건의 발단이 된 장난감 

공장에서의 한인의 위구르인에게 대한 

폭력은 사실오인, 오해가 원인이다. 

민족간의 차별이 아니라 중국 사회에 

퍼지는 한민족 내부의 격차(해고되어 

실업한 가난한 중국인과 일부 

부유층과의 격차)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을 시사. 그것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제일 큰 문제.  

・시간의 제약도 있어 한족과 위구르족 

사이에 있는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왜 데모가 되었는가? 

참고：장난감 공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것에 한에서는 

폭력을 사용하는 필연성 없음.) 

주：중국에서 데모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참고：데모를 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정부의 견해에 반하는 

데모는 위법이다. 

주：（이 의미에서는 데모는 무력 

진압하는 필연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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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지 않음. 

 

 

 

 ・분과회를 통한 감상 참：중국정부의 대응에도 문제는 

있지만 위구르인도 폭동이 되지 

않는 고안을 해두는게 좋다고 

느꼈다. 

참：중국 정부는 나쁘다는 선입관이 

있었지만 사실관계를 직시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단순한 

차별주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감상 

최초로 대화 형식의 분과회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을 여기서 처음 알았다는 참가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설명에 시간을 들여버려서 참가자의 의견을 끌어내면서 분과회를 진행시킬 수 없었다. 단지 

주최자 측에서 결론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설명을 하지 않고 사건의 개요 설명 뒤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는 것에 의해 여러가지 의견이 나온 것은 성공이였다. 향후의 과제로서는 사전에 참가자의 레벨을 

알 수 있는 앙케이트를 준비하면 당일이 되어 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앙케이트 결과（회답 인원 수：12 명） 

（１）①이 분과회의 내용을 이해 할 수 있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여해 자신의 안에서 견해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③전체의 진행은 좋았습니까?  

 

 

（２）분과회에서 특히 인상에 남은 것,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었던 것을 써 주세요. 

・「국가에 따라 사고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자신의 생각에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13 억명을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수 있는가를 이야기 했다. 

・왜 중국인은 우룸치와 분열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 

・일본과 중국은 똑같이 민족문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56 개의 민족이 하나의 나라에 매듭지어 질 수 있는가, 자본주의와 격차사회의 진행을 선악에 대해 

배우고 싶었다. 

・민족문제라고 하는 견해와 중국의 노동문제의 견해도 있는 것을 알게되 과연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족간의 문제 국가의 사고방식의 차이 시점의 차이를 인식 할 수 있었다. 또한 미디어의 보도의 

차이가 국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３）진행방식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점, 개선점을 써 주세요. 

・위구르 문제를 자신에 비추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한인, 위구르인, 몽골 사람들이 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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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 같은 분과회 였습니다. 

・좀 더 위구르 사람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다.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을 좀 더 갖고 싶었다. 

（４）그외의 의견, 감상 

・ 한인이 위구르인을 업신여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보도기관이 다양한 면을 보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은 아닌가.  

・중국사람도, 일본사람도 생각은 달라도 즐겁게 생각 

할 수 있고 사이가 좋아지고 싶은 기분도 함께 

알게되어 친근감이 생겼다. 

 

4．가고시마의 관광도시로서의 매력 

～사랑하는 가고시마～ 

주최자：가고시마 외국어 학원(일본) 

●목적 

같은 주제에 대해서 유학생의 시점을 도입하는 것으로 상호이해를 

도모해 실현 불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으로 공생에의 첫 발을 

내딛는다. 가고시마에는 많은 이벤트나 관광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로부터의) 관광객의 유치가 되어있지 않다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일본인과 타국의 참가자로서 각각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어떻게 하면 국제교류가 좀 더 활발해 지는 가를 생각한다. 

●감상 

시간 배분은 거의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대화는 각 그룹에 사회자를 두는 것으로 부드럽게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사전에 사회의 진행방식등을 연습했던 덕분에 많은 의견을 낼 수 있었다. 잘 진행하지 못했던 점은 

도입부분이 조금 길었던 것이다. 사실이나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처럼 참가자 분들이 모이는 

기회였기 때문에 좀 더 대화나 의견교환의 장소로서 시간을 들이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 다음부터는 참가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말하고 교류를 가지는 것이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한다.  

●앙케이트 결과（회답 인원수 27 명） 

（１）①이 분과회의 내용을 이해 할 수 있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여해 자신의 안에서 견해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③전체의 진행은 좋았습니까? 

 

（２）분과회에서 특히 인상에 남은 것,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었던 것을 써 주세요. 

・의견을 서로 낼 때 세대나 지역이나 나라마다 착안점이 달라서 의견을 듣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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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교육학부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의 이야기방식 등이 매우 공부가 되었다. 

・일본인과 외국인이 관광객의 감소에 대해 느끼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 

（３）진행방식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점, 개선점을 써 주세요. 

・지역의 치우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고시마 현 내의 각 지역을 알리길 바랬다. 

・좀 더 발표나 토론의 비중을 크게 했다면 더 즐거웠을 것이다. 

・ 외국에서는 시선을 마주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원고만 보지 말고 사람의 눈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４） 그외의 의견, 감상 

・지금까지 쭉 가고시마에 있었으므로 외국인이 밖에서 본 가고시마라는 의견이 인상깊었다. 외국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지금까지 가고시마 사람은 국제협력에 대해 직접 체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역시 관광지로서 어필이 되면 민족학적인 특징이 주목받기 쉽다고 생각했다. 좀 더 다른 분야에서 어필 

포인트도 찾고 가고시마가 아니면 안된다는 매력을 어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5．윳놀이 

～설날에 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게임～ 

주최자：유 영조 (한국) 

●목적 

  한국의 전통적인 놀이방법을 통해 한국의 대가족 문화를 재미있게 전합니다. 

●감상 

한국의 게임을 통해서 한국이 역사적으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인가, 또한 현재 한국의 대가족의 

풍습을 전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게임을 모두 체험하게 해서 즐기면서 한국의 게임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질문이나 대화의 시간이 적어 일방적인 설명이 되어버렸다. 

후반부터는 좀 더 게임의 문화나 대화를 가지는 시간을 늘려야 했다.  

●앙케이트 결과（회답 인원수 34 명） 

（１）①이 분과회의 내용을 이해 할 수 있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여해 자신의 안에서 견해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③전체의 진행은 좋았습니까? 

 

（２）분과회에서 특히 인상에 남은 것,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었던 것을 써 주세요. 

・한국 특유의 생각이나 의미가 있어서 재미있었다. 

・나라의 벽을 넘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인상깊었고 또한 한국의 농업 등도 알게 되었다. 

・한국의 이와 같은 게임을 배워서 한국의 존재가 보다 가깝게 느껴졌다. 

・단순한 룰인데 운과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1 대 1 이 아니라 팀에서 응원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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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진행방식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점, 개선점을 써 주세요. 

・「도, 개」등의 이름을 전부 연습하면 기억하기 쉽다. 

・통역이 빨랐기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설명은 사진이나 시뮬레이션 등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기 쉬웠다. 

 

 

 

 

 

 

6．GoGoGo-kon! 

～만남―친구의 고리를 넓히자～ 

 주최자：오다 아사히 (일본) 

●목적 

여기서 미팅이라는 말에는 이성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넘어 「이문화와의 만남」의 의미가 

담겨있다. 다른 연령, 국적, 문화를 가지는 사람들이 모이고 회화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없고 

실제로 그러한 장이 되면 커뮤니케이션의 즐거움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첫 대면끼리 언어의 벽을 

넘어「전하자」라는 것에 의해 서로의 다름을 아는것과 동시에 공통되는 감각을 찾아내길 바란다. 게다가 

이 만남을 계기로「다음에 차라도 한잔 해요」라고 부담없이 말 할 수 있는 계속 이어지는 「친구의 

고리」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바라는 것에 있다. 

 

●당일까지의 준비 내용과 예정 스케쥴 

※각 테이블에 사전에 준비한 것 

・테이블명을 표시한 번호표 

・토픽카드（회화의 주제 찾기용）：여행, 음식, 요리, 장래의 

꿈, 애완동물, 실패담, 친구나 가족 등등 

・ 종이와 연필（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것 등을 써서    

나타내기 위해） 

・과자와 음료 

시간  활동 내용 질문, 참가자의 발언 예측 등  

개시  주최자 인사, 취지 설명 

(진행자의 자기 소개 후 미팅이라는 

말에는 ‘이성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넘은 ‘이문화와의 만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과 이 만남을 

계기로 친구의 고리를 세계로 넓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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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것 등을 말한다. 또 

팜플렛의 다국적 상품도 이 장소에서는 

유효하다고 알려준다.） 

15 분간  미팅타임 1 회째 

참가자 각자 자기소개(순서는 자유)를 한 

뒤에는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맡기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은 듯한 곳은 그때그때 

도움을 준다.   

 

5 분간  자리바꾸기 1 

미팅 1 회째와는 다른 대면이 되도록 

짠다. 

 

20 분간  미팅 타임 2 번째 

(1 회째와 같이 자기소개→대화를 

즐기도록 한다.) 

 

5 분간  자리바꾸기 2 

미팅 1,2 번째와는 되도록이면 다른 

대면이 되도록 짠다. 

 

30 분간  미팅 타임 3 번째 

(1,2 번째와 같은 방법으로) 

 

10 분간 미팅종료. 정리한 뒤에 앙케이트 기입. 

단체사진 촬영. 이것을 계기로 ‘다음에 

차라도 한잔 해요’라고 부담없이 말할 수 

있는 계속 이어지는 ‘친구의 고리’가 

넓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과 동시에 이 

분과회의 참가와 협력에 감사를 표한다. 

사진은 기록 등에 사용되는 취지를 알리고 

참가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당일의 스케줄 내용 

 

시간 활동 내용 질문, 참가자의 발언 

개시 

(지연 

20 분) 

〈늦은 이유〉 

・ 회장의 사용 장소의 상세한 부분을 

몰랐다. 

・준비시간이 꽤 걸리는 것이 많았다. 

・음료 냉장고가 멀리 있고 갯수도 많아서 

옮기는데 시간이 걸렸다. 

・ 참가자의 반 이상이 예정 이외의 

멤버였다. 

 

25 분간 미팅 타임 2 번째 

한 테이블의 인원 수：3~4 명 

주최자는 토픽 카드를 가지고 한 

테이블의 회화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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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간 자리 바꾸기 참가자가 예정보다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당초 예정하고 있던 

자리 바꾸기 방법은 단념했다. 자리 

팻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먼저 

예정된 테이블에 앉고 없는 사람은 

임의로 각 테이블에 나눴다. 

25 분간 미팅 타임 2 번째 

한 테이블의 인원 수 : 4~5 명 

 주최자는 토픽 카드를 가지고 한 

테이블의 회화에 참여한다. 

5 분간 앙케이트 작성, 회수  

10 분간 사진촬영, 사진의 희망자 접수 

참가자 팜플랫 ‘다국적 상품’의 소개 

 

●감상 

우선 준비에 시간이 걸려버려서 참가자를 기다리게 한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또 예정 참가자와 

당일의 참가자가 큰 차이가 난 것이다 시간관계로 자리 바꾸기가 한번이 되어 그 방법도 임의로 배분하는 

형태가 된 것으로 진행이 부드럽게 되지 않고 참가자를 혼란스럽게 해버렸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일 

참가자의 큰 차이가 생겨도 괜찮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었다고 반성하고 있다. 

참가자의 경향에 있어서는 일본인이 대부분 이고 유학생은 각 그룹에 한 두명인 비율로 국적에도 편향이 

있었다. 그 때문인지 참가자에게서 좀 더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를 바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배려의 한계였다고 생각한다.  

분과회 준비중에 각 테이블에서 대화가 활기를 띌지가 불안했지만 일단 주최자는 가능한 한 회화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다. 기뻤던 것은 우리의 걱정을 뒷전으로 자기 소개부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어 서로의 나라를 물어보는 등 모든 테이블에서도 즐겁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고조의 정도 

차이는 있었던 것 같지만 개최 전의 걱정은 기우였다. 또 몇 테이블에서는 토픽카드를 이용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준비한 것이 활용되어 좋았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에는 기념 촬영을 해서 그 

후 참가자 팜플랫에 있는 ‘다국적 상품’을 소개한 것으로 각자 연락처 교환을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단지 이것을 분과회 처음에 소개 했으면 좋았겠다 라고 조금 아쉬운 기분이 들었다.  

분과회 종료 후에도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참가자의 모습에 이 분과회가 적지만 이문화와의 만남의 

계기가 된 것 일까 라고 기쁘게 생각해 이 만남이 일상생활에서의 친구의 고리가 되어 지속적으로 보다 

깊게 퍼져가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랬다. 기획 운영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보게 된 것도 많아서 

주최자 자신에게 있어서도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끝이 났지만 원래 함께 주최할 예정이었던 친구 한 명이 사고에 의해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정말로 유감이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실전에 이르기까지의 준비나 당일의 갑작스러운 응원 

요청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꼈다. 정말로 감사 드린다. 

 

●앙케이트 결과 (회답 인원 수 30 명) 

（１）①이 분과회의 내용을 이해 할 수 있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여해 자신의 안에서 견해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③전체의 진행은 좋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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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분과회에서 특히 인상에 남은 것,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었던 것을 써 주세요. 

・ 일본인과의 교류도 꽤 흥미로웠다. 같은 나라 사람끼리라도 이문화 교류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즐거웠다. 

・외국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가치관이나 문화의 차이를 배울 수 있었다. 

・표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외국사람들과 이어지고 싶었다. 

 

（３）진행방식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점, 개선점을 써 주세요. 

・일본인과 유학생이 반으로 균등하게 나뉘도록 짜여져 있었다. 

・마루에 앉아서 하는 활동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다. 좀 더 자리 바꾸기가 있었어도 좋았겠다 라고 

생각한다. 

・각 테이블에 놓여진 필기 용구와 메모장으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다. 

 

7．다양성의 결속（비네카 팅갈 이카） 

주최자：크리스 틴・브라사노(인도네시아) 

●목적 

다양성의 결속의 의미를 설명한다. 

●당일까지의 준비내용 

・준비했던 질문 

Q1. 인도네시아에서 어떠한 다양성이 있는가? 

A1. 민속, 종교, 언어 

Q2. 어째서 이 다양성이 하나가 되었는지? 

A2. 유럽국가에게 지배되어온 인도네시아.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라는 국가가 민족이나 종교의 차이로 뿔뿔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목표로 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는 것이 다양성이 하나가 되는 

것에 연결된다. 

Q3.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A4. 청년들이 일치단결하고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민족이나 종교, 언어의 차이를 넘어 

인도네시아가 하나가 되어 간다.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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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의 준비는 큰 일이었지만 당일의 흐름은 좋았다고 생각한다. 간단한 일본어 밖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참가자의 반응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다. 준비를 허둥지둥 했기 때문에 불충분한 곳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질문을 받을 때 잘 대답할 수 없었다.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 같은 테마로 실시하는 일이 있으면 불충분한 곳을 고쳐 금년과는 다른 구상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앙케이트 결과（회답인원수 24 명） 

（１）①이 분과회의 내용을 이해 할 수 있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여해 자신의 안에서 견해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③전체의 진행은 좋았습니까? 

 

 

 

（２）분과회에서 특히 인상에 남은 것,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었던 것을 써 주세요. 

・ 같은 국내에서도 시차가 있거나 국경이 있거나 일본과는 다른 점이 많아서 놀랐다. 

・ 1 개의 나라가 이만큼 많은 민족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에 놀랐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유일한 언어」가 되고 나서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 또 음악은 일본의 가요 곡이나 엔카와 

닮아 있어 가깝게 느꼈다. 

・ 과자와 차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지 신경이 쓰였다.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달콤함」이 

이상했다. 

（３）진행방식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점, 개선점을 써 주세요. 

・ 일본어로 열심히 설명해 주어서 매우 호감을 가졌다. 

・ 차나 과자를 낸 점이 흥미를 일으켰다. 또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즐거웠고 내년에도 참가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 영상의 설명을 더 해주기를 바랬다. 

 

 

8．이후가오 문화와 이후가오 계단식 논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세계 여덟 번째 불가사의의 보전의 영향~ 

주최자：멜로디 무구엘자 (필리핀) 

●목적 

・“세계의 불가사의”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 대해 이해하기 

・이후가오 계단식 논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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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윤곽、역사、이후가오 사람들, 공학 시스템, 문화와 계단식 논 현재 위치 

・이후가오 계단식 논의 몇 개의 시도와  동아시아와 동남 아시아의 계단식 논을 연결하고,  

각각에 대해 말한다. 

●당일까지 준비 내용 과 예정 일정 

비디오(일영・상영시간 약 25 분) 

・프레젠테이션 

・번호 카드 

시간 활동내용 질문・참가자의 발언예측 등 

개시 그룹 원동력: 화자와 청자의 거리를 줄여, 

청자보다 활발하기 위하여 이루어 진다. 

(활동:사각 ・ 삼각 ・ 직사각형 ・ 원 모양을 

보여 참가자들에게 좋아하는 그름은 선택해 

달라 한다, 그들이 선택한 각 도형이 갖는 

의미를 설명한다. 그리고 그들의 성격을 

진단한다. 

 

5 분간 

 

도입 

・“세계의 불가사의” 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이란? 

 

20 분간 

 

계단식에 대한 비디오 감상 

(음성：영어、자막：일본어） 

 

20 분간 

 

이후가오 계단식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5 분간 

 

평가 (잡학 퀴즈) 

참가자가 분과에서 이 주제에 대해 이해 

할 수 있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채점 

우선 참가자들이 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최자의 쪽으로 채점 된 프린트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을 듣고, 그 사람의 이름과 번호를 적어 

둔다. 

잡학 퀴즈의 내용 

a.어는 나라에서 계단식 논 시스템은 

구축되었습니까? 

b.필리핀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계단식 

논을 건설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c.이후가오의 의미는? 

d.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이주한 

중국의 부족은 무엇입니까? 

e.계단식 논의 길이는 몇 미터입니까? 

f.이후가오의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구두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g.이후가오 사람들은 그들의 벼농사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h.이후가오 계단식 논은 만들어지고 

나서 몇 년이 됩니까 

i.고대 이후가오 사람이 바위를 부수는 

데 사용하는 2 가지 방안은 

무엇입니까? 

j.세계 유산 목록에 올라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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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가오의 수는 어느 정도 일까? 

25 분간 

 

공개 토론 

・이후가오 계단식 논에 대해 좀 더 이해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일본과 필리핀, 한국, 중국 그 외 국가의 

세계 유산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왜 어떻게 해서 문화 유산을 지키는가? 

・토론 Ⅰ 

a. 이후가오 계단식 논의 지리와 윤곽에 

대해 

 

b. 이후가오 계단식 논의 역사에 대해 

 

 

 

c. 이후가오의 사람들 : 그들의 자연과 

문화 

 

 

 

d. 이후가오 계단식 논의 공학 시스템 

 

 

 

 

 

e. 문화와 계단식의 문화와 환경의 역사 

 

f. 이후가오 계단식 : 세계 위기 유산 

목록 현황 

 

 

 

 

 

・토론 Ⅱ 

 

（예： “여기 일본에서는 몇 개의 세계 

유산이 있습니까” 일본인의 참가자가 관심을 

갖고 답 할수 있도로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질문하여 해답을 얻기） 

 

 

 

 

 

 

 

 

 

 

 

a.이후가오 사람들과 필리핀에서 다른 

민족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b.이후가오 사람들은 어떻게 계단식 

논의 기술을 후세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것은 현재도 행해지고 있는 것일까 

스페인에 의해 정복당한 것일까? 

 

c.왜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에 대해 

노래를 부르는 것인가? 이후가오 

계단식 논을 보호하는 것에 이후가오 

문화의 역할은 무엇인가? 

 

d.이후가오의 사람들은 어떻게 벽을 

세운 것일까?  

물은 어떻게 균등히 이후가오 

계단식 논의 정상부터 지하까지 

흐르는 것일까 

 

e. 이후가오문화의 이후가오 계단식 

논에 대한 가장 큰 공헌은 무엇인가 

 

f. 왜 이후가오 계단식은 세계 위기 

유산 목록에 있고, 그것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 1: “참가자 여러분의 나라에 각각 

몇 개의 세계 유산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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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당신의 정부는 당신의 나라의 

세계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5 분간 

 

표창・끝맺음 

・고득점의 참가자를 읽고 나서 필리핀에서 

들여온 이후가오 나무 인형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당일 일정 내용 

시간  활동내용 질문・참가자의 발언 

개시 그룹 원동력  

20 분간 

 

도입 

세계 불가사의 라는 것은 무엇인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이란 무엇인가? 

 

20 분간 

 

이후가오 계단식 논에 대한 비디오 감상 

(일본어 자막) 

 

15 분간 

 

이후가오 계단식 논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10 분간 

 

평가  

・잡학 퀴즈 

 

10 분간 

 

공개 토론 

・토론 I 

 

 

 

 

 

주최자의 답변 

계단식 논은 항상 산 정상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논이 완전히 샘, 강, 폭포에 

공급하는 빗물에 의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가오에서 장마는 

보통 6 개월에서 벼농사도 이식에서 

수확까지 6 개월에 걸쳐 있습니다 

 

 

주최자 답변: 

네. 이것은 우리가 유전자 조작 작물이 

 

 

참가자： 

산 정상은 1500m 에 이른다고 

했는데, 작물을 기르는데 비가 

필수적인데 관계에 충분한 비가 

있습니까? 

 

 

 

 

 

 

 

참가자： 

아직도 같은 품종의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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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원산의 과거 수년 전부터 

길러지고 있는 쌀의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유전자 조작 

작물은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들의 

환경 자연주기를 바꾼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최자의 답변： 

농민들이 이미 논을 뒤고 하고 다른 일을 

찾거나, 1 년간에 두 번 수확할 수 있는 

교배종의 쌀을 경작하여, 저지에 새로운 

토지를 구입하거나 한다. 현대의 쌀과 

비교하면 생산성은 정말 낮은 편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얼마나 낮은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의 교배종의 쌀과 비교하면 

정말 낮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농민 논에서 

경작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역과 수출 

시장의 원산의 보급촉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최자의 회답：네. 그렇습니다. 

 

 

주최자의 회답：문바키는 이후가오의 

성직자입니다. 

 

 

 

주최자： 

그들은 고구마와 다른 뿌리채소류과 야채를 

키우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이후가오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인 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후가오에서는 논을 포함하여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은 벼농사와 같은 농업 

생산에 있어서 당신이 풍족한 지 아닌지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참가자： 

생산성은 어떻습니까? 

이후가오 사람들이 생산하는 때, 

현대의 쌀 생산에 비해 어느 정도 

생산량이 낮은가? 

 

 

가격은 단정 할 수 있습니까? 

 

 

 

 

참가자： 

그것은 보조금 시스템 입니까? 

 

참가자： 

당신은 언덕에 있는 사람들의 

문바키에 대해 말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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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II 

5 분간 ・표창・끝맺음   

 

●감상 

잘 된 점 

그룹 원동력이 잘 됐다. 나는 수작업으로 일본어 자막을 영상에 

붙인 때문에, 그것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본인의 

참가자는 더 알기 쉽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와 인도, 그리고 일본의 대표 분들이 그들 자신의 

나라의 세계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 해 주었기 때문에 토론이 

정말 재미있게 되었다. 이러한 토론에서 세계 유산의 발견과 

보호에 대해 참가자에게 찾아보라는 것은 이 분과회의 주요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또한 참가자들은 필리핀의 세계 유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계 

유산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인식하고, 이해하고, 각각의 세계 유산을 

존중하는 것은 국경을 잇는 다리 역할을 창조하신 될 것입니다. 이 토론의 바탕이 다국적 캠프의 주제인 

“다문화 공생 사회 구축에의 도전”을 겨냥 것이다. 내가 미리 참가자 국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좋았다. 나는 그들의 세계 유산 사진 및 파워 포인트를 준비할 수 있어 그들의 세계 유산에 대해 논의하고 

참가자는 이들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가능했다. 따라서 논의가 보다 원활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한다. 

잘 안 된 점 

토론 시간이 더 있으면, 참가자의 세계 유산을 공유하기 위해, 좀더 좋은 토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토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상을 1 개로 했지만, 이 유형의 논의를 하는 시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향후 과제 

우선 이것이 다국적 합숙에서 항상 문제가 되지만, 특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여하튼 시간 

조정을 요청한다. 더 많은 참가자가 있는 경우, 특히 강의 토론 형식이나 강의 워크숍 형식의 분과에는 

최소한 2 시간을 필요로 한다.  

 

● 설문 조사 집계 결과 (답변 인원 18 명) 

(1) ①이 분과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가함으로써 자기 안에 견해나 사고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③ 전체 진행은 좋았습니까?  

 

(2) 분과회에서 특히 인상에 남는 것 ・ 더 깊이 배우고 싶었던 것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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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가오의 계단식 논을 찾는 관광객이 세계 문화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했다. 

・자신의 나라의 세계 유산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느꼈다. 

・세계 유산으로 “위기”라는 항목이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어 공부가 되었다. “무엇을 잃었는가?”는 

잃어 보고 알 수 있는 것 같다. 

・각 문화와 유산은 1 개의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국경을 넘어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점・개선 사항을 적어주세요. 

・일방적 아니라, 토론 시간이 마련되어 것이 너무 좋았다  

・영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로 따라가지 못해 아쉬웠다 

(4) 기타 의견・감상  

・계단식 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고, 그것을 고대 사람들이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이후가오 족들이 계단식 논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과 물을 사용하여 바위를 깨뜨려 나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주 긴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계단식 논을 지금도 크게 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실제로 계단식 논을 보고 싶다. 

 

 

9．말레이시아의 독특함 

주최자：하휘즈・딘 (말레이시아) 

●목적 

・말레이시아의 습성과 민족의 소개를 한다. 

・말레이시아의 습성을 느낀다.(매너, 결혼스타일) 

●감상 

잘 된 점 

・참가자가 너무 재미있었다. 

・슬라이드 작업이 부드럽고 좋은 발표를 할 수 있었다. 

・시간 내에 끝냈다. 

잘 안된 점 

・슬라이드에서 올바른 일본어 통역을 못했다. 

・동중에 온 참가자를 위한 의자가 부족했다. 

・참가자에게서 많은 질문을 듣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다. 

●설문 조사 집계 결과 (답변 인원 42 명） 

(1) ①이 분과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가함으로써 자기 안에 견해나 사고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③ 전체 진행은 좋았습니까?  



47 

 

 
 

(2) 분과회에서 특히 인상에 남는 것 ・ 더 깊이 배우고 싶었던 것을 적어주세요.  

・결혼식의 모습을 실제로 해주어서 알기 쉽고 재미있었다. 

・말레이시아 계의 결혼에는 부모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말 놀랐다. 

・  말레이시아 계나 중국계의 인구가 많아, 여러 가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구가 2％의 원주민들에 대해 흥미가 깊어, 좀더 알고 싶다고 생각했다. 

・ 말레이시아의 타부에 대해 일본과 비슷한 물건이 있어 다른 문화 안에서도 공통적인 것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이나 학교의 모습 등 말레이시아의 가정 환경 등을 좀 더 알고 싶어 졌다. 

(3) 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점・개선 사항을 적어주세요. 

・질문자 등 발언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다. 

・말레이시아의 전통 옷을 입고 설명하는 것이 좋았다. 

・진행의 2 명이 재미있었고, 조합이 좋은 2 명이 훌륭한 진행을 이루었다. 

・유머를 섞으면서 진행하여 정말 좋았다. 

・아무리 어려운 질문이라고 대답 할 수 있어서 대단했다. 

 

 

10．이집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최자：하제무 무하마드・압둘라(이집트) 

●목적 

1. 이집트의 주요 관광도시에 대해 소개 

2. 지역에 따라 다른 문화권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알린다 

3. 단기간 방문에 어울리는 장소 소개 

4. 이집트를 방문하려는 일본인들이 유익한 여행 안내정보의 

얻을 수 있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 

5. 우리 이슬람의 본질과 진리를 알아내기 위해 타인에 대한 

행동을 탐구함으로써, 이슬람의 본질과 유력자들에 대해 

방송 중 명예 훼손 연출을 없애도록 자극한다 

●감상 

  이집트는 아마 BC3100 년 전에 나일강 유역에 나타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다. 이집트의 

역사를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라미드와 미라, 파라오에 대해 생각한다. 하지만 이집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 보다 훨씬 더 이야기가 존재한다. 다른 나라보다도 긴 역사를 이집트는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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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집트는 파라오의 손자의 자신이지만, 그리스(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로마, 기독교, 이슬람 등의 

영향을 받은 문화도 가지고 있다. 이집트인의 종교의 90%를 차지하는 이슬람은 평화적인 종교고, 침략 

행위와 테러에는 모두 반대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설문 조사 집계 결과(답변 인원 22 명) 

(1) ①이 분과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가함으로써 자기 안에 견해나 사고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③ 전체 진행은 좋았습니까?  

 
(2) 분과회에서 특히 인상에 남는 것 ・ 더 깊이 배우고 싶었던 것을 적어주세요. 

・이집트의 관광 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공부가 되었다. 

・이슬람교는 진실된 모습과 언론 보도의 내용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실제로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진실이 아닌 것을 배워버린다. 언론의 생각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슬람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가까운 곳에 있는 무슬림 쪽이 더 잘 

피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신기한 느낌 이였다. 

(3) 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점・개선 사항을 적어주세요. 

・인원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의견을 말할 때는 사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원형이 되어 말하는 방법이 

의견을 말하기 쉽지 않았나 생각했다. 

・발표자와 통역자의 연계가 호감을 가질 수 있었다. 

・한 가지 의견이 아닌 의견을 교환을 할 수 있는 발표가 되었음 좋겠다. 

(4) 의견・감상 

・ 이집트의 고대 문화 이외에도 봐야 할 시설이 많이 있으며, 대부분의 도시는 나일의 혜택으로 

번성하는 것도 알았다. 지금 이슬람교에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개인적으로 무슬림과 접하여 

이슬람교와 무슬림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슬람에 대하여 지금까지 깊이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모임을 듣고 이슬람의 테러 등은 

이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알았다.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뉴스를 들으면서 이슬람에 대해 이번에 생각해 가고 싶다. 

 

11. 소주를 즐기자！ 

주최자：야마시타 이노리 (일본) 

●목적 

일본의 술 문화인 “소주”를 통해 전세계의 사람들이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주, 

특히 고구마 소주는 가고시마의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소주의 매력을 함께 느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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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 

잘 된 점 

・지금까지의 분과회와는 다라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참가자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분과회를 진행 할 

수 있었다. 

・이번 장소가 입구 옆의 열린 공간 이여서, 참가자 사람들과 거리가 지금까지 크래프트 실에서 실시 할 

때 보다 더 가깝고, 친근한 느낌으로, 아주 편안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었다. 

・향기 샘플 등을 사용하여 진행했던 것으로 참가자들의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 5 명이 한 그룹이 되어 퀴즈를 풀어달라고 했다. 옆에 앉아 있는 모르는 사람과도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잘 안된 점 

・다른 고구마를 사용해서 만들 소주를 맞추는 퀴즈는 맛의 힌트를 설명이다. 맛으로 차이를 느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향기의 차이 힌트를 좀 더 많았어야 했다. 

향후 과제 

・ 소주의 인지도를 더 올리고, 소주를 통해서 일본에 있는, 가고시마현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교류하고 갈수 있는 PR 을 만들어야 한다고 느꼈다. 

●설문 조사 집계 결과(답변 인원 12 명) 

(1)  ①이 분과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가함으로써 자기 안에 견해나 사고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③ 전체 진행은 좋았습니까?  

 

(2) 분과회에서 특히 인상에 남는 것 ・ 더 깊이 배우고 싶었던 것을 적어주세요. 

・ 고구마의 종류를 맞추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음을 

해보니 맛이 전혀 달랐다. 

・ 소주의 다양한 뒷맛의 차이는 정말 두근두근하고, 

흥미로운 경험 이였다. 

・쌀과 보리, 감자, 흑설탕 이외도 비교해보고 싶다. 

(3) 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점・개선 사항을       

적어주세요. 

・참가자의 의견을 들으면서 권해 주었다. 

・ 시음의 힌트는 냄새 뿐만이 아니라, 맛도 보기를 

원했다. 

(4) 의견・감상 

・ 외국인의 입장에서 “무색투명이라 알코올로 보인다” 라고 소주에 대해 의견에 놀랐다. 확실히 

그렇다고 납득했기 때문에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소주도 맛있는 술이라는 것을 알았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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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아시아의 예술 

주최자：오가와 케이이치 (일본) 

●목적 

다양성서의 허용부터 생겨나는, 공생・공창을 체험한다. 고대 중국에 싹튼 독자의 풍경 견해와 수묵화의 

기법은 세계 미술사에 유례가 없는 산수화라는 공간을 만들어 냈다. 일본의 수묵화는 중국에서 도래한 이후 

독자적인 일본적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을 “파칭코 기계”에 비유해 90 도 회전시켜 보면, 

일본은 다양한 경로에서 다양한 정보를 받아 혼돈을 받아드려 균형을 잡으면서, 단 번에 융합시키는 것과 

비슷한 하이브리드한 가장 아래의 접시에도 보인다. 수묵화라는 예술의 신체적 경험을 통해 일본에서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엿볼 수 있다. 

●감상 

분과회 참가자의 참가시간에 타임래그와 도중에 참가 희망 등 예상치 못한 것이 있었지만, 그것까지 

다양성과 파악작품으로 갔다. 공예실이 생각보다 사용하기 쉬었기 때문에 참가자는 편하게 “공유하는 장소” 

에서 공창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룹을 나누었을 때, 다양한 출신지역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면, 한층 더 

“공생의 장소”를 생각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남녀 노소 다국적으로 구성된 멤버는 붓과 먹물을 사용해 전원이 어떤 작품을 완성해 나갈 것일까. 어떤 

순서로, 어떤 화법으로,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게다가 이 장마철에 그리는 수묵화는 생각지 못하게 번지는 것이 자주 일어나고, 그것이 좋은 

느낌을 자아내면 문제가 없지만, 때로는 그 얼룩이 그림의 균형을 잃고 만다. 다국적 합숙이라는 

“장소”에서 만난 “우연”은 어떤 것을 만들어 줄까.” 나누어진 그룹은 가끔 우연한 만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연의 몇 개는 생각지 못한 물건이나 일을 만들어, 가치관을 흔들어 가끔 인생을 크게 좌우한다. 

그룹에서 하나의 그름을 그릴 때, 우연히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은 팀은 전체가 확고한 선을 그리는 

현대예술의 향기가 감도는 작품이 되어 있었다. 일본인이 많은 팀은 여백이 있는, 질감의 섬세함에 깊음이 

있는 그림을 완성하였다. 모든 팀이 조화로운 작품 이였다. 

 첫날부터, 창 밖을 적시는 비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사람들을 

다국적 합숙이라는 “장소”에 짙음을 칠하는, 일반적인 체험을 통해 

우연에 의한 인연을 만들어 보다 굳세어 있었을 지도 모른다. 

“공생”과 “우연”과 “장소”에 대해 조금 철학적인 기분의 이틀간 

이였다. 

●설문 조사 집계 결과 (답변 인원 28 명) 

(1) ①이 분과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가함으로써 자기 안에 견해나 사고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③ 전체 진행은 좋았습니까?  

 

(2) 분과회에서 특히 인상에 남는 것 ・ 더 깊이 배우고 싶었던 것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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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와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각자의 개성을 알 수 있어 재미있었다. 

・문화의 차이와 각자의 견해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가 변해가는 것이 보여서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중국인으로서, 중국문화를 좀 더 깁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3) 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점・개선 사항을 적어주세요.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함께 작품을 만든다는 흐름이 좋았다. 

・알기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도도 있어, 정말 좋았다. 

・통역자가 없었던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Art”에는 그 정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13. 세계 평화를 실현 하기 위해 

～언론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최자：야먀시타 치에（일본） 

●분과회의 목적 

 이슬람교도＝테러리스트、악의 축 북한 등, 언론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세계는 단순한 선악, 이분론 이나 

딱지를 붙여 수 놓아 있지는 않은가. 테러리스트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배경은? 왜 테러에 까지 이르는가? 

그것을 생각할 겨를 없이 적과 아군이 구별된다. 일본에서도 북한에 대한 정보 등,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이 분과회에서는 언론과 전쟁에 대해 평소 참가자가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토론을 

진행시켜 나간다. 어려운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도 좋다. 소박한 의문이나 솔직한 의견을 부딪쳐 가면서, 

언론과의 관계를 알고, 정확한 세계 인식에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일까지 준비 내용과 예정 계획 

・회의에서 질문 등을 포함한 분과회의 전체 흐름을 만들기 

・파워 포인트 작성 

 

시간  

 

활동내용 

 

질문・참가자의 발언 예측 등 

開始   

20 분간 

 

Part 1: 9・11 이후의 보도         Q1 당신의 나라의 9・11 이후의 보도는 

어떤 것입니까? 또한, 비슷한 예는 

있습니까? 

30 분간 Part 2: 미디어에 선동하는 대립관계  Q2 지금까지의 이야기로, 무엇인가 의견 

있습니까? 

Q3 의문점은?  

Q4 다른, 미디어에 따른 선악 이분론 

이나 딱지 붙이는 예는 있습니까? 

30 분간 

 

Part 3: 해결 방법은? 

   

Q5 지금까지의 이야길, 무엇인가 의견 

있습니까? 

Q6 의문점은?  

Q7 개인의 교류로 세계는 평화가 

가능할까요? 

Q8 당신은, 무엇부터 시작하겠습니까? 

10 분간 덤 / 설문 조사  



52 

 

  

 

●당일의 활동내용 상세 

시간  활동내용 

개시 

10 분간 

자기 소개 

18 분간 Part 1:  9・11 이후의 보도 

 

20 분간 Part 2: 미디어에 선동하는 대립관계 

20 분간 자유 토론의 시간 

10 분간 Part 3: 해결 방법은? 

9 분간 자유 토론 

3 분간 설문 조사 

●감상 

미디어에 대해 약간의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공유하고 

싶다. 그것이 이 분과회의 취지이다. 9.11 직후의 보도와 

일본의 북한 보도를 중심으로 한 주최자 발표에 따라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참가자의 자유로운 발언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과회였다. 미디어의 화제에 그치지 않고, 전쟁에 관한 화제, 

미디어의 상업화 등 다양한 발언이 나온 것은 좋았다고 

생각한다. 

 분과회를 진행 중에, 참가자에게서 주최자의 지식 부족을 

지적하는 장면이 있었다. MD 시스템을 북한의 도발 행위라 

하는 것은 취지의 주최자의 발언에 대해 방어와 위협은 구별하라는 지적 이였다. 인식의 차이도 있지만, 잘 

반론하지 못해 지적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약간 주춤했다. 이것은 주최 측의 지식・준비 부족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이번 분과회가 잘못 된 것 같았다.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미디어에 접하는 우리의 대부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식부족인 아마추어이다. 문제 의식이 

있고, 지식도 같은 전문가는 소수라고 말해도 좋다. 이 분과회의 목적은 그 대부분인 지식부족의 인간이 

조금만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느낀 위화감을 공유 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 

인식이 세계 평화의 실현을 한역할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다. 분과회는 강의 장소가 아니다. 

자식의 부족으로 주최자가 참가자와 함께 소박한 의견이나 의문점을 이야기, 토론, 서로 배우는 것은 큰 

성과라고 해도 좋은 것이 아닌가. 

●설문 조사 집계 결과 (12 명) 

(1) ①이 분과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가함으로써 자기 안에 견해나 사고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③ 전체 진행은 좋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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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과회에서 특히 인상에 남는 것 ・ 더 깊이 배우고 싶었던 것을 적어주세요.  

・미디어의 내측에 있는 사람의 의견이나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이 가능해서 좋았다. 

・직접 진실을 하는 것, 냉정한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언론의 뒷모습에 숨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앍게 되고, 이제부터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일본인은 사실을 추구하는 것에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느꼈다. 

(3) 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점・개선 사항을 적어주세요. 

・인원도 적었고, 토론이 많았던 것이 정말 좋았다. 언론의 영향의 거대함을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 

하나의 정보에 대한 의미를 잊고 싶지 않다. 

・ 제대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배려가 되어, 영어의 표기도 

확실히 되어 있었다. 

・프리젠테이션이 글 뿐 이여서 질려 버렸다. 

・모두의 의견이 어렵고, 본격적 이여서, 전혀 이해가 안되었다. 조금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해줬음 했다. 

 

14. 차이의 차이 

주최자： 쟛도 (じゃっど)（일본） 

●분과회의 목적 

・속담 하나라도 그 지역・나라・민족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 

오는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세계공통의 

상식”이 아닌 걸 알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계기로 한다. 

・ 상식이나 규칙의 “차이” 중에는 “있어서 좋은 차이”와 

“없애는 것이 좋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없애는 것이 

좋은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를 갖는 기회로 

한다. 자신의 상식이 세상의 상식이 아닌 것을 알고, 

상호이해의 계기로 한다. 

●당일까지의 준비 내용 및 일정 

・”차이의 차이”에 관한 자료의 영어 통역 

・보충 설명용 PR 소프트 준비, 컴퓨터, 프로젝터의 준비 

・참가자를 5~4 명 정도의 그룹으로 나눈다. 그 때, 하나의 그룹에 1 명 이상의 유학생이 들어가도록 

배려한다. 

● 당일의 활동내역의 상세 

시간  활동내용 질문・참가자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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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을 나눔  

개시 ・ 우리 일본인은 속담 “물 쓰듯 돈을 

쓴다”에 대해 “아낌없이 듬뿍 

사용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막 같은 건조 지대에서는 

“소중히 조금씩 사용한다” 라는 의미를 

갖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이와 같이 하나의 단어와 사건에 대해 

품는 이미지는 그 사람의 자라온 지역 및 

환경 연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된다. 

・테마 확인을 한다 

・ “물 쓰듯 돈을 쓴다”라는 속담에 

대해 신중히 사용하자는 이미지의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는 별로 전해지지 

못했다. 

40 분간 

 

・ ・ 쟛도 ( じ ゃ っ ど )가 준비한 “차이의 

차이”의 

설문지를 잘 읽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다. 

・각각의 의견이 모아진 뒤 그룹을 나눈다. 

이번에는 그룹끼리 “차이의 차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다.  

그 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토의를 실시한다. 

・각 그룹의 의견을 발표한다. 

“차이의 차이”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듣는다. 

・또한 그룹 토의를 실시한다. 

・ 갑자기 자신의 의견을 쓴다는 

작업을 한 탓인지, 망설이지 않고 

작성한 참가자는 1 명 이였다. 

・ 언어 능력의 차이로 잘 논의가 

되지 않은 그룹을 볼 수 있었다. 

20 분간 

 

・각 그룹의 의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한다. 

・옭고 그름이 가능 한 테마인지 확인한다. 

・ “차이” 중에는 바꿀 수 있는 차이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바꿀 수 있는 차이의 일부인 “쟛도 (じゃ

っど)의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 “차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확인한다. 

 

10 분간 설문 조사 기입  

5 분간 참가자에서의 자유의견 발표 (3 명)  

5 분간. NPO 쟛도의 활동안내  

●감상 

각 그룹에 1 ~ 2 명의 유학생을 배치하여 그룹을 나눌 수 있어, 각 그룹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지만, A 그룹 이외는 일본인 참가자에서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아쉬웠다. 좀 더 의견을 내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자기소개의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았다. 또한, 한 개의 테마에 충실하기 위해, 모든 

테마를 토의 할 수 없었던 그룹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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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자유 의견 발표 때, 베트남의 유학생에게서의 의견 하나가, 멥쌀과 찹쌀의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교 지역인 라오스와 가깝기 때문에 이해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아, 설명이 

곤란했다. 

가고시마 대학의 카토 교수에게서 ① “차이의 차이”는 일본에서 본 차이이고, 상대방에서의 관점은 

부족하다. ②10 년 후가 보이지 않는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는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지역의 것을 근거로 한 설명도 필요하지 않을까 ③대상지역의 주민이 지향하는 이상이 일본에 있을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에 참고하고 싶다. 

분과회 후, 방글라데시 유학생에게서 이 분과회가 지향하는 것, 주최자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다. 그러나, 영어 밖에 할 수 없는 유학생 이였기 때문에, 우리의 설명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았다. 

따라서 이후 통역의 배치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같은 유학생에게서 “차이의 차이” 라는 제목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고, 이 제목은 토의 

내용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내용이 상상할 수 있는 제목과 내용 설명문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설문 조사 집계 결과 (23 명) 

(1) ①이 분과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가함으로써 자기 안에 견해나 사고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③ 전체 진행은 좋았습니까?  

 

(2) 분과회에서 특히 인상에 남는 것 ・ 더 깊이 배우고 싶었던 것을 적어주세요.  

・외국인의 의견교환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였다. 

・같은 문장도 각각 읽고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응답에도 차이가 나온다는 

것이 인상적 이였다. 

・ “자신과 사람은 다르다” 라는 것이 이 분과회의 최대의 포인트인데, 마지막은 그룹이기 때문에 한 

개로 정리하는 것에 의문을 느꼈다. (현재 우리 그룹은 정해지지 않았다) 가치관의 보전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의 현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차이”를 생각하는 대전제라 느꼈다. 

・다른 것은 당연한 것, 좋은 일이라 생각했지만, “없는 편이 좋은 차이도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 사소한 것들에서도 차별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좀 

더 알고 싶다고 생각했다. 

・ “차이”를 문화의 차이라고 보는가, 빈부의 차이로 보는가 아주 미묘하고 어려웠다. 나라가 다르면 

방법도 다르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차이를 생각할 때, 사전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다. 

・차이를 수용할 여부에 따라 다양한 척도와 가치관이 있다는 것, 주관에 의해 차별과 구결이 결정되는 

것이  

많다고 느꼈다. 

・ 뉴스에서 보는 외국 사정은 치우쳐 있어, 이번 라오스와 같은 나라의 사정은 거의 알 수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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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알 수 있어서 좋았다. 

(3) 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점・개선 사항을 적어주세요. 

・전세계의 “차이”와 안심, 안전 등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대해 배우고 싶었다. 

・사진의 설명이 있어 이해하기 쉬웠다. 

・토론 질문이 많아, 시간 내에 대화하지 못했다, 

・미리 주제와 항목을 알고 있었으면, 좀 더 깊은 논의가 되었을 것이다. 다양한 나라의 유학생들에게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일본어가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어려웠던 건 아니였나 싶다. 

・좀 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교류하는 분과회로 있는 것이 좋았다. 

・진행자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가 힘들었다. 

 

15. 테러에 대한 전쟁에 있어서의 파키스탄의 역할 

주최자：아니스・윌・레만 (파키스탄) 

●분과회의 목적 

・9.11 사건 후 파키스탄에서 일어나는 테러에 조명을 비추기 위해 

・청중에게 CIA 의 무쟈히딘 (탈레반)에 대한 지원의 사실에 대해 전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경제가 이 전쟁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인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 테러 전쟁에 상처 입고, 죽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미디어가 전하고 있는 것과 사실의 차이를 전달 하기 위해 

●당일의 활동 내용의 상세 

시간  활동 내용 질문・참가자의 발언 

개시   

2 분간 인사  

5 분간 

 

파키스탄의 소개(파워포인트) 

・면적, 수도, 인구, 지역, 국기 등 

・이슬람교의 간단한 설명 

 

45 분간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약 7 분 비디오 감상 (영어 음성) 

뉴스에서는 전하지 못한 사슬을 알아보자 

・ 감마 켓의 모습、파키스탄 군대 탈레반의 

모습 

・밧화 존 (토라이바루에리아)에 대해 

①어떤 식으로 생긴 것인가 

 ②병사양성소 

③지하드의 개념 

 ④부정에 벌어지는 총의 암시장 

・탈레반에 대해 

①탈레반의 역사 

 ②탈레반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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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자폭 테러 

 ④파키스탄과 미국에 의한 탈레반에의 지원 

・ 사진 (소련에 의한 아프간 침공 후 

아프가니스탄의 상황) 

・9.11 사건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사진 (미국‐탈레반 전쟁의 결과) 

・대 테러 전쟁에 대해 

①파키스탄 간의 대 테러 전쟁 

②대 테러 전쟁에 대한 파키스탄의 지원 

 ③분쟁 

④전쟁에서 파키스탄이 잃은 것 

20 분간 

 

 

 

 

 

질문 응답 

 

Q1 당신은 9.11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Q2 만약 당신의 나라에 테러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면, 어떤 식으로 

평화를 되찾겠습니까? 

Q3 당신은 미디어가 전하는 

이슬람교와 탈레반, 알카이다에 

대해의 정보를 믿습니까? 

Q4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해결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7 분간 설문 조사  

1 분간 인사  

●감상 

영어를 포함하여 모두 원활하게 가서, 영어만으로 되었지만, 

토론이 고조되었던 것은 좋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과회 

담당 스텝과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통역하는 분과도 대화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일은 주최자 스스로 통역을 하게 

되었다. 또한, 토론이 영어로만 진행한 결과, 일본인의 의견이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도 반성할 점이다. 

●설문 조사 집계 결과 (18 명) 

(1) ①이 분과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가함으로써 자기 안에 견해나 사고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③ 전체 진행은 좋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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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과회에서 특히 인상에 남는 것 ・ 더 깊이 배우고 싶었던 것을 적어주세요.  

・タリバン과 파키스탄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다. 

・파키스탄의 상황은 정말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다. 파키스탄의 사람을 돕고 싶다. 

・ 아이들이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슬펐다. 영상, 사진을 준비해 설명하였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었고,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 있었다. 이처럼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큰 

경험이 되었다. 

・아이들의 인체폭탄의 사진을 보고 무척 놀랐다. 

・왜 빈라덴이 이슬람교도가 아닌 것이 명확하지 않은지 좀 더 알고 싶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슬람교도, 

파키스탄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3) 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점・개선 사항을 적어주세요. 

・조금 영어가 가 어려워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슬라이드가 좀 더 구체적 이였음 좋았다고 생각한다. 슬라이드와 함께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 좋았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만든 것에 발표자의 의지가 전해졌다. 

・토론은 재미있었다. 

16. 네팔 최고의 관광지 

주최자：스왓찬다・손멘、보하라・마노지、 

파티・비미카、파티루・프라카슈（네발/인도） 

●분과회의 목적 

・2011 년은 네발 관광사업 촉진의 해로 되어있다. 그것을 배경으로 화려한 관광지라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풍부한 네팔을 소개한다. 

・참가자에 적극적인 참가하는 것에 의해 네팔에 대해 좀 더 이해를 깊게 한다. 

●당일까지의 준비내용과 예정 일정 

・기재의 준비 

・분과회 당 스텝과 통역자와의 미팅 

●당일의 활동내용의 상세 

시간 활동 내용 

개시  

5 분간 주최자 자기소개 & 국가 소개 

20 분간  프레젠테이션 

20 분간  비디오 감상 

5 분간  퀴즈 타임 

35 분간  워크 숍 

5 분간  정리 



59 

 

10 분간  사진 촬영 & 설문 조사 

 

●감상 

프레젠테이션과 비디오를 제대로 준비 할 수 있어서, 통역이 정말 원활해 훌륭했다. 또, 참가자가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었다. 참가자는 당초 27 명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20 명 정도 모여서 일정을 변경해야 

했다. 참가자 중 전반의 분과회에 지쳐서 후반의 분과회가 불가능 했던 사람들도 있던 건 아닌가 생각했다. 

●설문 조사 집계 결과 (16 명) 

(1) ①이 분과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가함으로써 자기 안에 견해나 사고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③ 전체 진행은 좋았습니까?   

 

(2) 분과회에서 특히 인상에 남는 것 ・ 더 깊이 배우고 싶었던 것을 적어주세요.  

・잘 알지 못한 네팔의 관광이 사진으로 잘 볼 수 있었다 

・좀 더 길의 풍경을 보고 싶었다. 

・네팔의 나라 성립에 대해 잘 알았다. 

・워크숍 등 활동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좋았다. 

・ 네팔의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지 못했었다. 

네팔에 가고 싶다. 

(3) 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점・개선 사항을 

적어주세요. 

・슬라이드, 퀴즈, 워크숍 등 내용이 가득해서 정말 알기 쉬웠다. 

・통역이 정말 듣기 쉬웠다. 

・캇츄피를 만들어 보는 것은 재미있는 시도였다. 

・비디오의 진행은 빨랐다. 

 

17. 외국인의 정치참가에 대해 대화 해 봅시다 

주최자：노구치 에이이치로（일본） 

●분과회의 목적 

 다문화공생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거주 외국인의 정치참가 (참정권)을 둘러싼 현상을 알고, 자신에게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중간에는 찬성 반대, 양쪽의 논점 ・ 주장 등을 소개하면서 

참가자간에 토론과 의견 교환을 하게 하여 “이웃으로 사는 외국인과 함께 사회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에 대해 의논한다. 

●당일까지의 준비내용과 예정 일정 

5／30 제 1 회 모임 (주최자, 통역, 담당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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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제 2 회 모임 (주최자, 통역, 담당 스텝) 

☆당일 배포 자료☆ 

1995 (헤이세이 7 년) 2 월 28 일 최고 재판결 이후, 일본의 경우 “외국인의 정치참가”의 화제가 주가 되어, 

영주 (영주허가는 10 년 이상 일본거주, 특별한 경우 5 년도 있다. 국적취득에 필요한 원칙 5 년보다 길다. 

특별영주자는 1945 년 9 월 이전에서 일본에 살고 한반도와 대만출신자의 자손)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을 

둘러싸여 교환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의 영주외국인은 91 만인, 그 중 특별영주자의 재일한국인과 한국인은 

42 만인 (총계 47 만인) 중국 14 만인・브라질 11 만인. 중국인의 대부분은 일반 영주자로 이 10 년간 4 배 

늘었다. 

학설의 다수는 국정선거권에 대해서는 헌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지방선거권에 대해서는 부여해도 좋다 

(부여하지 않아도 좋다) 라고 입장을 전개했다. 여러분들의 모국은 어떠한가? 참정권을 이야기 할 때, 

국정과 지방 각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기 위한 소재・키워드～ 

찬성）내면의 국제화, 다문화 공생, 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일본의 활력 유지 

및 다양한 삶의 방식, 존중, 주민 투표 조례가 이미 200 이상의 자치 단체, 식민지 지배의 청산, OECD 

30 개국 회원국으로 참정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이중국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일본 뿐, 보편적 인권, 

주민으로서의 권리, 주민자치의 실현. 

주의) 영토・역사교화서 문제를 포함하여 토론, 국민적 이해를 위해 시간이 걸린다.  

반대) 특정 지역 중심의 권리 행사, 일본 국적을 취득하라, 

내정 간섭, 국방, 안보, 오키나와와 대마도 지방자치의 

본연의 모습에 심각한 영향,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니까 헌법 

위반, 이중 참정권, 재일 한국인은 한국에 납부하지 않지만 

한국국정에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등. 

～참가자의 발언 예측에 대해～ 

이번에는 뜨거운 이슈이면서 학생은 물론, 일상회화에도 

거의 화제에 오르지 않은 테마를 타이틀로 하여 찬성과 반대 

보다, 자유로운 발언과 의견 교환을 참가자 전원이 관찰자 또는 방관자로 끝나지 않도록, 90 분을 만드는 

것이 최대 과제였기 때문에 사전 예측이라기 보다 무엇을 말해도, 어떠한 극단이 와도 최대한 신중하고 

정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했다. 나의 분과회에서는 항상 “뭐든지 있다”라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출신 나라에 의해 발언의 집고 옅음, 찬성과 반대에 담는 마음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 

 

시간  

  

활동 내용                질문・참가자의 발언 예측 

개시                      

10 분간 

. 

현상개론의 공유 ・출신 나라에 의해 발언에 짙고 옅음, 

찬성과 반대에 담는 마음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20 분간 

 

참가자의 자기소개와 현시점의 의견 ・아시아의 나라들에 있어서 외국인 

참정권의 상황파악은 되어 있지 않지만, 

모국의 실시는 어렵지만은 않은가 라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되어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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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分間 

 

표명 의견과 기존의 논점을 깊이 생각 

20 分間 

 

참가자의 감상을 공유 

5 分間 

 

설문 조사 기입 

●당일의 활동 내용의 생략 

시간  활동 내용 질문・참가자의 반응 

개시   

5 분간 도입 ・ 지방참정권을 주제로 하고 싶다고 

설명 

15 분간 아이스 브레이킹을 겸한 자기소개와 

현시점의 생각과 의견을 표명 

・국정참가라는 관점에서 반대의 

의견이 참가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도입의 실패를 느끼고, 다시 설명을 

실시 

5 분간 개요와 현상의 설명  

40 분간 설명을 듣고 두 번의 의견 교환과, 특징적인 

의견을 의논하여 넓혀가며 전개・지방정치의 

외국인 참가에 대해 찬성과 반대와 신중한 

입장에서 의견 교환 

・방글라데시, 중국, 몽골, 일본 

이라는 참가자들로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지역에 사는 외국인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거의 전원이 

찬성하였다. 

20 분간 

 

더욱더 의논을 일본의 경우에서 자신의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견표명 

・실제적으로 어려움은 잠시 두고, 

같은 지역에 사는 외국인의 

참가에는 긍정적이 분들이 많았다. 

5 분간 

 

설문 조사 기입  

●감상 

이번은 예상회의 사태로 “중국어 통역이 필요”했다.  

방글라데시의 분들은 준비한 영어 통역하시는 분에게 활약 받았다. 

다행히 실전에서는 참가자들이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등이 있어 참가자가 그 역할을 완수해 주었다. 

중국・몽골 분들의 급증이 있어서일까? 다국적 합숙답게 더 이상 일본어와 영어를 기초에 구도 있으면  

성립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유의했던 점은 매년 지적당하는 쌍방향성. 가능한 관찰과 방관으로  

시종일관인 사람에게도 의견 표명을 부탁하면서 진행에 힘썼다. 진행에 대해는 당초에서 지방정치의  

참정권으로 도입했지만, 오로지 “국정”의 이미지를 통해서 만의 의견이 잇따라, 일반론으로 넘어가버린  

적이 몇 번 있었다. 국정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최근 일본의 논조와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더욱 더 지역 정치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참가에 대해서는 거의 전원 찬성을 표명했다.  

국정의 자리에서 교환되어 있는 국방과 안전보장과 소규모 자치 단체 탈취・선거를 통한 내정간섭 등  

지방과 국가를 관통하는 논의는 지역・지방에서 이러한 작은 다국적의 이야기를 많이 쌓아서 인구감소인 

일본이 있어서는 다문화 공생 사회를 실현하고 싶다고 느꼈다. 법적 지식에 얽힌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다음 번 이 분과회의 뒤를 일반 공개로 개최가 되었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일영 중의 토라인가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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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집계 결과 (7 명) 

(1) ①이 분과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가함으로써 자기 안에 견해나 사고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③ 전체 진행은 좋았습니까?  

 

(2) 분과회에서 특히 인상에 남는 것 ・ 더 깊이 배우고 싶었던 것을 적어주세요.  

・일본에 사는 자신의 입장 뿐에서 참정권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의 시점은 정말 

재미있었다. 

・외국인이 정치참가를 한다는 것이 나는 놀랐다. 

・모두 함께 토론해서 정치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가능해서 재미있었다. 인권문제와 일본의 법률을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 

・정치 문제를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알게 되었다. 사전에 공부했었으면 

좋았다. 

 

18.세파타크로 

주최자：야나기다 신（일본） 

●분과회의 목적 

동남 아시아의 전통적인 축국에서 세계적인 스포츠가 된 세파타크로의 보급을 위하여 

●당일의 활동내용의 상세 

 

시간 

 

활동내용 

개시  

5 분간 주의사항 설명 

10 분간 모범경기, 그룹 나눔 

60 분간 패스, 시합 

15 분간 설문 조사 기입, 정리 

●감상  

당일까지 준비와 대책에 고생해준 스텝이나, 응원해준 체육대학 학생들에게 감사한다. 

체육대학에서 연간 통해서, 연습이나 원정 경기에서 세파 기술을 닦고 있다. 체육 대학 학생들의 시범 및 

지도의 능숙이 (국내 3 위의 실력) 분과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들의 협력이 

없었으면, 시범도 보여주지 못 보여 주는 허술한 것으로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 분과회가 실기 계라는 성격상 세파가 지역문화에서 생겨난, 세계범용인 스포츠로 변환의 역사나 

이야기 등을 충분히 설명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국적 합숙이라는 장소로 적합한 스포츠임을 참가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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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할 수 있었는지 어땠는지 불안하다. 이쪽에서도 이번 자료와 준비부족이 있었던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다음 번에는 현지의 모습이나 상화, 비디오 등을 섞어 세파의 매력을 전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설문 조사 집계 결과 (22 명) 

(1) ①이 분과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가함으로써 자기 안에 견해나 사고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③ 전체 진행은 좋았습니까?  

  

(2) 분과회에서 특히 인상에 남는 것 ・ 더 깊이 배우고 싶었던 

것을 적어주세요.  

・처음 이여서, 어려웠지만 정말 재미있었다 

・언어는 관계없이, 함께 스포츠를 통하여 즐길 수 있었다. 

(3) 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점・개선 사항을 

적어주세요. 

・시간을 정해, 매끄러운 진행이 되었다. 

・연습도 시합도 적당했다고 생각한다. 

・연습부터 시합까지 친절한 설명해 주어 좋았다. 

・시작을 좀 더 발리 되었으면 좋았다. 

19.일본의 음색 

주최자:오카베, 사카모토, 나가노, 모리(일본) 

●분과회의 목적 

・일본악기의 공연과 체험을 통해, 일본문화를 접하게 한다. 

・일본 사람들에게도 깊이 알려져있지 않은 일본전통음악의 매력을 전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악기에 흥미를 갖도록 하고싶다. 

●당일까지의 준비내용과 일정 

・파워포인트 작성 

・DVD 의 구어해설 작성 

●당일 세부활동내용  

 활동내용 질문・참가자의 발언 

   

시작 

15 분간 

일본전통음악 소개 

・일본전통음악의 역사, 특징을 슬라이드로 

소개 

・일본전통음악에는 2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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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장曲長(고전곡, 현대곡)이 있는 것을 

설명 그 후, DVD 를 보여주며, 차이를 

느끼게 한다. 

15 분간 악기소개 

・ 샤쿠하치, 소우, 샤미센을 슬라이드로 

소개 

이름의 유래, 역사, 유사악기, 

일본전통음악의 매력 

 

40 분간 체험 

샤쿠하치, 소우, 샤미센 

・악기잡는 법, 연주법, 음을 내는 법, 

악보 읽는 법의 질문이 많았다. 

 

10 분간 

 

실연 

주최자 4 명이서 6 단 가락을 연주 

 

●감상 

분과회에 생각했던것보다 많은 분들이 참가해서 기뻤다. 일본전통음악에 대해서, 정기공연회의 DVD 와 

파워포인트를 사용해 소개했다. 통역과 스텝분들의 협력덕분에 알기쉽게 설며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악기체험에서는, 악기가 많이 있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나, 주최측 

사람이 부족했으며, 자세한 부분까지 설명하는 것은 좀처럼 잘 되지 않았다.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멜로디를 연주해보고 싶다는 등의 요청이 있었기에, 내년에는 간단하게 연주할 수 있는 악보 등을 준비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일본악기를 연주해보며 즐거워보이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 점이 제일 기뻤다. 밤에는 

일본무용 공연도 가능해서 매우 좋은 경험이 되었다. 

스스로도, 고전적인 일본문화를 소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국적합숙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능하고, 자신도 일본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 올해의 반성과 노하우를 살려서, 

내년에도 다시 참가하고 싶다. 

●앙케이트 결과（19 명） 

（１）①이 분과회 내용을 이해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가해서, 자신의 관점과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③전체적인 진행은 좋았습니까? 

 

（２）분과회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점・더욱 깊게 배우고 싶었던 점을 써주십시오. 

・일본의 전통적인 음악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공부해보고 싶다. 

・일본의 전통적인 악기에 대해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연주해보고나서 보다 깊이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연주가 가장 인상깊었다. 

・ 옛날부터 일본에 있는 악기라고해도, 접할 기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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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없었고 지식도 없었는데 이 분과회를 통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일본인인데도 모르는 점이 많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３）진행방법에 대해, 평가할 점・개선점을 써주십시오. 

・연주를 고전과 현대 두 가지를 들어보고 싶다. 현대곡을 짧게 하고, 고전도 들려줬으면 한다. 

・프레젠테이션과 영상을 섞은 점이 좋았다. 

・실제로 연주하는 시간이 길어서 좋았다. 

・실제로 악기를 접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마지막의 연주는 매우 멋있었다. 

・간단하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을 가르쳐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20.말을 하지 않아도 국경을 넘을 수 있다？ 

주최자: (오치 신이치로)越智信一郎（日本） 

●분과회의 목적 

평소에, 우리들이 국적이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언어의 벽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서로의 의사소통을 꾀하는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주최자의 경험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언어가 통하지 

않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도 아주 순간적인 감각의 공유로, 서로의 거리를 가깝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래서 이번 분과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정말로 초면인 사람과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거리를 줄이는 것이 가능한지를 실제로 체험, 도전하게 해보고 싶다. 

그 결과, 참가자에게 본 분과회 체험후, 언어의 벽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다 많은 나라 사람들과 교류에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당일까지의 준비내용과 일정 

당일까지, 참가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인식하는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내용을 다듬었다. 

●당일의 세부활동내용 

시간  활동내용 

시작  

5 분간 

 

인사 

18 분간 

 

감각공유 체험 

15 분간 

 

화제의 공유성 체험 

15 분간 

 

제스처만으로 의사소통 해보기 

23 분간 

 

필담과 제스처만으로 정보전하기 

5 분간 

 

앙케이트 

●감상 

회장준비에 시간이 걸려서 시작시간이 10 분정도 늦어졌다. 그리고 회장을 생각한 환경대로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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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점은 반성할 점이다. 그러나, 참가자가 분과회를 즐기면서 이번 내용을 장래에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점은 좋았다고 생각한다. 참가자 앙케이트에서 지적받은 포인트를 파악하고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 

●앙케이트 집계결과（42 명） 

（１）①이 분과회 내용을 이해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가해서, 자신의 관점과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③전체적인 진행은 좋았습니까? 

  

（２）분과회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점・더욱 깊게 배우고 싶었던 점을 써주십시오. 

・제스처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즐거웠다. 의외로 

통했다. 

・ 제스처뿐만아니라, 그림과 글자, 숫자를 이용해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다. 

・나라별로 그림의 표현방법이 달라서 매우 재미있었다. 

・ 언어는 전하고 싶은 것을 보다 깊이 나타낼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재인식했다. 

（３）진행방법에 대해, 평가할 점・개선점을 써주십시오. 

・모두 다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진행방법이 매우 좋았다. 

・패널들도 있어서, 알기쉽고 재미있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면, 이 분과회의 의의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조금 더 천천히 참가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동이 조금 많았다. 

 

 

21.나이지리아의 전통문화와 가치관 

주최자: James Chibueze （나이지리아） 

●분과회의 목적 

나이지리아의 민족(イブ族、ハウサツ族、ユルバ族) (이부족, 

하우사츠족, 유르바족)에 대해서 소개한다. 또한, 게임을 통해 

나이지리아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고싶다. 

●당일까지의 준비내용과 일정 

・파워포인트 작성 

・페트병 대나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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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세부활동내용 

시간 활동내용 질문•참가자의 발언 

시작 나이지리아 소개  

25 분간 

 

・지리(地理)（나이제강과 베무에강에 의해서 국토가 

3 등분 되어있다.）・국기国旗（나이지리아의 국기는 

녹색과 흰색이다. 녹색은 나이지리아의 농업과 숲과 

자원을 흰색은 나이제강과 통일과 평화를 상징하고 

있다.）・종교(宗教)（45％가 기독교 45％카톨릭）・

부족(部族)（3 대부족…유루바족、하우사족、이브족）・

언어(言語)（나이지리아 인은  영어를 사용하지만 

400 개정도의 언어가 있다.복장, 경제（경제의 기초는 

석유와 농업）・농업(農業)（챳사바 생산） 

 

 

20 분간 
3개의 부족에 대해서（유루바족、하우사족、이브족） 

・결혼 형식 

나이지리아의 결혼 가능 연령 

 …21 세 

이브족의 결혼 까지의 3 가지 과정 

양친에게 인사 

전통적 결혼식(브라이드・프라이스) 

법적인 결혼식 

 하우사족의 전통적인 결혼식 

한명의 여성을 두고 2 명의 남자가 나무몽둥이로 발을 

대리면서 싸운다.누군가 먼저 우는쪽이 진다. 이긴 

사람이 그 여성 과 결혼 한다.。 

・트라이벌 마크 

Q.결혼식 특별음식은? 

 A.콜라열매、팜와인 

Q.결혼식때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것은? 

A. 목걸이、요리도구 

Q 브라이드・프라이스 란? 

A. 남편이 아내가족에게 

두가족을 연결하는 상징이되는 

돈은 예를 들어브라이드・

프라이스는 미리 1551,5 엔 

이라는 금액을 설정 그것에 

대해서 1552 엔을 지불한다고 

한다면 0,5 엔의 거스름돈이 

생깁니다만 그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되 돌려 줄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0,5 엔이 

남편과 아내의 가정을 잊는 

의미를 갖습니다. 

Q.하우사족의 전통적인 결혼식 

형식에 있어서 만약 여성이 

진쪽의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A.하우사 족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이 정한 것은 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 사람과만 

결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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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는 이러한 의식은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Q.다른 부족간의 결혼은 

가능합니까? 

A.결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다른 경우에는 두사람이 

이야기해서 정하든지 다른쪽의 

종교에 맞추어 주거나 그렇지 

않거나 합니다. 

20 분간 질문 시간 Q.나이지리아의 부족과의 대립은 

어떻게 해결 하였는가? 

탄자니아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A.군이 부족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만약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면 군의 무력에 의해서 

재압당합니다. 

20 분간 게임 

게임 설명 

이 게임의 유래…옛날 나이지리아 에서는 비아후라 

전쟁이라는 부족간의 전쟁이 있었다. 그날밤 적이 

함정을 판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한 

훈련이 점점 아이들의 놀이가 되었던 것이  유래이다. 

본래는 대나무를 교차시키던것 （대나무는 옛날에 

함정에 사용되었다.）으로 사용 했는데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페트병으로 대채한다. 

내용：10 인 1 팀으로 2 의팀으로 나뉜다.두 팀이 

15 분교대로 우선 첫번째팀이 팀중 플레이어 5 명 

가이드 5 명을 정한다. 페트병이 바닥에 있기때문에 

플레이어는 눈가리게를 하고  가이드의 인도에 따라서 

스타트 라인에서 부터 페트병에 닿지 않게 앞으로 

나아간다. 만약 닿으면 리타이어 7 분간격으로 

플레이어와 가이드가 교대하고 전과 같이 한다. 이것을 

한팀이 끝내면 다음 팀과 교대한다. 똑같이 게임을 

해서 마지막까지 패트병에 닿지 않고 골에 다다른 

사람수가 많은 팀이 이긴다.（그룹나누가 방법은 게임 

진행의 변경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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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간 

 

앙케이트  

●감상 

  프로젝터의 상태도 좋아서 프레젠테이션은 잘진행되었다. 그리고 게임도 잘진행되어서 참가자가 아주 

즐거워 해 주어서 좋았다. 

참가자분들의 질문으로 인하여 아주 많은 생각을 했다. 예를 들어 어느 참가자는「인구가 가장 적은 

나이지리아의 부족은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을 했지만. 나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250 이상있는 부족의 

이름을 전혀 모른다는 것에 새로이 깨달았다. 몇명인가의 참가자는 좀더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만 보다 자세하게 나이지리아의 습관이나 전통을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뷰족해서 

아쉬웠다. 

게임에 관해서는 눈가리게를 해서 장애물을 넘거가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가이드가 

능숙한 페어는 점점 잘하게 되어서 아주 재미있어해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앙케이트 집계결과（29 명） 

（１）①이 분과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가 한 것으로 자신안의 시선이나 사고방식의 변화는 일어 났습니까? 

③전체 진행은 좋았습니까? 

 

（２）분과회중에서 특별히 인상에 남았던점 게다가 깊게 배우고 싶었던점을 적어주세요. 

・문화나 나이지리아의 설명은 아주 재미있었다. 전혀 몰랐던 문화나 결혼방법이 흥미로웠다. 좀더 알고 

싶었다. 

・나이지리아에대해서 여러가지 분야에서 배우는것이 아니라 게임을하면서 즐길수 있어서 좋았다. 

・이보족 하우사족에 대한것은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좀더 깊은 곳까지 알고 싶었다. 

・나이지리아라는나라를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는 그렇게 없기 때문에 이번의 분과회는 아주 흥미로웠다. 

・전통적인 옷 장식이인상적이었다. 산업 수산업 공업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 

・나이지리아가 큰나라라는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것을 들을 수 있어서 그다지 몰랐던 아프리카의 

지역을 조금은 알 수 있었다. 

・ 여러가지 부족이 있는것은 잘 알았다. 그 중에서도 하우사 족 이부족 요루바족이 메이저이고 

하오사족의 결혼상를 둘러싼 결투가 재미 있었다. 

（３）진행방법에 대해서 평가 가능한 점 개선 점을 써주세요. 

・ 나이지리아의 소개만으로 끝났기 때문에 나이지리라가 안고 있는 독특한 문제을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게임시간을 좀더 길개 해주었으면 좋겠다. 

・영어는 어려웠지만 많은 사진도 있어서 이해는 쉬웠다. 

・영어 만으로 질의응답을 해서 재대호 통역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마지막의 게임도 아주 재미있었기 때문에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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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가 알기 쉬웠고 보기 편했다. 

・진행방법이 아주 알기 쉬웠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웠다. 

・묻고싶은것을 물어볼수 있는 분위기 여서 좋았다. 

・슬라이드를 복사한 것이 있었으면 좀더 알기 쉬웠다. 

 

22．방글라데시의 음식과 축제 

라프만, 카델（방글라데시） 

●분과회의 목적 

음식과 문화는 전세계 각국의 정체성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화를 실행함과 동시에, 설령 어떤 

문화라 할지라도 다른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음식은 인생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먹는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래 살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음식과 문화를 

배움으로서, 음식의 중요함, 자국의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전세계의 기아로 괴로워하는 몇십억의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생각해보자. 

●당일까지의 준비내용과 일정  

・분과회내용 고안 

・슬라이드 해설, 통역작업 

・피아쥬 준비、다른 필요도구 준비 

・카레요리의 비디오 촬영, 편집 

・악기 준비（아크타라, 도르, 토브라） 

・질문내용 고안(아래참조) 

・슬라이드 추가, 해설, 통역 

・분과회 리허설 

시간 활동내용 질문・참가자의 발언 예측 등 

개시 

 

30 분간 

 

A.국의 말・축제에 관한 설명 

역사와 정치에 관하여 

―독립의 경위 

―인구, 모국어, 위치 기후, 주산업 

    ―종교 

축제에 관하여 

―인디펜던스 데이（1971 년 3 월 26 일에 서

파키스탄으로 부터 독립을 선언 했다） 

―빅토리 데이（9 개월의 전쟁을 끝내고, 

1971 년 12 월 16 일에 자유를 얻었다） 

 →모뉴먼트에 꽃을 바치고, 퍼레이드를 행

한다. 

다른 축제에 관해 

―년간의 축제 

―커뮤니티 페스티벌 

―년간 카니발, 음악 

ｄ.악기에 관하여 

Q1.방글라데시아의 국기를 떠올릴 수 

있을까? (몇 가지 힌트를 든다면…) 

Q2.방글라데시아의 문화적 행사 중 

가장 흥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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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가지고 온 것을 참가자들이 접해

본다(악기명:아크타라, 도루,토브라) 

      

15 분간 B.음식의 설명 

사진을 기초로 방글라데시아의 요리 리스트 

설명 

라이스, 비프, 치킨, 피쉬, 야채, 스프, 케잌, 

스낵, 디저트, 음료 

스파이스의 효용에 관한 설명 

대표적인 스파이스를 가져온다(스파이스명: 

타메릭, 치리파우더, 가람마사라, 코리언더 

파우더, 크민파우더, 시나몽, 크로브) 

Q3.방글라데시아에서 가장 자주 쓰는 

스파이스 이름은? 

 

Q4.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스페셜한 

요리는? 

20 분간 

 

C.방글라데시아의 카레에 관해 

다종의 카레 설멸 

 b.비디오 영상(카레 만드는 방법) 

Q5.당신은 모든 카레가 맵다고 

생각하나? 다른 카레와의 다른 점이 

있는가? 

 

10 분간 

 

D.시식 

비아쥬(콩에서 만든 드라이 푸드) 

b.방글라데시아의 차(티) 

Q6.방글라데시아의 요리를 

좋아하는가? 

 

Q7.일본 요리와 방글라데시 요리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Q8.일본요리와 방글라데시아의 

요리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15 분간 

 

E.Q&A 

 a.감상 

b.음식과 축제 종교에 관한 의견 교환 

・이 관계에 관한 참가자의 의견을 듣는다 

・방글라데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 

c.앙케이트 

Q9.일본과 방글라데시아의 문화의 

차이점 3~5 가지를 들어 본다. 

 

Q10.일본과 방글라데시의 문화 

공통점을 3~5 가지 들어 본다. 

 

●당일 세부활동내용  

 활동내용 질문・참가자의 발언 

시작   

15 분간 

 

라프만씨가 일본과의 비교를 하며 

방글라데시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소개예:국기, 인구, 면적등 

참가자는, 일본과 비교하여 어떻게 

방글라데시아의 인구가 증가하였는지 

흥미롭게 듣고 있었다. 그들은 

방글라데시아와 일본의 국기가 다른 

점이 색뿐이며, 매우 닮았다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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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랐다. 

20 분간 

 

방글라데시아의 축제(페스티벌)의 다른 점에 

대해 설명했다. 대부분은 국가 페스티벌, 

커뮤니티 페스티벌, 종교적 페스티벌이 

있다. 라프만씨의 프레젠테이션은 사진이 

많아 이해하기 쉬웠다. 그는 각각의 축제의 

기원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했다. 

모든 축제를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만, 

참가자는 프레젠테이션을 즐기고 

있었다. 

 

Q1.카니발에서는 어떠한 의상을 

입는가?（참가자） 

A.제가 입고 있는 옷 입니다.종교상의 

이벤트일 경우는 이크발씨가 입고 

있는 의상을 입습니다.(카델씨) 

10 분간 

 

끝으로 이크발씨가 방글라데시아의 전통적인 

악기를 연주했다. 연주 악기:돌(드럼), 

아크타라(기타), 토브러(드럼)등 

참가자는 이시간을 매우 즐겼다. 

약 10 명의 참가자가 이크발씨와 함께 

악기를 연주했다. 

25 분간 

 

카델씨가 제 2 부인 “방글라데시아의 

음식”에 관해 근본적인 특징, 양식 종류를 

포함하여 소개했다. 각각의 음식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했다. 스파이스의 이름과 

조리 모습, 식사의 모습에 관해 소개했다. 

세계의 카레의 다른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간도 참가자들은 즐거운 모습이

었다. 

Q1.카레는 매운가요?(참가자) 

A1.그렇게 맵지는 않습니다. 

맛있어요.(카델씨) 

Q2.이것은 계란 카레인가요?(참가자) 

A2.계란 카레입니다.(카델씨) 

Q3.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카

델씨) 

A3.포테이토?(참가자)-포테이토 

입니다.(카델씨)-

달죠?(참가자)달아요, 

맛있어요.(카델씨) 

Q4.방글라데시에서는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알고 있나요?(카델씨) 

A4.스푼입니까? 포크?(참가자)-사진을 

봐 주세요. 손으로 먹어요.(카델씨) 

Q5.카레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카

델씨) 

A5.스파이스 인가요?(참가자)-네, 스파

이스 입니다. 일본에서는 스파이스를 

별로 사용하지 않지요? 그래서 카레

도 다른 겁니다.(카델) 

Q6.카레에는 몇 종류의 스파이스를 사

용합니까? (참가자) 

A6.5~6 종류 입니다.(카델씨) 

5 분간 

 

사진을 보여주면서, 방글라데시아의 스파이

스의 기원, 스파이스의 다른 점에 대해서 소

참가자는 스파이스를 손에 쥐고 

냄새를 맡아 보았다. 몇명의 참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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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했다. 실제로 몇가지 스파이스를 가져와, 

참가자에게 보여주었다. 카레의 레시피에 대

한 소개도 했다. 스파이스명:Turmaric, 

Chilli powder, Garam Masala, Coriandar 

powder, Cumin powder, Chinamon, Clove 

카레 레시피를 메모하고, 스크린 

사진을 찍었다. 

 

15 분간 

 

미리 촬영해 둔 방글라데시아의 카레 조리방

법에 관해 비디오를 방영했다. 처음의 준비 

단계에서 먹는 순간까지 모든 단계를 참가자

는 즐기면서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 생강, 

마늘을 담그기 위해 해머와, 고기와 야해를 

썰기 위한 칼등, 전통적 요리 기구를 비디오

로 소개했다. 비디오에서 방글라데시아의 드

라이 푸드인 피아쥬(콩으로 만든 튀김)과 드

링크 차를 맛보고, 질의 응답의 시간을 마련

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즐거움의 하나이다. 

참가자는 모두, 비디오와 시식을 즐겼

다. 주최측은, 피아쥬를 한명당 2 개씩 

제공했으나, 더 원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우리는 그 맛을 참가자에게 물

었고 모두 “맛있다”며 큰소리로 대답

했다. 

Q1.피아쥬에도 스파이스를 사용합니

까?(참가자) 

A1.사용합니다.(카델씨) 

 Q2.집에서의 시식과 외식의 비율은 어

느 정도 입니까?(참가자) 

A2.특별할 때에만 외식을 합니다만, 보

통은 집에서 식사합니다.(카델씨) 

Q3.방글라데시아의 남자는 요리를 잘 

합니까?(참가자) 

A3.별로 잘 못합니다. 일본은 어떻습니

까?(카델씨)-일본은 최근, 요리를 하

는 남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

글라데시아도 일본과 비슷합니다.(카

델) 

5 분간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에 사진 촬영을 했다.  

●감상 

 전반적으로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다. 하지만 몇가지 언급하고 싶다. 

먼저, 이 분과회의 일본인 주최자인 마미씨는 정말 신뢰할 수 있었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의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우리는 그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또한 통역자인 토모씨, 신씨도 일본어와 

영어의 통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다. 실제로, 이문화를 다른 언어로 통역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공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그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이 발표의 

준비를 도와준 말레이시아 출신의 샤픽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우리는, 이 발뵤의 준비에 관해 평가하고 싶다. 준비는, 매우 긴 과정이었고, 우리의 ｐｈＤ박사 논문 

보다도 어렵게 느꼈다. 우리는 연구자이기에 이 다국적 합숙의 주최자에게 한가지 리퀘스트가 있다. 결코 

다국적 합숙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많은 어려운 과학적 연구 발표를 위해 준비해, 

출석해야 한다. 그래서 발표의 준비에 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그렇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힘든 스케쥴에서 이러한 이벤트에 참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것은 정말 우리들 개인적인 

의견이며, 우리는 스태프의 여러분이 발표의 성공을 위해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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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관찰결과, 모든 참가자가 90 분간의 발표를 즐겼다고 느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 중에 모든 

참가자와 관계하며 성공적으로 일을 완수 했다는 것이다. 

리퀘스트한 프로젝더, 사운드, 방의 상태, 기타 준비에 관해, 문제 없이 잘 진행 되었다. 

●앙케이트 집계결과 （25 명） 

（１）①이 분과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가한 것으로 자신의 내면과 생각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③전체의 진행은 괜찮았습니까. 

 

（2）분과회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점・더 배우고 싶은 점을 써 주세요. 

・카레를 먹을 수 없어서 유감이지만, 스넥은 맛있었다.(스넥 이름이…)  

・카레 만드는 방법 

・음식과 문화는 세계의 어느 국가든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방글라데시아는 정말 다양성을 지녔으면 요리도 맛있고 활발한 생활을 하는 인상을 받았으며 오감을 

즐길 수 있는 나라다. 

・ 축제와 음식에 관해, 매우 정중하게 소개해 주어, 공기와 소리까지 전달된 듯 했다 

・ 조금 시식을 해 보며 자신이 상상한 맛과 비교할 수 있었다. 

・  방글라데시아는 다문화 주의의 이슬람 문화와 영국 문화의 융합으로 흥미로웠다. 튀김 과자와 차를 

먹으며, 모든 스파이스의 맛에 놀랐다. 풍요로운 음식 문화를 알게 되어 매우 재미있었다. 

 ・ 프레젠테이션의 스피드도 적당하고 유머가 있어(통역자 영→일) 재미있었다.실제로 방글라데시아의 

카레를 만드는 방법을 주최자가 직접 동영상을 찍어 보여주어 현실감이 있었다. 축제와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3）진행 방법에 대하여, 평가 가능한 점・개선점을 써 주세요い 

・사진도 설명도 알기 쉬웠고, 매우 재미있는 분과회였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잘 강조되어 이해가 쉬웠습니다 

・통역이 매우 훌륭해 듣기 쉬웠다 모두를 끌어 들이는 발표였고 즐거웠다 

・악기를 실제로 연주하고 시식하고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 

 

 

23.친일파 

주최자:유영조, 정재윤（한국） 

●분과회의 목적 

친일파의 존재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친일파가 현재 한국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모두에게 

설명해서, 모두에게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친일파에 대한 생각을 듣고, 해결가능한지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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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까지의 준비내용과 일정 

・한국처럼 전쟁으로인해 지금까지 잔재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가? 

・친일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가? 

・친일파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노력이 일본과 우호적으로 지내려는 노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 

●당일 세부진행내용  

시간 활동내용 

시작  

10 분간 

 

친일파의 의미와 등장배경 설명 

20 분간 

 

친일파의 지금까지의 동향 

15 분간 친일파 문제해결이 가능한지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 

10 분간 토론…친일파의 입장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25 분간 

 

참가자의 질문 

●감상 

한국에서 친일파라고 불리고있는 존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전혀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잘 전해졌다고 

생각한다. 친일파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며 한국과 일본의 역사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었다. 역사적인 문제로부터 지금 한국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있는 존재도 잘 전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적인 문제부터 정치적인 문제까지의 다양한 나쁜 점을 전하기 위해서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어려웠고, 정보량이 많아서 참가자분들이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점도 많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좀 더 정리해서 중점적인 부분을 골라내서 참가자에게 좀 더 알기쉽게 설명했으면 좋았겠다고 

느꼈다. 

●앙케이트 결과（19 명） 

（１）①이 분과회의 내용을 이해했습니까? 

②이 분과회에 참가해서 자신의 관점과 사고방식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③전체적인 진행은 좋았습니까? 

 

（２）분과회에서 특히 인상에 남았던 점・더욱 김피 배우고 싶었던 점을 써주십시오. 

・한국에서의 친일파의 이미지가, 먼저 일본인인 나와 크게 다른 점은 놀라웠다. 일본에서도 친인파에 

가까운 의원의 세습문제가 있어서, 흥미를 가지고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중국에서는 친일파의 개념이 

다른것도 새로운 발견이었다. 

・친일파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알기쉬운 프레젠테이션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시대의 흐름에 따른 간결한 설명을 들어서, 매우 쉽게 머릿속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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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으나, 한국의 친일파의 의미와 중국의 친일파의 의미의 

차이를 조금은 알 수있게 되었다.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싶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분과회였다.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깊은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이미지하고 있었던 친일파와 한국에 있어서의 

친일파는 다르며, 한국합병이 크게 관여했고, 현재도 매우 중대한 문제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어려운 문제이지만 일본이 일으킨 문제이기도 하므로, 일본인도 이후 친일파에 대해 한국과 함께 

생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90 분 이었지만 나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한국에 전쟁시의 문제(일본과의)가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점을 알게 된 것이 

좋았다. 

・친일파가 생겨나게 된 경위를, 더 자세하게 알고싶었다. 청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더 생각해보고 싶다. 

・ 당시, 무엇이 이웃나라이며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들은 

친일파문제였다. 문화의 차이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깊은 문제라고 생각했다.  

・ 친일파의 역사적 배경등이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외국인(일본인)이 알기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３）진행방법에 대해 평가할 점 ・개선점을 써주십시오. 

・영어번역이 있어서, 해외 사람들도 알기 쉬웠다고 생각한다. 

・일본어가 매우 알아듣기 쉬웠다. 

・내용이 어려워서 조금 간단한 발표로 준비했다면 모두가 알기 쉬웠을거라고 생각한다. 

・무리해서 어려운 일본어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보다 간단한 일본어로도 좋았던 부분이 많았다. 

・설명시간이 길었다. 레주메가 있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원활하고, 알기쉬웠다. 굳이 말하자면, 1945 년 해방후의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좀 더 

미국의 심리에 따라 상황을 자세한 설명을 듣고싶었다. 

・토론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에 꽤 곤란했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소그룹으로 이야기를 해서 모두가 좀 더 

발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파워포인트의 글자가 작아서 읽기 어려웠다. 

・유영조씨의 열렬한 주장, 생각이 마음을 울렸다. 

・정보량이 조금 많다고 느꼈지만, 큰 목소리와 설명은 매우 좋았다. 

（４）그 외의 의견・감상 

・문제의 배경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었다.・내용이 좀 어려웠고, 신경질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진행자 2 명이 매우 좋았다.・열심히 준비 한 점이 잘 전해져왔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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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문화소개   

소속  가고시마대학 법문학부 경제정보학과  고쿠료 미키 

 가고시마대학 이학부 지리환경학과  Yusuf 

    사회인  이데사코 미키 

●목적 

이문화가 낳은 훌륭한 연주・댄스・스포츠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하고, 이문화를 접하는 

즐거움을 체험하게 한다. 

●당일까지의 준비내용 

・출연자모집   ・무대구상   ・이문화소개 프로그램 작성   ・기재배포   ・MC 원고 작성 

・소도구 만들기   ・민족의상대여   ・가사 슬라이드 만들기   ・패션쇼 음원 집합 

・POCOPOCO 연습   ・출연자・MC・방송부와 협의 

●당일 프로그램 

내용 출연자 

14 개국 민족의상 패션쇼 각국으로부터의 우학생, 다국적합숙 스텝 

요신판차르 인도네시아 유학생 

합기도 네이산, 히로노유타 

죠겟 말레이시아의 유학생과 라마라마찬테 여러분 

앙쿠룬 안쿠룬비네카 여러분 

난타 한국인 유학생 

비루마의 고전음악 류타 

네팔 댄스 보하라, 마노지(네팔) 

오카상 유솝, 보이디(쿠웨이트) 

아프리칸 하시모토 사토미, 마에하라 리에 

중국과 일본의 노래 야마노우치 타쿠야, 중국인 유학생 

쟌가이 필리핀 유학생 

일본무용 카미조노요시노, 일본전통음악부 여러분 

눈챠쿠 何龍(중국) 

카포에이라 다나카 켄타, 그 외 카포에이라교실 여러분 

포쵸포쵸 인도네시아 유학생, 다국적합숙 스텝 

 

●잘된 점 

・패션쇼에서 나라마다 음원을 바꾸는 것으로 나라마다의 

분위기, 곡을 소개할 수 있었다. 

・무대를 원으로 해서, 출연자와 참가자의 거리를 같게 할 

수 있었다. 

●반성할 점 

・시간 안에 끝내지 못했다. 

・탈의실 안내 종이를 만들지 못해서, 출연자에게 혼란이 

생기고 말았다. 



78 

 

・무선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다른 스텝과의 연대가 잘 되지 못했다. 

・가사 슬라이드를 일본어와 영어로 준비하지 못했다. 

・진전에 기재변경에 의해, 패션쇼의 음원에서 음악이 나오지 않은 나라가 생기고 말았다. 

●감상 

「참가자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그 마음으로 2 개월 반을 일했다. 패션쇼는 보다 많은 나라, 보다 

많은 민족의 의상을 모아서, 참가자에게 이문화를 체험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고싶다, 흥미를 가지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스텝 전원이 유학생을 중심으로 의뢰를 했다. 「패션쇼에 나가주실 수 없을까요」어떤 

분으로부터는 구경거리로 보이는 것 같아서 싫다고 거절당했다. 「의상은 저희가 준비할 테니 의상을 

입어주실 수 없을까요」「민족이 달라서 입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당하고, 민족의상은 한 나라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할 수 있었다. 나라마다의 분위기를 맛보게 하고싶어서 「나라의 

전통적인 음악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부탁하고, 전통적인 나라의 음악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고 

듣고나서, 데이터로써 남아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일본인에게 다른나라의 의상을 

입히고, 유학생에게 다른 민족의 의상을 입게 하는 것도 매우 갈등이 되었다. 이걸로 정말 좋은걸까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 민족에게 실례는 아닐까하고. 그런 갈등 속에서 자문자답하고, 또 직접 그 나라의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양해를 구하고, 한번 해보자고 결심하게 되었다. 패션소에 이어지는 퍼포먼스도 

똑같이 어느 나라에 치우치지 않도록, 또한, 댄스와 연주, 스포츠 등 보다 많은 종류가 될 수 있도록 

의뢰했다. 마지막에 춘 POCOPOCO 는, 참가자 여러분들이 함꼐 춤추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의도로, 인도네시아 유학생과 다국적합숙 스텝 20 명이 매주 2 번 회의 후와 일요일에 연습했다. 처음에는 

인도네시아의 유학생들과 함께 출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추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처럼 되었다. 

거기서, 몇번이고 몇번이고 교섭했다. 「우리들은 여러분과 함께 춤추고 싶습니다.」전원은 아니었지만, 

2~3 명과 추게 되었다. 연습은 좀처럼 모두 모이지 못했다. 춤의 레벨에도 개인차가 있었다. 본 행사가 

다가오던 중, 초조해지게 되었다. 어떻게하면 참가자가 추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하는 과제가 

생겨났다. 어디서 참가자 사이로 들어가면 좋을까, 모두 열심히 생각했다. 하지만, 그 걱정은 거의 

소용없었다. 막상 행사가 시작되자, 유학생이 뛰어들어와서 분위기를 띄워주고, 참가자가 손박수를 

쳐주었다. 「큰일이네요」라고 따뜻한 말을 듣기도 했다. 우리의 걱정을 아랑곳하지않고, 참가자는 

적극적으로 이문화소개에 참가했고, 매우 즐거워 보였다. 마지막에는 국적, 연령, 성별 관계없이, 회장이 

하나가 되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본 행사가 아니고서는 느낄 수 없는 파워와 기분좋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문화소개는 당일 꽃을 피우는 프로그램이지만, 그 배경에는 패션쇼・퍼포먼스 출연국 분들이 

전하고 싶은 자국의 자랑, 문화가 표현되고 있었다. 참가자 분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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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사진 

요신 판챠르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댄스의 한가지. 원래 2

개의 댄스였습니다. 요신은 파푸아주에서 판챠르

는 비악쿠에서 생겨나, 사교 댄스가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춤을 추는 사람과 악기를 연주하며 

선주민족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

습니다. 

 

 

 

 

 

 

 

이아이도(居合道) 

 

이아이도에서는 일본도를 사용하여, 발도에서 

납도, 만드는 방법을 통한 기능 수련을 합니다. 

죠겟 

 

「라마라마챤테」의 여러 분들과 말레시아인의

유학생 2 명에 의한 말레이시아 댄스입니다. 라

마라마챤테의 여러분은 주 일회 말레이시아 댄

스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안쿠룬 

 

「비네카」의 여러분이 대나무로 만든 악기로 

앙쿠룬의 생생한 연주를 해 주셨습니다. 비네카는 

가고시마의 국제 교류를 하는 곳에서 자원 봉사

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난타 

 

「난타」는 한국의 전통적이 사물놀이의 리듬을 

한 한국 최초의 비언어 퍼포먼스입니다. 복싱 

시합의 난타전과 같이 두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냄비와 후라이팬, 접시 컵 등 여러 기구를 

사용하여 연주합니다. 

비루마의 고전음악 

 

 

미얀마의 궁전내의 왕의 어전에서 현악기를 연주

한 곡을, 기타를 이용하여 연주합니다. 미얀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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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버마 기타라고 합니다. 

 

네팔 댄스 

 

어머니 

 

이 「어머니」라는 곡은 이슬람의 깊은 문화가 

포함된 아라비아어의 노래입니다. 

아프리칸（기니아 공화국의 음악과 댄스 

 

중국과 일본의 음악 

 

 

 

 

 

 

평소 일본에서는 들을 수 없는 중국의 가요곡

과중국인의 젊은이들이 자주 듣는 J-POP 을 소개

합니다. 첫 곡은 큰 바다라는 의미의 다이카이를 

노래합니다. 이 곡은 조금 옛날 곡입니다만, 신세

대부터 구세대까지 널리 사랑받은 곡입니다. 또 

하나의 곡은 카제니 나루라는 곡으로, 알고 있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곡은 중국에도 번역

되어, 중국어로는 「大手牽小手」이라는 곡명입니

다. 

쟝가이 

 

필리핀의 「쟝가이」라는 댄스입니다. 쟝가이의 

기원은 스루제도입니다. 특징은 손에 금속 손톱과 

같은 악세서리를  붙이는 것 입니다. 

일본무도 

 

일본무도는, 무(舞)와 도(蹈)가 합쳐진 것입니다. 

제례때와 민중의 오락 등, 춤의 목적과 종류은 많

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신무도라는 장르는 

가고심마 대학 일본 전통 음악부의 코토 연주와

의 공동 연주를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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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절곤 

 

전설에 의하면「쌍절곤」은 중국의 송나라때에 

송태조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사용했다

고 합니다. 원래는 전쟁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쌍

절곤은 브루스 리에의 의해 세계에 퍼졌습니다. 

카포에이라 

 

브라질의 라이브 연주에 의한「카포에이라」입니

다. 이것은 브라질의 전통문화로,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노동자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POCOPOCO 

 

오늘 밤의 마지막 퍼포먼스는 인도네시아의 포

쵸포쵸. 이것은 모두가 함께 춤을 추며, 연대성이 

있는 댄스가 되었습니다. 이 무대에서 인도네시아

의 유학생과, 다국적 합숙의 스태프들도 춤을 춥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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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모두의 시간    가고시마대학 나가이 쿠미코(永井久美子) 

●목적 

모두의 시간이란 학교에서 말하자면 점심시간과 같은,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하는 자유로운 시간이다. 

올해는 참가자 모두가 보다 충실한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다종다양한 항목을 준비했다. 

●개요・당일의 흐름 

・스포츠 

줄넘기（우천으로 중지 ）②축구（우천으로 중지）③탁구 

농구 ⑤세파타쿠로 ⑥암벽등반 

・토의&토론 

①KAPIC 센터장에 의해 

②시디크씨에 의해 

・댄스(뱀부 댄스) 

・다국적밴드 

・카드게임 

・공정무역 

・자유채팅 

・프라호비 

●잘된 점 

・프라호비는 특히 여성참가자에게 호평이었으며, 책상이 항상 가득차 있었다. 

・잠베 등의 타악기는 남녀노소할 것 없이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모습이었다. ・댄스는 추는 사람, 

보는 사람 모두 즐거운 것 같았다. 

●다음번의 과제 

・지정되지 않은 설비의 놀이기구로 논 사람이 있었다. 사용금지 벽보 등으로 참가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 안전상, 장착이 의무화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구없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 때문에 

암벽등반이 중지되었다. 

●감상 

 모두의 시간은 매년 호평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올해도 참가자에게 즐거움을 주고싶다는 기분으로 합숙을 

준비했다. 올해는 강의, 토론이라는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 KAPIC 센터 소장님과 시디크씨의 귀중한 

이야기를 참가자 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서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공교로운 

악천후로, 축구와 줄넘기 등 실외 활동이 불가능했던 점이 유감이지만, 모두의 시간이 참가자 사이의 

교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준 스텝 여러분, 분과회를 

즐겨주신 참가자여러분, 협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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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종합토론  

담당자: 카마타 유우키, 샤픽, 미야자키 요시노리, 니시모토 유미, 모리 치아키 

●목적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은 국가와 언어와 문화, 종교, 사고방식 등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종다양하다. 그러한 차이가 때때로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낳기도 한다.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애에 대해 이해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장애를 「벽」이라고 가정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차이로부터 어떤 벽을 느끼는 지를 알고,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하면 좋은지를 참가자 전원이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내용 

●당일까지의 준비내용 

인터뷰 작성→테마 결정→시나리오 작성→패널 선정→패널, 

통역과의 합의→슬라이드 작성→회장준비, 그 외 

운영사항결정 

●당일의 흐름 

회장준비→앙케이트지 배포→본 순서→앙케이트지 

회수→정리, 청소 

●잘된 점 

①인터뷰 기고 

・20 건 이상의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었다. 

・인터뷰 기고에 관해 많은 스텝의 협력을 얻을 수 있었다. 

②회장준비, 그 외 운영사항결정 

・토론순서 진행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반성할 점 

①인터뷰 작성 

인터뷰 작성에 대해서는, 인터뷰 내용을 일언일구 작성한다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스텝의 부담이 컸고, 

그 결과 작성이 늦어졌으며, 테마결정, 시나리오 작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②회장준비, 그 외 운영사항결정 

・스크린 작성에 시간이 걸렸다. (시트를 대용했기 때문에 꿰매는데 시간이 걸렸다.) 

・ 회장준비 중 회장개방(참가자가 농구 등을 하고 있어서 준비에 지장이 있었고, 기재의 파손 등의 

위험이 있었다.) 

③통역, 패널에 대한 배려 

・통역, 패널에 대한 배려의 결여(테마를 정하는 단계에서 긴장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후의 인터뷰 

작성 작업에 쫓겨서, 결과적으로 통역, 패널과의 합의가 빠듯해져버렸다.) 

④스텝과의 의견교환 

・다국적합숙 스텝사이의 통합토론의 테마와 시나리오의 정보공유의 결여(스텝의 의견을 총합토론에 잘 

반영하지 못했다.) 

⑤테마 설정 

・ 올해는 「벽」이라는 테마를 설정했으나, 구체적으로 벽을 어떤 방법으로 깊이있게 해나갈지 

토론과정을 세우는 일이 잘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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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번의 과제 

①인터뷰 작성 

・ 인터뷰 작성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빠른 단계에서 인터뷰를 행하고 총합토론 이외의 스텝에게도 

작성의 협력을 2010 년 이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이번에는 일언일구 작성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모든 인터뷰를 기고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에 따라서, 

요약과 말하는 형식을 취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②회장준비, 그 외 운영사항결정 

・회장준비 중 회장폐쇄의 검토 

・스크린을 사전에 준비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③통역, 패널에 대한 배려 

이른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토론의 흐름, 테마를 정하고, 그에 필요한 작업(인터뷰 작성)을 병행해서 

내용을 매듭지음으로서, 통역, 패널과의 여유있는 합의가 가능하도록 한다. 

●감상 (카마타 유우키) 

지금 돌이켜보면, 총합토론은 관계해 주신 모든 분들의 힘이 있었기때문이야말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통합토론 스텝은 일본인학생, 유학생, 그리고 사회인으로 구성되어있었고, 그 때문에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해갔다. 다른 의견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들은 그때마다 서로 이야기하고, 의견교환을 하면서 의논했다. 최종적으로 준비는 당일까지 

소란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하나하나의 작업을 모두가 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총합토론 스텝뿐만아니라, 패널과 통역, 그리고 선배로부터도 총합토론을 구체적으로 진행시켜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테마와 당일의 진행에 관계해,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총합토론에 

관여해주신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를 합쳐서, 준비과정이 충실했으며, 본 순서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 

또한, 나는 지금까지 총합토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지만, 총합토론 스텝이 되고 그 의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통합토론의 의의란 무엇인가,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 국경을 

넘어서 서로 이야기한다는 행위자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일본인이지만, 일본에서는 그다지 외국 사람과 

접할 기회가 없으며, 오해를 살지도 모르지만, 어느정도 폐쇄적인 환경에서 일본적인 사고를 가진채로 

살아왔다. 그러나, 통합토론은 그 환경을 아주 간단히 무너뜨리고, 평소 뉴스와 신문에서는 얻을 수 없는 

외국 사람들의 진실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다국적합숙의 슬로건인 

「다문화공생사회 구축에의 도전 」을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도, 준비단계에서 인터뷰와 패널 

분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가치관을 배웠다. 올해는 「벽」이라는 테마로 외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있는 벽, 또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느끼는 벽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가장 많은 의견은 언어의 벽에 

관해서였다. 나도 유학생 분들에게 인터뷰를 할 때 영어를 사용해야하는 점에 있어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잘 전해지지 않았고, 언어의 벽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크다고 느꼈다. 그러나, 벽을 허무는데는 

먼저 벽에 부딪혀 경험하고, 「벽」이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합토론에서는, 배운 점도 많았지만 그 외에도 반성해야할 점이 많았다. 우리들이 계획성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폐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님들과 패널 분들, 통역 분들께서는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많은 시간을 공유해주신 총합토론 스텝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앙케이트 집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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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총합토론의 앙케이트에서 나온 참가자의 의견을 몇 가지 정리한다. 

（1）①접수 시 배포한 사전자료를 읽었습니까 

Yes No 무응답 총 회답자 수 

172 49 21 242 

②당신의 평가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회답） 

1：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3：그렇게 생각한다 4：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No.1：테마「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회답 1 회답 2 회답 3 회답 4 무응답 총 회답자 

수 

4 28 134 74 2 242 

No.2：패널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회답 1 회답 2 회답 3 회답 4 무응답 총 회답자 

수 

1 20 143 75 3 242 

No.3：토론은 흥미로웠습니까？ 

회답 1 회답 2 회답 3 회답 4 무응답 총 회답자 

수 

1 22 99 118 2 242 

（2）테마에 대해 사전에 생각한 것과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나라의 사람과 「벽」에 대한 사고방식, 느끼는 방식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며, 

어떤 느끼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기대하고 있었다 

・벽이라는 테마는 총합토론을 하는 테마로서 너무 넓고 커서 어렵지 않을까하고 생각했다.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역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본으로서 타인에 대한 

경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는 다르더라도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데까지 다다를 수 있는 토론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벽」에 대해서는 개개인에에 따라 파악방법,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므로, 어떤 토론이 될지 

흥미가 솟았다. 

・벽이란 무엇일까. 실제로 그 정도로 자신이 벽이 있다고 느끼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벽을 부수는 

목적은 무엇일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벽을 부수는 구체적인 방법이 존재하는지 어떤지, 또한 이번 토론에서 그러한 결론이 나올지 어떨지 

기대하고 있었다. 

（3）총합토론에서 특히 인상깊었던 점・더욱 배우고 싶었던 점을 써주십시오. 

・「벽을 없애는 일 」＝「같은 일을 하는 것 」은 아니라는 점 

・처음에는 일본인의 소극적인 자세가 두드러졌지만, 점점 상황이 변해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일본인으로부터 외국 학생에 대해, 일본에 오면 일본어를 배워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점. 이 의견을 

깊이 생각하면, 왜 이런 생각이 생겨나는 것일까, 진짜 일본인의 마음이 보일 것이다. 

・내용 정리 중「종교와 문화적인 배경은 변할 수 없지만, 모두 인간이라는 것은 똑같으므로, 각자가 

벽으로 느끼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 좋은 것」이라는 발언은 인상깊었다. 

 （4）진행방법에 대해, 평가할 점・개선점을 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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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도 좋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영어→일어의 통역 중 통역의 누락이 조금 신경쓰였다. 

・ 몇번이나 손을 들었던 사람에게 결국 발언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점을 개선점이라고 생각했다. 

작년과는 달라서 사전에 테마를 알았던 점은 좋았다. 

・뒤의 스크린이 빠르게 정리된 점은 좋았다. 음향 마이크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매우 원활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매우 좋았다. 패널 이외의 의견을 파악(어느 

정도의 예측)해뒀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벨을 울리는 것은 좋지만, 지겨운 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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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전문 

 

사회 

올해의 총합토론의 테마는 벽입니다. 유학생이나 일

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분들이 일본에서 살면서 느

끼는 벽은 무엇일까?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

다. 언어의 벽, 종교의 벽, 습관의 벽 등 개인에 따

라서 느끼는 벽은 각양각색입니다. 이번 외국인 참

가자분등에게는 일본에 와서 느끼는 벽 그리고 일

본인 참가자에게는 외국인분들과 접하면서 느끼는 

벽에 대해서 의견 을 말씀해주시고 무엇이 벽이 되

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어

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에 대해서 생각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패널 분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오른쪽

부터 쿠웨이트에서 오신 유솝, 일본의 타카야마 , 

중국의 동빈씨 탄자니아의 벤자민씨 입니다. 그럼 

쿠웨이트의 유솝씨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유솝 (쿠웨이트) :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유솝입니다. 쿠웨이트에서 왔습니다. 1 월에 와서 현

재까지 6 개월 동안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고시마 대학교 수산학부에서 공부 중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타카야마 (일본) :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카야마 라

고 합니다. 일본인 입니다. 저는 25 살이며 한번의 

직장 경험이 있으면 지금은 다시 학생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번은 벽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의견이 있으시다

면 말씀해주세요.   

동빈 (중국) :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토우 

라고 합니다. 가고시마대학생 이었지만 올해 3 월에 

가고시마대학을 졸업하고 가고시마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중국인 회사원 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벤자민 (탄자니아) : 저의 이름은 벤자민 입니다. 탄

자니아에서 왔습니다. 올해 4 월에 일본에 왔습니다. 

수산학부소속이며 이 총합토론의 패널이 될 수 있

어서 정말 기쁩니다. 득이 있는 토론이 되도록 바라

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협

력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그럼 패널분 들은 일본에서 느낀 벽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각 패널 분 들의 의견을 들은 뒤 참가자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각 패널 분들

이 일본에서 느낀 벽에 대한 스피치를 부탁 드립니

다. 스피치는 2 분이내 입니다. 스크린에도 스피치

의 내용을 비춥니다. 참고 해 주십시오. 우선 쿠웨

이트의 유솝씨 부탁 드립니다. 

 

유솝 (쿠웨이트) : 문화 언어 종교 그리고 성차별에 

대한, 이것들 전부가 여러분이 말하는 벽이라고 저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이슬람은 우리

들 무슬림 에게 있어서 단순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

에 아마도 일반적으로 무슬림과 이러한 벽이 관련

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슬람은 모든 문화

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이성(異性)과 교류할 때에도 

관련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벽에 대해서

는 이슬람의 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

니다. 그럼 이제부터 언어 문화 그 밖의 여러 곳에

서 생기는 벽에 대한 의견입니다만 이 토론에서 가

장 중요한 부분을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언

어의 벽은 부서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지만 만약 우리들이 서로 이해한다면, 커뮤니케

이션을 취할 수 있다면 문화에 대한 모든 미지(未知)

의 부분을 오해하는 일을 없겠지요. 예를 들어 여러

분이 우리들의 문화대해 모른다면 여러분에게 있어

서 우리들의 문화는 미지의 것입니다. 미지의 것은 

때로는 공포와도 관련 있겠지요. 미지의 것과 공포

와의 관련성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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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문화를 모른다면 그때 당신에게 생길 감정은 

당신에게 있어서 미지의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우

리들이 언어를 모르고 당신이 우리의 문화를 이해 

할 수 없다면 미지의 것은 미지 그대로 계속 존재

하고 공포도 계속 존재하겠지요. 우리들에게는 공포

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림을 봐주십시오. 저희가 그

린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저이고 오른

쪽에 있는 것이 누군가 이거나 일본인 이거나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듯 언어의 벽은 거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다른 문제는 실제로는 작은 것

이 지만 언어의 벽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것

입니다. 거대한 벽이라는 것은 언어의 벽뿐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일본의 타카야마

씨 부탁드립니다. 

 

타카야마 (일본) : 우선 일본인과 외국인 사이에 있

는 벽에 대해서 입니다. 저는 일본인에 대한 생각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

극성 간단히 말하면 개인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것 이라든가 다수의 의견에 따라간 다는 점이 있습

니다. 저는 일을 한적이 있어서 오랜기간 동안 외국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주 외국인 친구들에게 듣는 말은 왜 회의가 있는

데 자기 주장을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것

이었습니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거나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웃으며 있거나 합니다. 외국분 들에

게 있어서 맞추어주는 웃음은 그다지 이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이문제가 화제에 

오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은 해외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돌아 

왔었을 때에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일본

의 문화인가? 습관인가? 사회의 구성 방법에 의해

서 생겨난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이유

라는 결론으로 이 이야기를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

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중에 외국에 관심이 있

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외국인에게 말

을 걸고 싶어하겠지만 잘 말을 걸지 못 합니다. 이

러한 경험을 하거나 이러한 친구를 본적이 없으십

니까? 외국인인 유학생입장에서 본다면 왜 일본인

은 말을 걸어 오지 않는 것인가? 에 대해서 생각하

거나 해서 그것인 외국인에게 있어서는 벽이 된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중국의 동빈 씨입니

다 부탁 드립니다. 

 

동빈 (중국) : 방금 전의 유솝씨는 언어의 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제 자신이 느낀 

벽을 이야기 하기 전에 회화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점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회화

는 언어가 가능하면 언어의 캣치볼 입니다만. 커뮤

니케이션은 무엇일까요? 커뮤니케이션은 마음의 캐

치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교류 정도를 

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저의 생각은 우선 

서로의 편견을 버리고 서로가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상대방을 존중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

과 중국은 옛날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 일중경제는 공통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

중전쟁의 역사 또 한가지는 상호이해의 부족과 편

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 중국은 

일본에 점령당해 많은 중국인이 일본인에 대한 편

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

에 지금 중국에서 일본이 싫다. 일본을 싫어하는 사

람이 많다는 이야기는 조금 극단적일 지는 모르겠

지만 적지는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떄문

에 일본에 있는 중국인이라고 해도 이러한 기분에

서 간단히 해방되지는 않습니다. 일본에 있는 중국

인은 무엇인가 불만이 생기면 즉시 자기는 중국인

이니까 라는 편견을 느끼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는 생각이 나타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

문에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일매일 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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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일본인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지 않다는 벽이 

생기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

본에서는 지금 중국의 발전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

인에 대해 아직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

다. 제가 느낀 것은 중국인은 일본에 있을 때에도 

애국심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중국에 정

말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도 중국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중국의 사정은 모

르면서 중국을 비판 하는 사람과 그다지 커뮤니케

이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넘버 2 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탄자니아의 벤

자민씨 부탁 드립니다. 

 

벤자민 (탄지니야) : 감사합니다. 저는 문화의 벽과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아주 먼 옛날부터 인간에게 있어서 심각한 위협 이

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의 이 이

야기를 준비할 때 케이스 스터디 로써 미국을 들었

지만 그것에 있어서 마틴루터킹은 중요한 인물입니

다. 우리들은 그가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받은쪽의 

위대한 리더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는 소년시대때 학교에서 레스토랑에서 병원에서 공

공

교

육

기

관

이

나 

공

공시설에서 인종적 편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1963 년 마틴루터킹은 25 만인을 넘는 관중을 앞에 

두고 워신턴 D.C 에서 유명한 연설을 우리들 누구

나 알고 있는 「나에게는 꿈이 있다.」의 연설을 했

습니다. 이 연설에서 그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만

들어져 있다. 인권에 관해서 말하고 다르다고 하는 

차이점은 우선 제껴 두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언

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투(苦鬪)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은 현재 흑인 미국인 버락 오바

마가 현 대통령이라는 점. 결과적으로 37 세라는 짧

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럼 일본인의 관점에 대해

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일본인은 국제사회 또 지

역사회간의 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 할 수 없

습니다. 우리들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종교

적으로도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아주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벽을 무너트리기 위해서는 3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국제사회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일본

인의 생활양식을 이해 할 것. 두 번째는 일본인도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본인의 생활양식을 명확히 할 

것 .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차이를 가진 상태로도 

공통의 배경의 안에서 평등한 상황을 만들어 갈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참가자 분들부터 

벽에 대해서의 의견을 내주었으면 합니다. 발언은 1

분이내로 부탁 드립니다. 누군가 발언 하시겠습니까? 

 

참가자 (이집트) : 이러한 토론의 기회를 만들어 주

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일본인 여러분은 정말로 친

절하고 예의 바르시고 협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벽에 대해서 생각

해보면 물론 유솝이 말한 것처럼 성차 종교 습관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 전부에 언어가 관련 되

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일본에서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인수 만이 영어

를 사용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

나 세계 중 어느 나라도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집트 처럼 그렇게 발

전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도 모든 사람이 적어도 

3 언어 아라비아어 영어 그리고 프랑스어를 사용하

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초등학

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좀더 

협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고시

마 대학교를 고려한다면 실제 가고시마대학은 유학

생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 가고시마대학교 학장은 왜 가고시마 대학의 홈

페이지을 일본어로 만들었는가가 의문입니다. 그리

고 일본어만을 취급한다는 것은 저와 저의 아내에

게 있어서 유연성이 없는 많은 교수들과의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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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일본어로 메일을 보내오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지 못 하고 답장을 보낼 수 없습니다. 상당히 화

가 나는 일이고 그러한 일은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

는 것에 있어서 아주 큰 위험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고시마 대학 홈페이지는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수들은 학생의 상황을 이

해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의견에 대해 무엇인가 의견이 있

는 분 있으십니까? 

 

참가자 (나이지리야) :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나

이지리야에서 온 유학생으로 천문학을 가고시마대

학교에서 공부 하고 있습니다. 타카야마씨가 말한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한 

일본인은 의견이나 표정을 숨긴다 고하는 것에 완

전히 찬동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는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 인가? 보다는 어떻

게 말하면 좋은가? 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잘 들리는가 또는 제가 들어서 기분 좋게 

들리나?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본어로 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 까? 하는 마음이 들어 있기 때

문에 잘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있어

서는 당신이 무엇을 말하든지 OK 입니다. 외국인은 

공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아마도 가장 예

의 바른 문화를 가진 국가 입니다. 만약 유럽이나 

아프리가나 아메리카 가면 일본인과 같은 예의 바

른 문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

신이 외국인에게 「나가」라는 것을 전하려고 해도 

일본인이 느끼는 것처럼 외국인은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이 외국인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지 꺼리지 마시고 무엇

이든지 말하며 답을 찾아주세요. 끝내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지금의 의견에 대해서 무엇인가 

의견이 있는 분 계십니까? 부탁 드립니다. 

 

참가자 : 저는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 입니다. 그리

고 모두 항상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당

신은 외국인이고 

단순히 아메리카에

서 온 것이 다인 

일본에 온 사람들 

중 많이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

고 실제로는 자기

들이 듣고 있는 것

을 그들 자신들은 

이해하고 있지 않

습니다. 단순히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것은 중학교 이든지 고등학교 이든지 저는 똑같다

고 느낍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존제 이기 보다는 오히려 단지 그들을 즐겁게 해주

기 위한 존재로 보입니다. 

저는 소수의 일본인만이 자신과 다른 문화를 받아

드리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은 단지 영어를 

배우고 그것을 반복 하는 것 만으로는 안됩니다.

「 저의 이름은 ……입니다. 잘지내요. 당신은? 」

「오늘어때?나는 좋아 너는 어때?」이러한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 합니다. 참…… 우리들 외국인모두

가 다른 문화에서 왔느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하고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은 단지 반복 하

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어찌되었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다른 참가자 분은 의견 있으십

니까? 

 

참가자 (필리핀) :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에 대한 다른 외국인 분들이 말하신 의견에 보충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수동적이지만 영어를 공부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문화인 것 은 압니다. 이

것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서 

우리마을은 스페인에 점령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들은 우리들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들이 다른 장소 갈 때에는 물론 소극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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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다문화공생을 향해서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과 동반하여 몇 개의 언어를 배워

야겠지요. 당신들 일본인이 영어를 배우고 쓰는 법 

이야기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

니다만 우리들은 먼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

고 보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들은 유리를 보듯이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느

끼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를 혼합한다. 그렇네요. 혼합

하기 위해서 또다시 혼합해서 서로의 장점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의 가치를 보다 깊게 배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들은 

외국인들과 교류 할 수 있게 3 가지의 언어를 배우

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인 여러분은 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외국인이 저에게 말했

습니다 우리들은「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는 

인사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서로를 좀더 깊게 알기 위해서는 정말로 깊은 우정

을 쌓지 않으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다른 참가자분 들은 벽에 관한 

의견 없습니까? 일본인 분들 쪽에서는 아직 의견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 괜찮다면 일본인 쪽에서도 

말씀 해 주세요. 

 

참가자 (일본) : 저는 일본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외

국어공부를 한다고 하는 의견에 결단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언어인 일본어를 공부해야 한다

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일본어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생긴다면 외국어를 아마도 영

어를 공부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들이 일본에서 공

부를 하고 싶다면 일본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반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만약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공부를 한다면 일본인에게 영어를 

말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신들은 영어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상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지금의 일본인 분의 의견에 대

해서 외국인 참가자는 의견은 없으십니까? 부탁드

립니다. 

  

참가자 (방글라데시) : 여러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

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은 정

말로 상당히 친절하고 정말로 예의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제가 일본인과 만날 때는 언제나 단

지 인사뿐 「안녕하세요. 안녕히주무세요.」이렇게 

인사를 할 뿐입니다만. 저는 외국인으로서 일본인과 

같은 특유의 문화나 전통이나 언어를 가지고 있습

니다. 만약 외국인과 일본인 쌍방이 이해하는 자세

를 가지고 있다면 이해하는 것은 보다 더 쉬워 집

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받아들일 자세를 가

진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언어와 문화 만이 벽

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지 않는 것이 벽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중요합니다. 저는 모든 외국인과 일본인 여러분들께 

좀더 서로 교류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좀더 서로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

게 되겠지요. 저는 모든 벽이 해결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 뿐만 아니라 좋은 커뮤

니케이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본인은 대체

로 일본인 친구와 이야기 할 때 에는 배려하는 마

음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저는 단순히 외국인

으로서 만약 일본인 학생 모두가 저와 우정을 쌓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간단하

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저의 의

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다른 참가자 분은 의견이 있으

십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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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나이지리아) : 두 번째 발언입니다만 방금 

전 일본인의

「 일본에 오는 

외국인은 일본

을 공부하고 일

본어로 자기의 

전문 연구를 한

다 」 라는 의견

에 조금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어를 공부

하고 모든 한자

를 습득하고 자

신의 연구를 일본어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주세요. 일본인이 신문을 

읽을 수 있도록 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

립니까? 우선 유년기로 돌아가보면 、「月」「日」

과 같이 단순한 한자를 공부합니다. 그 6 년 뒤에도 

아직 신문을 읽지는 못 하겠지요. 누군가 「あまの

がわぎんが」라는 일본어를 한자로 쓸 수 있으신가

요? 일본인 조차 읽고 쓰기 전에 사전을 보지 않으

면 안될 정도로 복잡한 한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전혀 말이 다른 나라에서 일본에 온 외국인이 

천문학이나 화학, 수학등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를 하려면 필요해지는 용어는 전문용어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은 일본어 (전문용어)를 습득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 외국인

인 20 년간 일본에 거주할 예정이라면 6 년간 아니 

10 년간은 언어 습득을 위한 시간이며 그 뒤 4 년간 

자신의 전공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대체로 4,5 년의 

예정으로 유학생으로서 여기에 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국에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본어를 습득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일본어로 

공부한다고 한다는 것은 확실히 합리적이지는 않습

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참가자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출신입니다. 언어

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본어는 일본인에게 

있어서도 어려운 언어이지요?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용어는 지금 이 토론회에서 일본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 영어입니다.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은 일본인도 적어도 한가지의 공용어를 외국인과 

커뮤티케이션을 취할 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인은 외국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수 없겠지

요. 만약 오늘의 이 토론에서 일본어와 영어 두 가

지의 언어가 없다면 서로의 의사소통이 불가능 했

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가지의 공통 언어

를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서도 사용되는 언어는 두 가지 입니다. 그리고 국제

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영어를 공부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참가자 (네팔) :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네팔출신 

입니다. 일본인과 유학생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

리고 이 벽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필요 한 것

은 커뮤니케이션 입니다. 우리들 유학생은 4,5 년 

여기에서 공부하고 그 뒤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 갑

니다. 일본어를 완전하게 습득 하는 것은 불가능 합

니다. 그러나 대분분의 외국인은 영어를 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가 커뮤니케이

션을 취할 때에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영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나이지리아의 친구의 

방금전의 발언은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참가자 (일본) : 지금 언어가 화제로 되고 있는데요. 

저도 그다지 영어가 안되기 때문에 매우 공감하는 

이야기 입니다. 공부할 필요도 있고 동시에 일본어

에 대해서 좀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도 좋습니다만 저는 아까 동빈씨가 말씀해주신 것

과 같은 상호이해 문제 등에 대해서도 좀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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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묻고 싶습니다. 설령 서로 언어의 문제가 클리

어 된다고 하더라도 방금 전의 역사문제 인식처럼 

여러 가지 폐해(弊害)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 하

지 못한다거나 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각국의 

입장에서 봐서 그 일중간의 폐해가 어떻게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일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중국인, 중국의 유학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등 이러한 의견도 반드시 화장에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 드립니다. 

일중에 제한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나라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므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어느 

나라에서는 이러한 폐해가 있습니다. 라는 등의 소

개도 좋고요 만약 이러한 것을 넘은 예가 있다면 

반드시 이야기 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지금 일본인 참가자 분이 언어 

많이 아니라 상호이해 언어를 넘어서 상호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회장에서 

듣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무엇인가 그 의

견에 관한 참가자 쪽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참가자 (일본) : 벽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중

국 쪽이나 쿠웨이트 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의외로 

같은 면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 관해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과학적인가 비과학적인가 

등의 이야기는 불가능 하겠지요. 이러한 금지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에 관해서는 공산주의

가 바른가? 와 같은 이야기는 불가능 합니다. 현실

적으로 아마 일본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할까? 깨닫지 못 하고 있다는 면도 있

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사회에서도 이러한 것은 

이야기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벽은 높아져 갑

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패널 분들 쪽에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빈 (중국) : 죄송합니다. 오늘은 조금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민폐를 끼쳤습니다. 아까도 계속 듣고 계속 

들어서 조금 느낀 을 오늘 이 장소 에서 느낀 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장소에서 일

본인 쪽은 몇 분이고 외국인 분은 몇 분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방금 전의 여러분의 발언은 아마 12 명중

에 일본인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처음에 일본인

분의 의견을 듣고 일본인은 우선 일본어를 재대로 공

부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생기면 영어를 공부해주세

요.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 저는 중국인이고 일본에서 중국어도 못하

면서 왜 외국어를 공부 하는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이 때 이러한 생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럼 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인가? 목적은 무엇일까? 

목적은 외국인과 교류하고 싶어서 이지 않습니까? 언

어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은 공부하고 사용하

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면 외국어를 재대

로 공부 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싶지 않

은 사람은 저의생각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은 외국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이야기하는 벽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인 쪽에서 의견

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산주의와 이슬람의 문제

는 이미 정해진 기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의

식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

의도 저는 중국인입니다만 정말로 공산주의라는 중국

어 4 글자 입니다만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들은 지 정

말로 몇 년 만입니다. 보통은 중국에 있는 중국인 들

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중국인은 아시

아는 일본 중국 한국이 어떻게 사이 좋게 하고 어떻

게 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재대로 발전 시켜서 국민들

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서로 협력 

할까? 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협력은 일반국민의 교류의 커뮤니케이션의 벽

을 부수지 않으면 안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

니다. 네 대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상

입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쿠웨이트의 유솝씨 부

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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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솝 (쿠웨이트) : 안녕하세요. 음. 방금 전 일본인

의 발언에 있었던 「우리들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이러한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겠

습니다. 저는 벽을 부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일본인 또는 이슬람 교도 가 아닌 사람은 술

을 마시지요? 그러나 벽을 부수기 위해서는 우리들

도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은 아닙니다. 저는 당신들이 술을 마시고 무엇을 하

는 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은 제가 무엇을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벽을 

부순다는 것 입니다.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어제 밤의 

이야기 입니다만 제 주위의 사람은 춤추러 가고 싶

어 했습니다. 무슬림으로서 보통은 안됩니다. 그러

나 저는「No」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벽을 부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

기 때문입니다. 저는 춤추러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이고 그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

람과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벽을 부숩니다. 

말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배웠습

니다. 이것이 벽을 부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

까? 벽을 부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하

면서 술을 마시면서 다 함께 않아 있는 것이 아닙

니다. 벽을 부순다는 것은 우리들 사이에 있는 차이

점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벽을 부

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지금의 패널 분들의 의견에 대

해서 참가자 쪽에서 의견이 있는 분 계십니까? 부

탁 드립니다. 

 

참가자 (일본) : 죄송합니다 가고시마 대학에서의 

일본인으로서의 의견입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분들과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와

서 재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에 관해서 입니다

만 일본에서는 우선 영어공부를 하는 이유는 단지 

시험 때문입니다. 대학에 들어오기 위한 스텝으로써

가 중점입니다. 거기서 대학에 들어와서 재대로 국

제교류를 하려고 한다면 역시 재대로 된 발음으로 

영어를 말하려고 하는 벽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

다.  단지 영어를 재대로 배웠다면 발음을 교정 하

는 것이 가능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이 여러 외

국인과 교류하지 않는 이유는 영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가 통하면 여러 곳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해서 

여러 사람들의 그 문화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도 완전하게 일본어를 전부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는 쿠마모토 출신 입니다만. 

쿠마모토 사람이 쓰는 방언과 아키다 홋카이도에서 

쓰는 방언은 다릅니다. 음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일본어가 기본이 되는 표준어

가 있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를 

이것은 어떤 의미 입니까?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영어를 재대로 말할 수 있다면 그곳에 가서 그 

독특한 단어 그 곳곳에 있는 스페셜한 문화를 영어

를 사용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또 다

시 의견이 바뀌어서 시점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특히 방금 전에 유솝씨가 말 한대로 안다

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고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고 편견을 없앤

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방어막이 무너질 것 이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타일을 바꿀 필요는 없다

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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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감사합니다 탄자니아의 벤자민씨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벤자민씨 부탁드립니다. 

 

벤자민 (탄자니아) : 감사합니다. 좀더 일본인 쪽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호이

해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공생하는 

파트너에 대해 알기 위해 일본어 일본의 문화 등을 

이해하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권, 

이 노력으로부터 일본인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더 효과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한 공통의 환경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

다. 이상적인 변용(變容)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완전한 일본인이 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러한 이

상(理想)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자신의 정체성

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인

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이 생기는 지 당신들은 모르

겠지요. 그러나 환경조화를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것

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저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것 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알려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들 생활의 조화 모두가 평등한 취급을 받는 상

황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환경을 만들기 위함 입

니다. 누군가가 당신과 다르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아 주었으면 합니다. 국제적인 커뮤니티

와 로컬 커뮤니티가 상호이해를 가지는 것에 의해

서 이 환경 만들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참가자 쪽에서 의견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부탁 드립니다. 

 

참가자 (일본) :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방금 전

에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시는 

선생님이 확실히 Hello 이든지 How do you do? 이

든지 그러한 반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초등학

교 영어도 이러한 분위기여서 학습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만 방금 타카야마씨가 말한 것처럼 우리들 

교사가 아주 소극적인 것에 반해서 아이들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아이들을 

대리고 왔는데요. 역시 어린 시기 때부터 여러 나라

의 사람과 교류하고 그것에서부터 다른 문화에 대

해서 학습해 간다는 그러한 많은 기회가 우리들 일

본인들에게는 아주 부족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딸를 대리고 와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저는 아주 소극적인 일본인 

입니다만 엄마로서의 역할 그리고 교사로서의 역할 

이라는 것은 역시 세계를 보는 일본인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여기서 영어로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 자신에게도 이번에 

서로 여러 나라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은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신도 정말 

각각의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각각이 서로 이해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

다. 

 

사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

니까? 부탁 드립니다. 

 

참가자 (이집트) :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 

추신입니다 우선 처음으로 아주 간단한 것에 대해

서 말하겠습니다. 언어의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

것은 외국인 만의 문제 일본인 만의 문제가 아닙니

다. 외국인이 당신에게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 라든지 라고 할 

때 당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으로 우리들이 무엇인가의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일본에 4 년 정

도 있고 그 뒤 모국에 돌아 갑니다. 그러나 당신들

은 언어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계속 

남겠지요. 저의 같은 학부의 친구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를 배운다고 하

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인에게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국으로 돌아가면 언어의 문제는 없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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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취하

는 것이 없어지지만 당신들에게는 문제가 남아 있

겠지요. 이 문제는 즉각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영

원히 남아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사회 :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부탁 

드립니다. 

 

참가자 (일본) : 안녕하세요. 일본어로 말하겠습니다. 

사회인 입니다. 지금은「벽」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

고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 어째서 일

본인은 이렇게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 것인가? 라

는 식으로 외국분들이 생각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

하면서 발언합니다만 방금 전 유솝씨가 “breaking 

walls does not mean doing something.”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마도 오늘 

와 계신 일본인분들 대분분은 특히 제가 이렇게 조

용히 여러분들의 여러 발언들을 단지 듣고만 있는 

태도가 그다지 「벽」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

히려 어떻느냐 하면 많은 일본 젊은 참가자는 마음

적인 의미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않고 어떠한 것이 

벽으로 느끼고 있는지를 지적당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닌 가하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고 해서 조용히 있는 다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빈씨의 발언이 오늘 여로모로 

재미있습니다만 「 애국심은 당연하다는 듯이 있지

요?」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그것이 당연

하지는 않지 안나?」하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습

니다. 저는 일본이라는 국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걱

정해서 여러가지을 생각하거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일본인 참가자 뿐만 아니라도 좋습니

다만 아마도 중국분과 어제 분과회를 하면서 말해

서 중국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애국심은 도저히 

일본동시대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듯 한 생

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발언을 들으며 일본인 참가

자가「나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

람이 있다면 꼭 어떤 애국심인가? 월드컵 때의 폴

란드에게 이겼으면 하는 애국심말고 어떠한 애국심

이 있는 것인가? 꼭 동빈씨가 물어봐 주었으면 좋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공산주의 이야기는 거의 

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지만 일본에서는 일본이 자

본주의 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것

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지만 최근 글로벌리제이션

의 확장 폐해로 자본주의의 존재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많아 졌습니다. 회사민주주의방법을 좀더 

도입하여서 그러한 것을 이러한 장소에서 적극적인 

발언을 하는 일본인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은 역시 

사회가 좀더 일본사회는 민주적 이여야 한다고 저

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일본인이 

자본주의에 대해 논의 하지 않으면 똑같이 이것은 

절대도 전제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인이 공산주의가 

옳다고 계속 생각하는 것을 바꿀 부분이 있는 필요

성을 느껴서 바꿀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중국

인에게 있어서 공산주의는 말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도 아니고 전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느낀들 저 침묵들이 좋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이러한 일본의 젊은 이들이 조

용하게 있고 교류를 원하고 영어도 못하는 분도 있

겠지만 지금 여기서 열심히 듣고 있으시지만 뭐라

고할까 공기 같은 분들이 많고 공기같이 가만히 듣

고 있으면서 벽을 부수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고 생

각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그럼 동빈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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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빈 (중국) : 죄송합니다 아까의 3 가지 입니다만 

저의 일본어 능력은 아직 낮습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우선 첫 번

째 지금 이곳에 계신 일본 분 들의 이러한 경청 자

세를 마음속으로부터 받아 들이겠습니다. 방금 전에

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오늘은 일본 분들

의 발언이 적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다 많은 

일본 분들이 발언하도록 일부러 저런 발언을 했습

니다. 또 한가지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지금까지는 여기서 단지 저를 대표해서 발언했습니

다. 중국인 전부의 생각을 대표 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된 저의 생각은 공산주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특히 젊은

이들은 모두 대학에 들어와서 재대로 교육 받았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확실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

는 1 인 톱으로 밑의 사람을 통치 합니다. 일본도 

그러한 시대는 있었습니다만. 중국도 그러한 시대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를 보고 일중 전쟁

도 있고 일중전쟁 뒤에는 중국의 내전도 있었고 여

러 가지 중국 중국밖에 없는 그러한 중국 여러 가

지의 중국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 중국이 이러한 것입니다. 특히 사회문제가 많다

고 하는 것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일본

에 와서 재대로 유학하고 일본의 민주주의라든지 

재대로 스스로 흡수하고 다음엔 언젠가 중국에 돌

아와서 스스로 가능한 분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 한가지는 잊어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패널분 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벽에 대해서 여러 참가자 분들이 말씀해 주 셨는데

요. 그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패널 분들의 의견

을 들으며 끝내겠습니다. 유솝씨부터 부탁 드립니다.  

 

유솝 (쿠웨이트) : 질문은 진짜 심플합니다만 이것

에 대한 대답은 더 심플 하다고 생각합니다. 벽을 

넘기 위해서는 그 벽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어제 선생님

이 우리들 4 명의 패널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토론회에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은 다국적합숙이란 무엇인가 라고 우리들에게 물어

보셨습니다. 우리들의 대답은 다국적 합숙이란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벽을 부수는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아시겠습니까? 토론하는 것으로 벽을 부순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벽을 부

수느냐? 오늘의 이 토론으로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 

의견을 듣고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일본의 타카야마씨입니

다. 부탁 드립니다. 

 

타카야마 (일본) : 벽을 부수는 방법 말이지요? 벽

을 부순다? 

 

사회 : 어떻게 벽을 부술 수 있는가 입니다? 

 

타카야마 (일본) : 모르겠습니다. 벽은 개인에게 있

어서 각자 다르고 벽을 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

람도 있고 서로 이야기해서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

을 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단지 자신 안에

서의 타협 나쁘게 말하면 타협 좋게 말하면 존중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범하게 사회를 살아가면 



98 

 

되지 않습니까? 또 오늘 계속 생각 했습니다만 솔

직히 일본인이 의견을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일본인은 그다지 

의견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모처럼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그래서 미리 무엇을 말할까

를 팜플렛에 올려 놓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기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견을 말한다. 그것

으로 인하여 무엇인가가 바뀐다고 하는 생각을 가

진다면 또다시 여러 모습으로 자신이 바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는 것

이 아니라 이러한 사고방식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아주세요 끝내겠습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중국의 동빈씨 잘 부

탁드립니다. 

 

동빈 (중국) : 네 저는 간단한 생각입니다만 정말로 

사람과 사람의 교류하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서로 

마음을 열어서 편견이라든지를 버리고 서로 존중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토론회가 열려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

다. 저도 작년에는 신청을 했지만 오지 못 했습니다. 

올해는 겨우 올 수 있게 시간을 맞추고 오늘 겨우 

1 박 2 일간의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고시마 현의 분들이 많습니다. 가고시마의 국제교

류과 나 현의 국제 교류과 등에는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모두 관심이 있다면 꼭 참가해주세요. 정

말로 많은 외국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상

대방국가에 대해서 재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정말 

여러 가지의 오해을 낳기 쉬워 진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 하신 대로 중국인은 모두 공산주

의를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도계시고 조금 의외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그럼 마지막으로 탄자니아의 벤

자민 씨 부탁드립니다. 

 

벤자민 (탄자니야) : 감사합니다. 각국의 코멘트나 

이 토론에 대한 공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이벤트는 다른 문화의 삶이 교류할 때 셍기는 문제

를 제기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생각하는 것입

니다. 우리들은 모두 똑같지 않고 다릅니다.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가 평등하게 취급받는 

상황을 만들어 가려면 우리들은 모두 다르다는 것

을 기초로 하여 침묵을 깨고 대화를 통하여 상호간

을 이해 해야 합니다. 대화 주위와 조화하고 모두가 

평등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무엇인가 

공통점을 갖는 다고 한다는 것은 벽을 부순다는 것

입니다. 모두가 쾌적하게 그리고 조화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평등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차이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

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총합토론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벽」이였습니다. 역사

의 문제등 넘지 않으면 안 되는 벽은 많지만 종교 

문화 등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 안되 는 벽도 있다

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나온 의견에 관해서 그

다지 동의하지 못하는 참가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러나 저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며 

존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

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 토론을 

계기로 어떻게 하면 개개인마다 다른 벽을 넘을 수 

있는지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샤피크씨 부탁드립니다. 

 

사회 (샤피크) : 정리의견으로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역시 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종교의 

벽 저는 이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종교. 바

꿀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국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바꿀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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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저와 다른 나라의 역사가 있어서 그 역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매너가 

있고 다른 나라는 다른 매너가 있습니다. 그 매너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까?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사고방식 우리들의 편견 우리들의 

마인드. 그것은 우리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

것은 우리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은 

인간 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같은 마음 인간의 마

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꾼다는 마음을 이해

하려고 하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알아

주는 것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다국적 합숙을 해오면서 여러분의 뒤에 있는

「 다국적다문화공생사회구축에의 도전 」 이 있습니

다만 역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모든 사

람이 저러한 마음을 서로 서로 가지고 하나의 실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다국적 합숙의 목표를 

실현 합시다. 이상입니다. 

 

사회 : 이 것으로써 총합토론을 끝내겠습니다. 2 시

간에 걸친 긴 시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분이 곡 발언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관계로 부탁 

드립니다. 지금 11 시를 가 넘었습니다 앙퀘이트를 

써 주 십시오. 

 

참가자 (일본) :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긴장해서 잘 

저의 의견을 말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도

중에 말했어야 했는데 이번의 테마는「벽」이라는 

것으로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벽이라는 것을 말 

했습니다만 외국인끼리 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자신의 저의 이야기 입니다만 저는 고등학교에 다

니고 있습니다, 같은 학년 과는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매일 그 사람들과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끼

리가 아니더라도 나라안의 각은 국민들끼리고 벽을 

만드는 것은 있기 때문에 나라간이 아니라 나라안

에서도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조금 이

상하기 때문에 이 다국적 합숙이 좋은 것은 저를 

표현 할 수 있으니 입니다. 어제도 춤을 늦게까지 

추었습니다.  저렇게 언제나 다른 것을 하루 수있는 

것은 제자신 안에서 입니다만. 이상한 짓을 해도 이

문화라고 이해될 것 일고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이

상한 짓을 해도 이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고 같

은 학년 친구가 그렇게 생각 해주었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학년 친구는 저러한 다르다는 것을 싫

어하기 때문에 모두 저렇게 달라도 괸다고 생각합

니다. 이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

하다는 것을 알고 이산한 것을 받아들여 주었으면 

합니다. 모두모두 꼬같이 하려고 하니까 고등학교 

같은 학년 친구들은 굉장한 것이 아니고 서야 다르

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차이점을 활용하고 이상

한 것도 활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긴장

해서 의견이 정리도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저

의 의견을 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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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전체 앙케이트 집계결과・참가자 감상 

*************************************************************************************************** 

전제 설문조사 집계결과 

 

1. 합숙은 재미 있었습니까?                     2. 내년에도 참가 하고 싶습니까?  

 

네 : 210 명  아니요 : 2 명  무응답 : 1 명           네 : 202 명 아니요 : 7 명 무응답 :4 명 

 

3.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 이벤트, 만족한 이벤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아이스 브레이크 : 71명 

•활기찬 분위기 이고 게임을 하면서 모두 마음을 열 수 있었다. 

•낯가림이 조금 나았다.. 

분과회 : 71명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자신 생각해 갈 과제가 늘었다. 

•제가 자란 나라와 다른 세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문화 소개 : 121명 

•유학생이 연예인 같아서 놀랐다. 이것이야말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반성 했다. 

•여러 나라의 문화를 보거나 듣거나 체험하거나 하면서 직접 접하며 이문화를 만끽했다. 

•각국의 의상이나 무용(舞踊)을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점. 

댄스시간 : 74명 

•모르는 사람과 춤을 출 수 있었다. 

•댄스를 좋아하고 여러 나라의 삶과 함께 춤을 출수 있었다. 몸을 움직여서 기분이 상쾌해졌다. 

총합토론 : 56명 

•다문화 공생사회의 구축에의 도전에 대한 「벽」이 테마여서 흥미가 있었다. 

•다시 한번 외국인의 시선으로 일본인이 어떻게 생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에 필사적 이여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 할 수 없었다. 

•외국 분이나 또는 일본인끼리 여러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인상적이었다. 

 

모두의 시간 : 49명 

•보다 친해질 수 잇는 찬스가 있었다. 

  

네 

아니요 

무응답 

  

네 

아니요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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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5 사건에 대한 강의는 큰 공부가 되었다. 

•잼버를 칠 수 있었다. 

자유시간 : 24명 

 

기타 : 8명 

•친구가 늘어서 마음이 풍족해 졌다. 

•다른 나라의 사람의 생각에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포스터가 멋있었다. 

 

4.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 이벤트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 알려 주세요. 

아이스 브레이크 : 22명 

•도착 후 바로, 팜플렛의 설명도 보지 못한 상태로 가장 가까운 그룹에 들어가 버렸다. 

•주위의 소리가 너무 커서 자기소개가 들리지 않았다. 

•게임자체는 재미 있었지만 서로에게 인상을 주지 못 하고 끝나버렸다. 

분과회 : 25명 

•테마에 따라 질이 각각 달랐다. 

이문화 소개 : 5명  

•미묘한 개시시간 이였고 참가자의 태도(매너)애 대해서도 조금 호소하고 싶었다 

•뭔가 조금더 노력하면 흥미가 생각 거 같다. 

댄스 시간 : 14명 

•너무 소극적 이었다. 

•그저 시끄럽기만 했다. 그거 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지어서 춤을 추는 편이 좋다. 

총합토론 : 49명 

•의견이 잘 맞물리지 않았다. 

•내용은 매우 좋았지만 통역시스템의 레벨을 올렸으면 좋겠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나와 상관 없는 것처럼 들려서 그룹을 만들어 의견을 서로 낸 뒤 전체적으로 의논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야기의 축이 어긋낫을 때 그것을 수정 하는 사람이 없었다. 

•「벽」이라는 테마가 너무 추상적 이였다.   

•예상할 수 있는 의견이 많았다. 

모두의 시간 : 16명 

•암벽등반이 중지 되었다. 

•무엇을하고 있는 지 잘 몰랐다. 

자유시간 : 8명 

•합숙의 날 마지막의 마지막의 파티때 쓸 수 있는 시간을 흐지부지 하게 써버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숙박시설에 샴푸나 바디 클렌징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기타 : 18명 

•식사 시간을 좀더 길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다. 그렇게 하면 천천히 여러 나라의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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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합숙을 통해서 당신이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이문화 소개」 「댄스의 시간」 등 한 걸음 더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껍질을 깬다면 성별이나 국적이

랑 상관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다른 나라의 사람과 이야기하려는 용기, 다른 

나라사람의 사고방식. 문화나 습관이 다른 것은 당연하고 그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자신의 주장력(主張力)이나 영어능력의 결여, 글로벌적으로 활동하는 것의 즐거움. 일본인지 자기자신

을 돌아볼 기회, 일본에서 살고 있으면 경험하지 못할 일, 역시 우선적으로 「영어」는 기초로 두고 말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해외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할 것.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저 끄덕거릴 뿐만

으로는 절대로 상호이해는 할 수 없다는 점. 「벽」은 국제적인 것일 지도 모르지만 일본인끼리, 친구, 가족, 

인간, 모두에게 있는 것일 지도 모른다. 이문화 이해의 어려움, 에너지의 필요성. 사람의 생각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다는 것이다. 각양각색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재미 있었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 우선 이야기해 본다는 중요함 인간은 혼자서 살아 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서로 이해하기 위

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 세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다. 

 

6. 그 외 기타, 의견요망, 감상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 주세요. 

•정말로 충실한 2 일간 이였습니다. 일본 대학에서 배우고 잇는 유학생 분들이 어떻게 일본이나 일본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를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도 많이 생겨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앞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합토론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참가자가 한가지에 초점을 두고 의견을 말하게 해야 합니다. 

훌륭한 이벤트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식간에 끝나 버렸습니다. 스텝으로 

참가하면 서 다시 한 번 느낀 점은 다국적합숙은 스텝 전원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참가자 감상문 

다국적합숙에 참가해서                                   나가이 쿠미코(永川久美子) 

보통 대학이나 거리에서 만나도,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서로 가볍게 말을 걸고, 아는 사이가 

된다――다국적합숙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딘가 열려있는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합숙에 

참가하기 전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보인 사람들과 교류를 잘 할 수있을지 어떨지 불안했지만, 끝나고보니, 1 박 

2 일이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충실했으며,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많았던 합숙이었습니다.  

「이문화교류에 있어서의 벽을 어떻게 넘어설까」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던 총합토론에서는, 말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는 내 옆에서, 몇번이나 손을 들며 발언하려고하는 유학생 친구를, 대단한 동시에 부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들으며 생각한 점은, 제일 큰 벽은, 역시 사람이 서로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토론에서도 사상이나 종교에 대해, 다른나라 사람이 발표한 의견을 그 당시 그렇지 않다, 그건 

아니라고 정정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정된 정보 속에서, 우리들이 상대에 대해 나라의 이미지로 

판단하거나, 오해해버리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실제 상호이해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앎으로 인해, 이미지와 실제의 차이를 조금씩 좁혀가려는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대에 대해 알고싶다고 생각했을 때, 그를 위한 전달수단으로서 언어의 중요함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완전히 서로 이해하는 일을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서로 (이야기해보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고 

흥미가 있으면서도, 그 계기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우리들을 서로 마주하게 해주는 다국적합숙과 같은 자리가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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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들부터 그런 기회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문화교류에 관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계기를 주었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다국적합숙에 참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국적합숙 참가자 감상문                        고토우 아야(後藤あや) 

맨 처음은 얼음장깨기. 모두 초면이었지만, 사회자 분들 덕분에 매우 분위기가 좋았다. 특히 제스처게임은, 

제스처를 하는 사람도 맞추는 사람도 진지하게 즐겼다! 친구도 생겨서 좋았다. 분과회는「부동산 버블과 

경제」「친일파」두 개에 참가했다. 나는 유학생과 만날 기회가 꽤 있었지만, 이렇게 깊은 테마로 이야기하거나 

토론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나와는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의 의견을 듣는 다는 것은 매우 재미있고 공부가 

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일본」에 대한 나의 지식과 인식이 낮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본의 버블경제 때에는 

어땠는지 대답하지 못했다든가, 친일파가 생겨난 역사적배경을 몰랐던 것은 정말 유감이었고, 더 

열심히해야겠다고 반성했다. 

민족별 패션쇼로부터 시작해, 다양한 나라의 음악과 춤, 전통문화를 볼 수 있었던 이문화소개. 평소에는 좀처럼 

이러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매우 재미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이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댄스에서는 나라에 관계없이 모두 춤추고 분위기가 좋아서 매우 즐거웠다!! 

총합토론의「벽」이라는 테마는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어려웠기때문이야말로 토론의 의미도 컸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의 일본(외국)에 살고 있음으로서 느끼는 「벽」과, 자신과는 다른 의견을 듣고, ‘과연’ 하고 납득한 점도 

많았다. 젊은 일본사람들도 좀 더 발언했으면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발언하지 못한 점이 마음에 

걸렸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싶다. 

모두의 시간에서는 온두라스에 살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어서 매우 

신선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다국적합숙에서는 실컷 즐길 수 있었던 것뿐만아니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새로운 발견도 많이 했다.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한 나라와 평소에는 별로 접점이 없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도 다국적합숙의 매우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참가해서 정말 좋았다!! 이번에 생긴 친구들과는 

계속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더욱 더 국제교류를 해나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행사에 와 주신 스텝여러분들께 깊이 감사하고싶다. 준비, 운영 등 매우 힘들었지만, 

스텝여러분 덕분에 정말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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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다국적 합숙 실행 위원 감상 

*************************************************************************************************** 

다국국적 합숙 이라는 것                  2010 실행위원장 오가와 유야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분류되어져 있다. 국적, 민족, 성별, 종교, 언어, 

연령 등.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 하다. 그러나 하려고 하면 국

적이든 종교이든 성별이든 바꿀수 있는 세상이기도 하다. 정말로 자유인 

것 인가? 다국적 합숙에서는 다양하게 분류되어져 왔던 400 명이 하나의 

공간에서 지낸다. 다종다양(多種多様)한 문화가 혼돈하는 오오스미청소년

자연의집은 이 틀간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자연적인 모습으로 그런한「고

양감」에 넘처 흘렀다. 우선 내가 느낀 다국적합숙에 관한 일에 연관되는 

동기는 이「고양감」일 것이다. 

 과거의 보고서들을 읽어 본다면 한명 한명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다국적 합숙에 임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 은 바로 한사람 한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이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이해」해야한다는 것. 국적이나 종교에 의한 사고방식의 차이 라는 것 을 오해하면 안된다. 

차이점은「한명이 한사람」이라는 것이다.（꼭 그렇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생각하보면 일본이이기 때문에 

이슬람이기 때문에 라는 표현은 고정관념에 의한 선입견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유라둘운 태어났을 때부터 

자신의 성정(性情)도 분류되어져 있다. 그래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는 그러한 

부류에서부터 저항이고 싶다. 이세상에 존재하는 분류러눈 벽을 넘고 싶다. 그러한 생각에서 부터 올해의 

토론의 테마「벽」이 설정 되었다. 토론의 내용으로는 추상적인 테마 이었지만 참가자분들의 의견은 많았다. 

토론이 끝나면 옆사람을 「외국인이다」라든지「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같은 

사람이다」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늘어났으면 하고 원했다. 

 실행위원장으로서 운영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것도 많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의「좌담회」페이지를 읽어 

본다면 다국적 합숙 운영, 스텝, 참가자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가? 를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읽어 

주기를 바란다. 운영중에 내가 느낀 것 은「질서화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실패할 때마다 룰（질서）를 만든다. 질서는 세세해지고 제제한 부분 만을 신경쓰는 우리들은 큰 실패를 하

게 된다. 질서는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다. 지배적인 것이다. 우리들은 룰을 「이해」하고 질

서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학생들의 작은 서클에서도 큰 국가 정치에서도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질서로 지배해버리기 전에 재고찰 하려 노력해야한다. 또한 괴로운일을「이해」해야한다. 자신과 

사람의 괴로움을「이해」하는 것은 말하지 안하도 중요한 것이다. 바호 고행으로 깨닫는 것 처럼. 

 「이해」가 필요하다. 다국적합숙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이해」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것도「이해」하

지 않으면 참된 의미의 운영은 불가능 하다. 생활해가면서도 정보를「이해」하지 않으면 정보에 떠내려간다. 

조금만 이라도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누구나가 전쟁이 없는 평화를 바란다.（라고는 모두가 생각하고 

있지 않겠지만）그러나 현실에서는 전쟁이 있다. 그것은 누군가는 전쟁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인가?  

 후반은 다국적 합숙과는 관계가 없는 개인의 호소 가 되어버렸지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것도 다국적 

합숙과 관련 되었기 때문이다. 다국적 합숙이라는 것은 어떠한 득이 있는것인가?는 한마디로는 말할 수 없

다. 그렇기 때문에「사람들 각자가 다국적 합숙을 계기로 다양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이 생겨난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해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다국적 합숙

으로부터 가고시마에, 세계로 발신한다는 이치는 아닐까하고 가끔 생각한다. 

 3 년 간으로 마지막이 되었지만, 다국적 합숙에 관계되는 것으로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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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함께 다국적 합숙을 운영해 준 스탭, 유학생, 주최자, 참가자, 선생님, 부모님（아아, 분류해버렸다.）

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국적 합숙을 끝내며                                           분과회   사카구치 마미 

다국적합숙 스텝을 하려고 한 이유는 단지 「재미있어 보인다.」라는 막연한 

이미지에서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다국적합숙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도 모르

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 했습니다. 

 매주하는 회의는 밤늦게 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분과회를 담당 하였는데 그 

일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도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은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도 몰랐습니다. 저의 무지(無智), 무경험에 분함과 부끄러

움을 느꼈습니다. 가벼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버거운 일에 관련되어 

버렸다. 라고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몇 번이고 반복 하면서 많은 스텝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암중모색 (暗中摸索)으로 아무 

생각 없이 달리던 중 어느세인가 다국적합숙이라는 것에 끌려들어가는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국적합숙

은 다른 국제교류이벤트와는 다르다」 처음에는 회의 중에서 자주 나오는 이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다른 

이벤트와는 뭐가 다르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다국적합숙안에 녹아있는 구조는 무엇 인가?. 벽에 

부딪칠 때마다 몇 번이고 생각하면서 어렴풋이 제 자신의 답이 발견되기 시작 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지만 다국적 합숙을 끝낸 지금에서야 드디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느낀 것은 

이 국제교류 이벤트는 표면상의 옅은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국적 합숙에서 얻은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제 머리속을 스펀지라고 한다면 물을 아주 많이 먹어 넘칠 것 같은 상태입니다. 스펀지가 너무 작아서 다 

흡수하지 못 한 것 도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한번 참가한 것으로는 다국적합숙의 의미를 확정 할 

수 없습니다. 두 세 번 경험 하고 나서야 보이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국적합숙의 깊

이를 담은 구조이며 매력이기도 하지 않을 까요? 

다국적 합숙을 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 삶의 방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 

똑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실감 했습니다. 

 지금까지 책상 위의 지식밖에 없었던 종교나 이문화 문제가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며 보다 리얼리

티하게 생각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 스텝으로서의 경험은 참된 국제교류에의 큰 일보(一步)입니다. 더더욱 많은 사람이 다국적합숙의 

매력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참가자가 아니라 스텝으로서. 스

텝경험자로서 어떻게 이 매력을 전할까?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 드릴까? 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국적합숙과의 만남 이것을 통한 많은 사람과의 만남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4

개월간 얼마나 저를 얼마나 지지 해주었나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모두 너무 좋아~!! 

 

다국적합숙 감상                                      회계        하제야마 미호 

다국적 합숙까지 보낸 약 3 개월간은 지금까지 제가 대학교에서 보낸 2 년반과

는 명확하게 다른 시간 이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3 개월의 경험을 한마디로 표현 한다면 “무지(無知)의 지(知)”

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능력 부족으로 유학생에게 말하고 싶은 것 도 잘 전하지 

못하고 회계 업무를 하려고 해도 혼자서는 모르는 것뿐 이여서 선배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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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준비기간을 통해서 제 주변이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의 문제를 생각할 절호의 기회

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본적인 지식부족으로 의문을 갖거나 의견을 가지거나 하는 것 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자신이 너무나도 무지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합숙을 끝내면서 시간에 여유가 있는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된 지금 또 한가지 느낀 것은 지금까지 귀로 듣

고 흘리고 눈에 담지도 안았던 TV 뉴스나 제 주변의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제 귀나 눈에 들어오게 된 것

입니다. 지금까지 관심도 없었던 해외 뉴스도 제가 알고 있는 유학생의 모국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다국적 합숙은 지금까지 정말로 아무것도 생각 하지 않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며 보내왔던 

대학생활을 바꿀 계기를 준 자극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에서 배운 것 느낀 것을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다국적합숙 감상                                           광고        카와모토 사토미 

이번에는 저에게 있어서 두 번째의 참가가 되는 다국적 합숙입니다.  

1 학년 때도 스텝으로서 참가하였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뭘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끝나서 일반 참가자처럼 즐거움, 회장의 분위기에 압도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을 수 없다고 할까? 그 독특한 분위기 해방감을 또 느끼고 싶어서 

다국적합숙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올해도 스텝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광고 접수를 담당 했지만 아무것도 몰라서  선배들이나 같이 담당 하고 

있던 친구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문제도 다소 있었고…… 지금 

생각나는 것은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사하게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국적 합숙을 끝내고 저는 다국적합숙 당일과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어떠한 때도 같았던 다국적 합숙은 

없었고 누구에게나 최고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다국적 합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즐거움만이 눈에 띄였던 다국적 합숙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즐거움을 중요시해서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비판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 다국적합숙의 부족한 점을 잘 

표현 하지 못 하겠지만 표현한다면「다문화공생사회구축에의 도전」이라는 막대한 테마에 다국적합숙이 

따라가듯이 방향을 맞추기 위한 스텝공통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분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의 토론이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었다고 지금에 와서야 느낍니다.  

이러 것만 말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스텝에 관해서 입니다만 스텝 모든 분들의 참여나 

다국적합숙에 대한 자세는 마음을 움직이게 할만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에 맞닥뜨릴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느끼거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거나 했습니다.  

저는 스텝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있고 모두와 함께 어떻게든 간에 다국적 합숙을 실행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척이나 기쁩니다. 스텝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두와의 관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경험을 준 다국적 합숙에 감사합니다. 

 

2010 다국적합숙을 통한 감삼                   분과회                시모에노오 료우 

다국적합숙이 끝나고 제가 느낀 것은 안도감과 끝났다는 쓸쓸함입니다.  

다국적합숙은 1 박 2 일 동안 이루어지는 봉사사업입니다. 그 이름대로 

다국적의 분들이 참가하고 이문화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 사전 준비는 3 개월 전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그 격동의 3 개월은 제 

자신에게 있어서 짙은 3 개월로 많은 문제와 맞닥뜨리며 왔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지금 공허한 시간에서 느껴지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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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이 3 개월을 돌아보며 감상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국적 합숙을 알게 된 계기는 가고시마 대학의 고바야시선생님의 권유 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존제 조차 몰랐던 저에게 있어서 다국적합숙은 자극적인 사업 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재학 중 유학생과 

교류를 하지 않았고 해외에는 수학여행으로 한번간 정도였기 때문에 외국 분들과의 만남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리석었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체험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참가 

하였습니다. 

다국적 합숙 당일 까지는 주 1 회 미팅이 있고 당일까지의 준비나 보고를 합니다. 미팅은 많은 관계자나 

선생님 선배분들 스텝분등이 의견을 내면서 생각 해야 하는 것들이나 문제가 떠오릅니다. 스텝들은 미팅을 

통해서 의견을 부딪치거나 다각적 시야, 생각이 못 미침을 실감했겠지요. 쓰고 있는 저도 칠칠치 못한 

마음을 몇번이고 잃었습니다. 거기에서 불타올랐다고나 할까요? 의욕이 생겼습니다. 도움을 주신 관계자 

분들에게는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합숙당일은 분과회의 준비나 정리를 도와주면서 분주 해졌습니다만. 각 스텝이 노력한 성과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요? 물론 예상치 못 한 문제가 항상 있었고 스텝의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함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각각 느끼는 점이 있으시겠지요. 다국적합숙은 첫 참가였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당일 일 

주일전에도 이미지 하고 있던 것은 어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 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느낀 것은 이하의 세 가지 점입니다. 

우선 스텝은 처음에 주최자 경험자등 많은 분과 이야기 할 수 있고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국적 

합숙을 함께 보내면서 경험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사고방식과 

시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가해서 느낀 것 중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세계의 일부 밖에 접하지 

못했습니다. 보태서 정말로 서로 알아 갔는냐? 하는 것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만나서 

관계를 가져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저는 새로운 땅에서 많은 일에 힘쓸 예정입니다만 다국적 합숙에서 배운 것을 살려가면 길이 열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다국적 합숙을 하는 의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봉사활동에 참가 했습니다만 참가자 400 명이 넘는 대규모를 적은 스텝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즉 완수 하려면 어느 정도 의 각오가 필요해 집니다. 저는 사생활을 

희생 해야 하는 것도 많았고 다른 스텝들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데 왜 그렇게까지 힘든 일을 

하면서 다국적 합숙을 하는 것인가 또 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자문자답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초 저는 주의에 스텝이 뜨거운 마음으로 임하는 것에 동조되어 열심히 했지만 점점 다국적 합숙을 

즐거운 그리고 의미가 있는 합숙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의미로 하고 싶었냐하면 

첫번째로 말했던 것처럼 여러가지 배경을 받아들이며 관계를 가져 가는 것 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해가는 것은 자신의 레벨 업이 되고 협력해서 하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국적합숙의 스텝으로서 느낀 것은 스텝간의 사이가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스텝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스텝들과의 연동이 필요해집니다. 협력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싫은 

티를 내지 않고 해준다. 처럼 알아주는 관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가 너무 좋은 것에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선생님이나 선배님들의 협력에 의해서 좋은 관계로 다국적 합숙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국적 

합숙을 끝내며 저는 제 자신이 아직까지 미숙하다고 느꼈습니다. 주위의 분들의 협력 없이 여기까지 와서 

많은 것들을 느끼는 것 는 불가능 했겠지요. 스텝모두도 각자의 가슴에 「공생에의 도전」이라는 말을 

가지며 살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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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해주신 관계자분들 반복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것도 전적으로 여러분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분투한 결과이지 않을 까요? 참가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가자 관계자 스텝 

전원이 만들어가는 다국적합숙이 되었습니다. 스텝 전원에게도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고 싶습니다. 

 

다국적 합숙을 끝내며                                     이문화소개       코쿠료 미키 

저와 다국적 합숙의 만남의 계기는  Come Come Chat 라는 가고시마대학의 

유학생을 위한 서클에 들어간 것이 였습니다. Come Come Chat 는 유학생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 일본어 교실을 한달에 한번 일본 문화를 전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서클이었습니다. 그 활동 중에서 유학생과 접하며 친해지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처음의 국제 교류 이었습니다. 지금은 외국에 대해서 신문이나 TV, 

인터넷등의 미디어를 통한 정보 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과 직접 

이야기해보면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아주 자극적이어서 즐거웠습니다만 점점 이 즐거움을 저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행각해서 다국적 합숙의 스텝을 맡았습니다. 

『다문화공생사회에의 도전 』이라는 이념에 기초해서 다국적합숙은 열리고 있지만『다문화공생사회』이란 

어떠한 사회인가를 생각하는 것부터 활동은 시작 되었습니다, 저는 다국적 합숙의 첫날밤 프로그램인 

「이문화소개」의 담당을 하게 되었습나다.  「이문화소개」는 각국의 민족의상의 패션쇼나 댄스 

무도(武道), 연주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이문화와의 만남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룻밤에 10 개국 이상의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은 각국의 출연자가 각자 자기나라의 문화에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 하나하나에 문화적 배경이 있고 민족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연기자는 연기가 끝날 때 까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사회인분 중 타국의 음악이나 댄스 격투기를 접해 그 매력에 끌려 자국에 가지고 가서 

교실을 여신 분도 있으십니다. 

그들의 문화와의 만남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만 문화의 훌륭함을 전하려고 매일매일 문화 고찰에 힘쓰고 

때로는 발표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문화가 매력적이고 인상적이었다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문화 소개를 그 정도로 참가자에게 있어서 이문화와의 만남에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참가자의 

마음에 남을 수 있는 시간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당일 공연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웃는 얼굴로 회장을 

나가는 것을 보며 저의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 했습니다. 이 수개월의 다국적 합숙 활동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문화공생사회』란 「이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에 긍지를 

가지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가는 사회」다 라는 것입니다.  

총합토론의 테마가 되기도 한「벽」입니다만 언어의 벽 종교의 벽 이것들은 모두 문화의 문화의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하나의 아이덴티티 입니다. 이문화와의 사이에 벽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것을 받아들이라고 해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자신안에 축척된 것 

(언어, 사고방식, 습관……)을 바꾸라고 해도 바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사람들은 벽을 넘으려고 

하니까 고생하는 것입니다. 우선 알 것. 그리고 다름을 인정할 것, 존중할 것입니다.  

이 다국적합숙은 저에게 있어서 국제교류란 어떠한 것이냐를 생각하게 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공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숙의 운영상의 협력를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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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국적 합숙을 지원해주신 분들 

*************************************************************************************************** 

이벤트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국적 합숙을 지원해주시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벤트중 어린 아이들을 맡아주신 탁아스탭. 그들의 협력에 의해서 연령 국적을 묻지 않고 많은분들의 

참가를 실현시켰습니다.  

그리고 방송부는 이문화 소개의 아름다운 음향, 총합토론의 마이크등의 음향을 담당하고 메인 이벤트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터 지원해주었습니다.  

통역스텝은 분화회의 번역이나 통역 그리고 총합토론에서의 동시 통역등 여러 곳 에서 활약 해주시고 어느 

이벤트에 있어서도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전부를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이것 말고도 다국적 합숙은 많은 분들의 협력에 의해서 

성립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하는 위의 세 가지 각담당스탭을 대표해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 솔직한 의견을 레포트로 만든 

것입니다. 

 

탁아스탭 레포트(챠이코로)                                마츠사코 슌야、마츠야마 

저희들 「챠이코로」는 장애아과 접하는 것을 중심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아이들에게 여러가지 신경을 쓰고 어느 정도의 

테두리를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국적 합숙에서의 

탁아는 그러한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활동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일반 

활동에서의 스트레스를 역으로 발산 할 정도로 정말로 즐거운 

기억 밖에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첫날부터 다음날까지 계속되는 흐름이 생겨 그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는 

실감이 들어서 기뻤습니다. 

결국은 분과회에도 총합토론에도 갈 시간은 그다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여기 

왔다는 것이 이유이기 때문에 분과회에 참가 할 수 있는 것은 플러스 알파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참가 하고 있는 탁아 스탭 분들과도 친해지고 전면적인 탁아를 맡았다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물론 참가 하지 않으면 실감 하기 어려운 내용의 분과회 등은 전혀 몰랐습니다만 

아이스브레이크나 이문화소개 등은 전면적으로 참가할 수 있었기 습니다. 그러한 시간 덕분에 다국적합숙에 

참가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준비한 1 일째의 어린이 축구와 2 일째의 밀가루 점토 놀이 입니다만 

그러한 이벤트는 없어도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벤트를 했을 때에 생각했습니다만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즐겁고 이벤트에도 신축성이 생기 

겠지요.  

그러나 아이들이 2 일간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는 필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탁아실 환경에 대해서 입니다만 만약 이번에 탁아소의 타타미방에 아이들 전원이 들어간다면 약간 

좁았을지도 몰랐기 때문에 가능하면 숙박동의 넓은 방에서 탁아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또한 준비된 과자나 음료수는 양이 조금 많았습니다만 아이들에게는 호평이었습니다. 탁아를 부탁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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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님들에게도 탁아에 관련된 큰 부탁도 없는 순조로운 2 일간 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대우청소년자연의집을 사용해서 2 박 3 일의 대규모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합숙에 

참가하는 쪽이 아니라 행사를 진행하는 시점으로 자연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더 조직을 

단단하게 하면 잘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조직은 상당히 세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직도를 그리며 설명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4~5 개의 그룹으로 그룹에는 각각의 톱이 있고 그 중에서도 좀더 세세한 그룹이 있고 또한 톱이 있으면  

그것을 도와주는 프리씨 라고 부르고 있는 스텝이 있습니다. 다국적합숙을 이정도로 재대로 한다면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스탭안 에서의 스텝의 서열정리, 예를 들면 스텝들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나 책임자 라든지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서, 스텝들의 명찰을 봐도 누구에게 말하면 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다국적합숙은 

몇 번이고 참가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처럼 익숙한 분들이라면 몰라도 다른분은 

그럴수록 높은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더라도 처음 참가하는 사람들도 질문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대답이 쉽게 나오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스텝들이 많이 있는데 

실행위원장 정도 밖에 밖으로 나오지 않고 실제로 참가자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스텝분들을 본적이 있습니다. 

다국적 합숙은 우리들의 활동보다 참가자가 많은 만큼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만드는 쪽」의 경험을 하고 있는 만큼 이 2 일간은 편하게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스케줄 이었고 탁아 

그 자체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부 레포트                                 야마자키(3 번째 참가) 요시다(첫 번째 참가) 

우리들 방송부는 매년 다국적합숙의 방송 관련 일을 돕고 있습니다.  

방송에 관하여서 작년과 비교하자면 올해에는 준비도 빨랐고 우리들의 의견도 들어주었기 때문에 일 하기 

쉬웠고 전체적으로 다국적 합숙을 즐길 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음향 쪽 분이 한 명더 늘어난 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가지고 오는 짐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연락을 재대로 해주기를 바란다는 점과 이동수단이나 

짐 둘 곳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알려주든지 등의 배려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또한 총합토론때 에는 우리쪽 에 자료가 하나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좀더 정리해서 주었으면 일 하기 쉬웠을 

테고 생각 했습니다. 

마이크는 계속 스위치를 켜둘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자가 진행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만이라도 알려 주었으면 했습니다. 

장비에 관해서는 준비 중에 참가자가 배구를 하고 있어서 위험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만 몇 년이나 다국적 합숙을 하니까 장비걱정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교류하고 있는 주위의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로서는 이벤트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즐길 수 있다면 좀더 많은 참가자가 또다시 

참가하고 싶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다국적 합숙의 운영에 관해서는 스텝 쪽의 동기부여를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식사담당이나 

그룹리더나 봉사스텝의 협력을 계속해서 많이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점점 다국적 합숙이 매뉴얼 화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들은 매뉴얼화 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험이 쌓인 것으로 효율은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고 매년 무엇인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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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추가할 수 있다면 매뉴얼 자체도 더 좋아져서 새로운 것들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의 추가방법을 매뉴얼화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일하기 쉬워진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스텝은 일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만 본래의 다국적 합숙은 유학생과 함께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스텝에 유학생들을 넣어서 처음준비 단계에서부터 협력해서 

한다면 처음의 취지를 잃지 않고 더욱 효율적인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에 관해서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있어 보인다. 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바래서 참가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러나 두 세 번 참가해가면 단순한 즐거움만이 아니라 이벤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거나 

새로운 발견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구나 하고 참된 즐거움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는 사람 중에 다른 일이 생겨서 참가 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국적합숙에 참가하고 싶다고 참가를 하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다국적합숙의 매력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느끼게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는가를 

다시 확인 할 필요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문화에 접하고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한 더욱 즐기는 것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 할 수 있으면 보다 충실한 다국적 합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역 레포트                                               히다카 아오이, 나가타 가츠히코 

저는 지금까지의 다국적 합숙의 스텝으로서의 기획 운영을 경험하고 또한 유학생 회관의 튜토로도 

일하고 있고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능력을 키워 왔습니다. 그것을 살려서 이번 합숙에서는 

분과회나 총합토론에서의 통역의 일원이 되었습니다만 일을 하면서 몇 가지 인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통역」이라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떠오르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통역사 중에는 갑자기 의뢰를 받은 분도 있기 때문에 다국적 합숙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 인가도 잘 

알지 못 한 상태로 오신 분들이 적지 않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스텝쪽이 통역사에게 「의뢰한다」 라는 자세가 강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고 통역사가 자신이 

당담할 분과회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분과회 주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닌가? 등을 확인하는 것 과 

같은 통역사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통역이나 번역에서 추구되는 레벨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팅 때도 대충대충 사무적인 통역, 번역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질의 향상을 위해 스텝들과 토의할 여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국적합숙의 실제진행에 있어서 통역사에게는 기술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전하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전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즉 준비단계에서 

주최자와 통역사가 조용히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신뢰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고 거기서부터 최종적인 

당일의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다국적 합숙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역사 일은 「의뢰한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역사 자신이 좀더 다국적합숙에 파고드는 

존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팅에 참가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자기담당이 아닌 것에 

대해서의 아이디어를 내거나 해서 통역이라는 틀을 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거기에서 다른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합숙중의 이벤트 특히 분과회의 「수(數)」와「질(質)」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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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비교해서 분과회의 수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스텝쪽은 참가자의 배분이나 개최에 쫓겨 

분과회 각각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어려워 졌습니다.  

그것과 함께 통역자 수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영어 일본어 양쪽을 겸임하는 통역사가 많아져 

그것이 통역사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통역이라 함은 일본어를 영어로 영어를 일본어로 바꾸는 것은 어려워서 이 두 가지 일을 혼자서 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예비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분과회를 두 사람의 통역사가 담당하는 것을 제안 하고 싶습니다. 두 명이 하면 서로 

상담도 할 수 있고 영역(英譯), 일역(日譯)의 전환에 의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분과회주최자의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게 하고 최종적으로 통역사 자신도 힘든 작업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기 쉽게 될 것 입니다. 

이 제안을 실현 시키기 위해서는 분과회의 수는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다국적 합숙의 참가자 총수를 

소인수로 제한하고 참가자의 형태를 바꾸는 것도 필요해 지겠지요.  

이것은 십년내의 현안(懸案)으로 「참가자와 스텝의 괴리」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것에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수 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적인 이미지를 가질지도 모릅니다만 합숙중의 이벤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라는 긍정적인 규모축소라면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합숙에 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숙의 운영에 의해 많이 관련하여 만들어 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야 말로 다국적합숙의 참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박 2 일의 합숙 안에서 가능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하나하나는 보다 상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과회 이인통역사(二人通譯士) 체제나 참가자 총 인원수 

제한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회의 다국적 합숙 전체를 통해서 느낀 것은 통역사에게 스텝이나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전해주기를 바라나」 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스텝중에 통역을 하는 사람은 그다지 없고 그 중요함을 알지 못 한 상태로 통역일을 의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미팅조차도 영어로 하지 못 했지만 그것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스탭 스스로가 

분과회때 통역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영어를 일본어로 통역하는 것은 예비지식을 

얻으려는 노력만 있다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한 실천은 다국적 합숙이 내세운 「다문화공생사회에의 

도전」과 거기에서 직면하는「언어의 벽」을 넘어 서는 일보가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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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좌담회 ~ 2010 년 다국적 합숙을 되돌아 보며 ~ 

 
 이것은 2009 년에 스텝을 하고 2010 년도를 서포트 해주신 맴버와 2010 년 스텝에 의한 좌담회이다.  

2010 년 다국적합숙은 10 년을 맞이 하였다 매회 간행된 보고서 이지만 이제까지 각 이벤트의 보고에 그치

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회에는 2009 년의 메인 스텝이 본 2010 년 스텝과는 다른 시점으로  

2010 년 다국적합숙의 모습에 대한 의견이나 충고를 받아 서로의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다국적합숙당일을 맞이할 때까지의 과정을 명확 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의 다국적합숙 운영

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회 : 야마시타 치에 

기록 : 나카지마 마도카  

2009 년 스텝경헙자 : 카지와라 리나（실행위원장）、히다카 아오이、나가타 카츠히코、유솝 

2010 년 스탭 : 오가와 유야 (실행위원장), 샤피크 , 모리 치아키 , 오다 아사히 

야마시다 : 우선 위원장에게 이번 다국적합숙을 총괄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오가와 : 뭐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서 바빴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에게는 고생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

다. 합숙자체는 저 개인적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표면상으로는 성공적 이였다고 해

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고조되었고 인원수 면에서도 대규모였고 반응도 지금까지중 가장 좋았다고 말씀

해주시는 분도 있으셨고 뭐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있으셨지만 운영상에는 문제가 있었습니

다.  

회의의 진행 방법 이라든 유학생에의 대응방법이라든지 효율적이지 못 한 점을 제가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

기 때문에 일이 생각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모두가 조 금씩 막히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음 회는 개선해주기를 바랍니다. 

야마시타 : 운영상의 문제로써 중요한 3 가지점 회의의 진행방법 유학생에의 대응방법 효율적이지 못한 점 

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의의 진행법에 대해서~ 

오가와 : 제가 마음에 걸린 점은 역시 회의방법 이였습니다. 뭐 전혀 조직적인 것을 배우지 않은 상태로 해

버렸기 때문에 그 점이 실패이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대해 생각하면 유학생도 회의에 필요하다는 점이나 영어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직무의 형태라든가 

담당의 분배법 이란든지 이러한 점을 처음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진행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인쇄물의 작성방법이나 이러한 것에 여유가 있었다면 내용도 좀더 좋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다 : 회의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큰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이라면 조직을 확실히 세

워서 각자가 조직이라는 공통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회의에서 그렇게 세세한 부분 까지 말 할 필요는 없

다고 생각합니다. 

오가와 : 또 회의중의 영어에 관해서 입니다만 영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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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론 때는 발언자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인원수가 많으면 더욱더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것이 어려웠

습니다. 

모리 : 인쇄물이 당일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쇄물 작성에 쫓기는 듯 했습니다. 

오가와 : 네. 다국적합숙 때문이 아닌 회의까지의 일주일중 회의를 위한 인쇄물 작성에 너무 힘을 쏟아서 

다국적 합숙당일의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인쇄물도 영문 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

니다. 

카지와라 : 금년의 다국적과 작년의 다국적과 인쇄물의 질과 양이 달랐어? 

오가와 : 양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카지와라 : 방금 말한 회의에서의 세세한 부분까지 한다는 것이 인쇄물에 나타났어? 2009 년은 모두가 거의 

제대로 기일을 지키면서 준비했었어. 

나카지마 : 그러나 인쇄물에 내용이 많이 써져 있어도 발표 할 때에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회의 할 때에 말

하는 양이 줄어 드는 만큼 인쇄물에 충실해도 되지 않습니까? 

나가타 : 많이 말 하는 것과 인쇄물에 많은 내용을 써놓는 것은 관련성이 없는 이야기 이야. 인쇄물은 사람

들에게 나누어주고 오지 못한 사람 이나 늦게 온 사람이 나중에 읽거나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의 때 세

세한 부분까지 이야기하느냐 하지 않느냐 영어로 쓰느냐 일본어로 쓰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유솝은 회의를 어떻게 진행시키길 바랬어? 

유솝 : 음~어렵네요. 우선 스텝 모든 분들은 회의 중 자신감이 없었네요. 

야마시타 : 2009 년 스텝입장에서 볼 때 금년의 회의는 어땠습니까? 회의면만을 중점적으로 생각 하십니다

만. 

히다카 : 모두가 떨었지. 수줍어하는 면도 있었고 의견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뭐 선배님이 그러한 부

위기를 만들었을 지도 모른다는 면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나도 반성하는 부분이야 무엇인가가 

전혀 자신감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자신감이 없으니까 소극적으로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선배

님들에게 혼나게 되고 효율도 나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되어서 분위기도 나빠진듯한 것들도 많아 졌지. 또한 

금년에는 「제로에서부터 이야기하자」라는 의미가 잘 전달 되지 않았어. 회의면 에서도 제로라는 부분을 

갑자기 의제(議題)로 가지고 와서 그럼 이것에 대해서 모두가 같이 이야기 해봅시다. 라는 듯한 느낌 이였

어. 사전에 스텝들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토의 하고 온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 각자의 담당이 있겠지? 

그렇지만 그것이 잘 돌아 가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 

오다: 그러나 금년에는 각 담당 중에서 오히려 리더와 같은 역할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히다카 : 그 것이 이번 년도에는 없었네. 그것이 역효과로 작용을 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해. 또한 유학생과 함께 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의 기백은 필요하다고 생가해. 예를 들

면 회의 중 발표할 때 일본어로 빠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 두는 게 좋아. 

카지와라 : 나중에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라는 부분도 많았고. 

모리 : 작년은 하나하나의 발언이 짧았습니까? 

히다카 : 아니 긴 사람은 길었어. 그 것으로 인하여 작은 충돌도 일어났고. 

작년과 비교해서는 올해는 어땠어? 

유솝 : 올해는 회의에 유학생은 그다지 많이 오지는 않았네요. 왜일까요? 

히다카 : 그것은 내가 묻고 싶어. 오고 싶지 않은 건 아닌가? 피곤해서? 시간도 걸리고 

카지와라 : 그럼 회의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 이었어? 왜 2010 년은 1 주일에 한번 회의를 한 거지? 「단지 

작년에 했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어드바이스가 되어버리네. 회의에서 무엇을 하고 

싶었어? 

모리 :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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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와라 : 다른 것은? 

모리 : 각자의 커뮤니티로 진행되는 상황을 메일과 같은 것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어서 

오가와 : 그 것 보다도 자신들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정할 수 없는 것들을 제시 하기 위해서 회의가 있는 것

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정보교환도 메일로는 조금 부족할지도 모르고, 메일로 정보를 보낼 수는 있지

만 메일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불편합니다. 토론적의 회의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카지와라: 왜 정보교환을 할 필요가 있어? 

모리 : 그것은 오가와 씨가 말 한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카지와라 : 요약하면 모두가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 의해서 문제점을 올리고 나서 해결한다는 것야? 

오가와 : 그렇습니다. 

오다 : 역시 자신들의 담당분분을 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면서 자신들의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의는 필요지 않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카지와라 : 저기요 회의 중에 우선 정보교환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올린다고 잘되지는 않아. 확

실히 정보교환을 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해. 그래도 그 방법은 조금 안 좋지 않나? 라고 생해. 

오가와 : 그럼 보내고 싶은 정보를 사전에 인쇄물에 정리해 놓고 그 안에서 토의하고 싶은 내용만 회의에서 

이야기하면 됩니까? 

카지와라 : 아니. 그 인쇄물에 써져 있는 조항이 안 된다는 거야. 2009 년 우선 내가 여러분에게 인쇄물에 

써놓으라고 한 것은 「이번 주 한 것」과「다음 주 할 것 」이 두 가지 점이야. 이번 주 이러한 것을 했습

니다. 다음주 이러한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쓰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의 상황이 모두에게 전해지고 앞으로의 

단계도 파악 가능 하게 될 거야.  그것에 대해서 두 세가지 점 끼어들고 그리고 대충 분류해 이문화 소개가 

각자의 의견을 말하면서 1 시간 반이나 2 시간 정도로 끝낸다. 회의 후에는 다음주 할 것에 대해서 의견을 

얻은 것 이기 때문에 모두 바로 움직일 수 있겠지 내가 2009 년 위원을 할 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은 회의

가 끝남과 동시에 모두가 한거번에 움직인다는 것 이야. 그러기 위해서 회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일이 어느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가? 앞으로 

할 일 두 가지를 인쇄물에 올리라고 한 거야. 지금까지의 일의 양과 앞으로 할 일을 올리는 것 만으로도 그 

문제점은 자연스럽게 발견 될 거야. 인쇄물을 만들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말이야. 그러

니까 2010 년처럼 자신인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보이고 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법은 2009 년도에는 

없었다고 생각해. 

게다가 내가 없을 때 아오이씨가 앞으로의 스케줄을 세우고 제출하라고 한 것 했지? 

히다카 : 맞아. 전제의 스케줄을 직접 보고 알 수 있게 내라고 작년에는 말했지만 올해는 했었나? 

오가와 : 올해는 전체의 스케줄은 한 명의 스텝이 정리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카지와라 : 형식으로서 존재 했겠지만 자신들이 실제로 만드는 것과 한 사람이 만든 것을 받는 것과 어느 

쪽이 좋았을까? 

오가와 : 한 명이 만드는 것에 의해서 각 담담간의 흐름이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지와라  : 그것은 형식으로 만 이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만들지 않아도 되

는 것인가 하는 거야. 

모리 : 역시 본인이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각 담당의 흐름을 리더가 정리해가는 것이

….. 

카지와라 : 어찌되었던 간에 올해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일은 모두 제대로 발표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나 그 회의에 온 시점에서 「다음주까지는 이것을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있었어? 

오가와 : 이번에는 도중에 제가 카지와라씨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었

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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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와라 : 눈치 채는 게 상당히 늦었네.  

모리 : 그것도 포함해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올해의 스텝은 전체적으로 선배들에게 그다지 물어보지 않았습

니다. 작년에는 어떤식으로 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주 늦어서 광고 라든지 총합토론이라든지 좀더 제대로 작

년에 담당한 사람에게 물어 보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샤피크 : 확실히 제가 생각한 것도 모른다면 물어본다는 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의식이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야마시타 : 전년도에서 이어진 것이 부족했다는 것이 군요. 그럼 다음은 유학생 스텝의 참가에 대해서 이야

기를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유학생스텝의 참가~ 

오가와 : 어째서 유학생이 회의에 오지 않았냐?는 것은 일본인 스텝들 안에서부터 유학생들에게도 알기 쉽

게 라는 의식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학생도 있기 때문에 영문 인쇄물도 만들자」라고 제가 

말하니까 모두 영문 인쇄물은 만들겠지만 정말로 유학생을 만을 생각해서 만들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점점 

그 의미를 잃어버린듯한 기분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시간적으로 영문 인쇄물을 만들 수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는 일본어 문장을 알

기 쉽게 만든다 던지 한자에 음을 달아 놓는 다던지 유학생에게 좀더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문으로의 전달방법이 부족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다 : 그럼 만약 인쇄물이 제대로 된 영문으로 되어있었다면 회의에 왔다고 생각합니까?  

유솝 : 인쇄물은 일본어여도 좋으니까 주의의 사람이 개요를 알려준다면 대략의 설명으로도 충분하고 자세

한 부분까지 영문으로 번역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히다카 : 그래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학생이 운영에 관련하는가의 문제 이네. 왠지 올해는 유학생이 손님

인 듯한 이미지가 있네. 

유솝 : 뭐 조금 올해 유학생 중에는 스텝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그다지 없다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

니다. 대체로 작년 유학생은 일본인과 함께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올해의 유학생에게는 그다지 의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가와 : 의욕이 처음부터 없었던가 아니면 회의에 참가 해보고 의욕이 없어 졌다거나 인 것 같습니다. 

샤피크 :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연히도 올해는 국제적인 이벤트에 그다지 흥미가 없는 

유학생이 많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회의에 오고 나서부터 흥미가 없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카지와라 : 실제로 유학생스텝과 함께 하면서 일을 부탁 할 수 있었어?「함께한다」라는 분위기로 말이야. 

다국적합숙 활동 중에서 회의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일주일의 기간 중 남은 6 일간의 기간에서 유학

생과 함께 활동 하거나 했어?  

모리 : 총합토론은 샤피크라든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유학생에게 무엇을 부탁하면 좋

을지 라든 지를 어느 정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유학생도 바쁘다거나 시간에 제한이 있다거나 해서 잘 진

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샤피크 : 그렇습니다. 저도 다국적합숙 전체의 흐름이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더 파

악 할 수 있었다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카지와라 : 작년은 유학생과 연결된 네트워크가 있었지. KUFSA 라든지.  

히다카 : 그렇기 때문에 다국적합숙의 스텝에 KUFSA 담당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지 유학생에게 

「함께하자」라고 권유하듯이. 모두 각자가 고민한 것 같고 저 또한 고민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것이야 말로 

올해에는 유학생과 좀더 함께 고민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 했어. 일을 유학생에게 부탁하려고 유학생

들을 부른다는 시점에서부터 이 일을 같이 한다는 자세가 없었던 것 이였어. 올해는 함께 고민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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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함께 만들자」가 아니라 「해주세요」였다 고 생각해. 그러나 샤피크나 유솝, 류군등은 함께 고민 

하면서 만들어준 귀중한 유학생이었지만. 유학생을 특별대우 해 주었다고 생각해. 일본인과 일본인 사이에

서도 그랬지만 일본이과 유학생과의 사이에서도 유학생에 대한 배려를 해주어서 그다지 유학생과도 부딪치

지 않았고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다지 유학생과 함께한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어. 트러블을 피

했다고나 할까? 이것은 선배와 후배와의 사이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만. 

 그래서 만약 유학생이 다국적 합숙을 하지않아도 좋다고 한다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 일본인들로만 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만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나가타 : 유학생도 다국적합숙을 하고 싶어 했으면 KUFSA 라든지는 상관없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여.  

유학생 중에 다국적합숙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만큼 흥미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지? 참

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면 다국적합숙 운영에 있어서의 이상(理想)

으로서 의원장이라든지 회계, 총무 라든지 사무직업의 색이 강한 담당이라든지 어떤 담당이 되었든 일본인

과 유학생이 교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당연한 상태 이어야 하고 그 담당을 유학생 한 명 한 테만 맡겨 놓

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KUPSA 가 하고있는 인터네셔널 나이트는 회계도 기록도 있

지만 어느 담당을 유학생이 하든 일본이 하든 잘 돌아가고 있지?  유학생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진 않

는다면 다국적합숙의의 의미도 없어. 다국적합숙은 10 년전 유학생의 자발적인 의지로 시작되었어. 다국적

합숙이 없어지려고 했을 때도 KUFSA 에서도 15 명 정도 가 유학생들이 흩어지지 않게 다시 한번 모여서 

다국적합숙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했지. 또한 올해도 유학생이 다국적합숙은 일본인이 개최하는 이벤

트지요? 라고 물어보아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헸지만 이러한 생각이 유학생들 사이에 있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점이야.  

일본인들도 일본인이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업무작업을 하고 유학생에게 이 작업을 부탁하는 듯한 한정

적인 생각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원래 추구하던 형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국적합숙은 할 의미가 없어. 

히다카 : 인터네셔널 파티만으로 괜찮지 않아? 라는 것으로 되어 버리네. 

오가와 : 유학생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원래의 다국적합숙의 본래의 사고방식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2008 년 2009 년 2010 년 스텝을 했지만 그다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일

본인이 주최로 하고 있었고 유학생은 도와주러 온 것 같은 느낌이 였습니다. 물론 2010 년도 그렇고요. 그

렇기 때문에 또다시 본래의 다국적합숙의 의미를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히다카 : 그것도 포함해서 2009 년 하지 못했던 것을 2010 년에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2010 년에는 「제로

에서부터 만들자」라고 말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오가와 : 「제로에서부터 일본인이 만들자」리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로에서부터 유학생과 만들자」

가 아니라 유학생과 함께 만들 자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역시 유학생은 다국적합숙은 일본인이 만드는 것

이라는 의식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가타  : 그러니까 그러한 의식이 있는 유학생이 나뻐. 그러나 일본인도 일본인이 만들려고 해.  이러한 

것이 치명적인 방면으로 향하고 있네. 

모리 :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유학생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나가타 : 그러니까 유학생에게도 제대로 그 설명을 하고 의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해. 

히다카 : 전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 안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 갈 까는 그 해에 따라 다르다

고 생각해. 예를 들면 유학생은 스텝으로 부르지 않고 일본인만으로 만들자!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컨셉으로 다국적합숙을 시작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무엇이 정답이라 라는 것은 없지만 

올해의 문제는 그 축이 무너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결국 선배들이 올해는 유학생과 함께 만드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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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때 2010 년스텝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던가야? 라는 느낌 이였어. 자기자신을 

잃어 버린 듯이 보였지. 

2009 년은 처음부터 유학생과 함께 하자 라고 본래의 목적을 실현시키려는 의식이 있었어. 우리들은 끝까

지 그 축을 비틀려고 하지 않았지.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 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 했는지

는 잘 모르지만 2009 년 스텝에게 있어서 확실히 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각자의 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야. 

나가타 : 충분하지 않더라도 2009 년은 유학생과 상당부분 같이 했다는 것이야.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이나 

회계 등의 일을 갑자기 유학생에게 바통 터치 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이 했냐고 한다면 꼭 그렇지도 않지만. 

야마시타 : 유학생이 스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국적 합숙은 이제 하지 않는 편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

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에 대해 유학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솝 : integration 이란 어떠한 의미입니까? 통합이라는 의미지요? 일본인 만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

능 하지요?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09 년과 2010 년을 비교하면 서로 긍정

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 년에는 유학생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의 의견이 나왔

습니다. 올해는 유학생이 적어서 의견도 적었습니다 일본인 스텝에게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2010

년에는 처음으로 스텝을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당연시 되었습

니다 내년을 위해서는 작년과 올해의 다국적 합숙을 비교해주세요.  그리고 올해 부족했던 점을 내년에는 

고쳤으면 합니다. 올해의 스텝은 유학생과 적극적으로 부딪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회의

에 나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회의에 나가도 뭘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히다카 : 유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었던 것 같아. 

유솝 : 그래요 만약 회의에 불러준 사람이 옆에 와서 개요만이라도 설명해주면서 의견이 필요한 부분은 나

의 의견도 들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인쇄물에 영어가 써져있지 않아도 괜찮지만 회의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

는지 설명이 없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인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것과 결정된 것을 몇 번이나 

계속 이야기 하지 않는 것 입니다.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다국적합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유학생과 관계를 강하게 맺어 주었으면 

합니다. 선배들은 다국적 합숙 전에 relationship 이 강하다면 회의시간에 회의도 부드럽게 진행 되었을 것

이고 유학생의 의욕이나 자신감에도 연결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나가타씨나 아오이씨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의욕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

텝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학생은 지금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다국적 합숙을 함께 만들어 나가려고 해도 일

본인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배려는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다국적합숙을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해주세요. 

처음부터 유학생이 그다지 오지 않는 다는 것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고 싶다는 마음

가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를 생각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유학생과 사이가 

좋아 질 수 있을까? 매력적인 다국적합숙을 만들 수 있을까? 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본인이 유학생

과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지원해 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유학생들이 다국적합

숙의 스텝을 할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어렵겠지만 저는 유학생이 많이 와야 좋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설령 유학생이 적더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그걸로 괜찮다고 생각합

니다. 유학생이 일본에 오는 가장 큰 목적은 우선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스텝을 강요하는 것은 

할 수 없겠지요. 

나가타 : 그러나 그것은 일본학생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잖아? 우리들은 공부를 하러 대학에 와 있는 거야. 

유솝 : 그렇네요 그러나 일본인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가타 : 일본인은 우선 다음문제라고 해놓는 다고 해도 10 년 전 다국적 합숙이 시작되었을 때는 유학생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 가자고 생각하고 있었고 일본인도 똑같이 유학생과 함께 만들고 싶다는 생각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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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의 년도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되가는 것을 바라고 있었었어.  

그러나 지금은 유학생 중에서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 가자는 의식이 흐려지고 있다고 생각해. 

유숍 : 이제 모두가 이벤트도 전부실패 였으니까 그만두는 편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만두는 편이 좋

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다음 다음연도에는 그 부족한 점을 살려서 보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더 준비시간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즉 회의를 몇 번이나 하는 것보다도 회의 전에 유학생과 

미리 이야기를 해놓고 무엇이 중요한 것 인가 결정한 것을 회의에서 토의 한다면 시간도 짧아져서 보다 충

실한 회의가 가능해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커뮤

니케이션과 내용 입니다. 선배님들 졸업 후에도 잘 부탁 드립니다. 

 

~계속해서~ 

나가타 : 다국적합숙은 작년과 같은 것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샤피크 : 저는 매뉴얼적으로 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나가타 : 총합토론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 했지만 작년 것은 신경쓰지말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총합토론을 

만들었으면 해.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무엇이 좋고 나쁜가는 자신들이 정했으면 좋았

을 텐데. 

샤피크 : 작년과 비슷하게 되어버려서 그렇지만 우리들 사이에서는 테마를 바꾸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

음도 있었습니다. 그것 뿐이었습니다.  

내년에 한다면 자신들끼리 정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좀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히다카 : 그것은 그 해의 위원장의 컨셉에 의하지 않을까? 

나가타 : 계속이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매뉴얼 화 해서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해놓으면 

좋을까? 또 오가와가 말 한대로 제로에서부터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다국적합숙을 하는 것이 좋아? 2006

년에 다국적합숙을 다시 시작했을 때 매뉴얼은 없었잖아? 그 것처럼 똑같이 2010 년 2011 년 에도 자신들

이 하고 싶은 대로 다국적 합숙을 하자. 

오가와 : 그것은 그년의 스텝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나가타 :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고 싶었어? 

오가와 : 저는 2008 년과 2009 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입장으로서 겨울 때부터 이미 제로에서부터 다국적

합숙을 만들거다!.라고 했지만…… 

나가타 : 새로 만든다면 이전의 정보는 필요 없잖아? 

모리 : 그렇지만 이전 정보를 받아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나가타 : 그건 자신들의 아이디어 페이스가 있었을 때의 이야기이지. 아이디어가 있고 추가로 작년 것을 사

용해보자 라는 것 이라면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를 잘 넣으면 되지만 먼저 전 데이터를 끌어 들인다면 그때

에는 또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어려워. 

카지와라 : 나가타씨에게 있어서 올해의 다국적합숙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렇

게 작년이나 재작년의 다국적 합숙과 비슷하던 가요? 

나가타 : 총합토론 스타일은 거의 똑같았어 내용의 변경은 있었어도 결국 제로에서부터 만든 것은 아니 였

지 제로에서부터 만든 것이 아니라면 제로에서부터 만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좋았을 텐데….. 

히다카 : 확실히 저도 처음에는 모두가 말한 컨셉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바뀌어져 가서 결국 이 사람들

은 무엇이 하고 싶은 것인가? 라고 생각 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과 현황이 틀어져 있었으니까 무엇이 하

고 싶은 것 인가 주의 사람들이 모른다. 선배들이 말하고 있는 것도 무엇을 말하고 있다 정도로 흘려 들어

도 좋았을 텐데 모두가 하나씩 전부 받아 드리려고 한다고 생각했지만 받아드린 것처럼 보인 것도 어정쩡



122 

 

하게 그 상태 그대로 되어있거나 해서 「결국 어떻게된거야?」라는 생각이 제안에서는 강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KUFSA 를 끌어 들여서 유학생과 함께 만들어 나가자 라는 축이 있었기 때문에 입니다. 가

능 했냐 안 했냐는 문제는 놔두고 

하려고 하는 마음 가짐은 결코 꺽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부정하는 젓은 아니지만 「다국적합숙을 정말로 하

고 싶어서 한 거야?」 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모리 : 카지와리씨에게 회의 때에「무엇을 전하고 싶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들은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라는 생각이 들며 머리 속이 패닉상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저희에게 열심히 말 해주었던 것은 알았지만 결국 하지 못했던 것이 많았고 이해하지 못했다. 고 

생각했던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아오이씨가 말하는 축이라는 것이 저 자신 안에 는 없었다고 생각 합니다. 

히다카 : 아마도 모두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있었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서로 공유 할 시간

이 없어서 각자가 미로 속으로 들어간 것과 같이 선배로부터 이것 저것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라며 갈팡질팡 했다고 생각해. 

어찌되었든 유솝이 말한 것 처럼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 

야마시타 : 축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지.작년에 총합토론을 담당 하면서 느꼈어. 어떻게든 하고 싶은 것은 

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고 그때 마다 납득을 하니까 마지막까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결

국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식으로 되어버려서 그게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여진 거 같은 기분이 들었어. 

카지와라 : 다국적 합숙이 어떠한 것이고 지금까지의 흐름이 어떻게 되나를 재대로 소화 하지 못했다고 생

각해. 자기자신이 속으로 곱씹으며 생각하않았기 때문에 행동도 언동도 재대로 정해지지 않았어 그 원인은 

매일 생활의 백그라운드가 지금까지의 스텝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다국적 합숙을 

하기 전에는 이러한 이벤트나 기획에 관련해 본적이 없었지? 

모리 : 확실히 선배들이 말씀해주시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 좋았을 텐데 어정쩡하게 해

버린 것도 많았어. 

오가와 : 받아드리려 해도 전부 흡수하지 못했어 게다가 받아들이고 나서 판단하기 위해서의 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정말로. 

카지와라 : 다국적 합숙에서 추구되었던 것은 최종적으로 스스로 판단한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야. 

히다카 : 그러나 그러한 것은 다국적 합숙을 만들어가면서 키워가면 된다는 부분도 있어. 올해의 스텝들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나가타 : 그래서 결국, 작년을 답습 해서 다국적합숙을 한 거야? 아니면 제로에서부터 만든 거야? 

모리 : 이상(理想)은 제로에서부터 만들고 싶었지만 역시 하고 있는 동안에 작년 것도 들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서…… 

나가타 : 그러니까 그것 까지 말하고 물어보는 것은 좋은 것 이라고 생각해.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에는 물어보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달리면 된다고 생각해. 

오가와 : 모처럼 작년의 경험이 있다면 작년의 나쁜 점 좋은 점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가타 : 그것은 경험자에게 있어서의 이야기네. 

카지와라 : 제로부터 시작하든 답습을 하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한다면 결과는 똑같다고 생각해. 

 

 

~다국적합숙을 끝내며~ 

카리와라 : 다국적합숙이란 보통의 국제교류와는 상당히 다른 표면적이 아닌 진면목적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스텝을 하면서 알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알고 처음 시작 했을 때와 지금의 차이를 느꼈어? 

모리 : 처음에는 재미있어 보여서 들어 와서 유학생과 함께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일본인이 주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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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버둥버둥 거려서 유학생을 두고 와 버렸다는 점에서 차이를 느꼈습니다. 

오가와 : 확실히 처음에는 유학생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유학생스텝이 생각하던 것보다 적

어져 버렸습니다. 

카지와라 : 그런데 선배 분들이 다국적합숙의 스텝이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히다카 : 라오스에 간 경험이 있어서 일본에서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나? 하고 생각 할 때 다국

적 합숙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대전제로서는 재미있어 보였기 때문이고 할거면 재미있게 하지 않으면 

지루하잖아? 라고 생각해서 했어. 선배들과도 부딪치면서도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 하고 생각했어. 

야마시타 : 나는 실은 전혀 할 생각이 없었어 그래도 신문 부에만 있어서 「다른 세계를 봐보고 싶다」「다

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야. 해외에 흥미는 있었지만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 그다지 유학생과 관계를 가져보자는 쪽도 아니 였고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국제교류란 

무엇인가? 일본인의 국민의식이라는 부분에는 흥미도 있었고 그러한 것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하게 되면서 동기부여도 됐지만…… 

카지와라 : 각자의 목적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추구 하였다는 것은 확실 했었던 거구나. 

모리 : 저도 컴챠를 만 하고 있었을 때와는 다르게 사람과의 교류방법이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카지와라 : 유학생과 싸우니까 다국적합숙은. 

 

~앞으로의 다국적 합숙~ 

히다카 : 내년에 정말로 남겨둘 생각이라면 2010 년의 스텝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모리 :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만 3 학년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되고 다국적 합숙을 짬을 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양립해서 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다 : 규모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지와라 : 인원수가 다르면 노동력도 다릅니까? 

나가타 : 요시노에서 규모가 작을 때에는 재미있었다고 생각해. 

히다카 : 올해의 반성한 점을 살려서 다국적합숙을 하는 거라면 유학생에게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서 스텝

이 될 사람을 찾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스텝과 참가자의 괴리• 

카지와라 : 참가자가 다국적합숙에  참가하는 동기는 엔터테이먼트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분과회를 

선택하시는 분은 제목만 보시고 고르시는 분이 많잖아? 스텝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참가자의 감각은 어

긋나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다국적합숙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가와 : 엔터테이먼트 감각으로 참가하시는 분들도 다국적합숙에 참가하시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

니까? 

카지와라 : 2005 년 총합토론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모두는 모티베이션이 높은 참가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전

의 상황과는 달라 졌기 때문에 엔터테이먼트 감각의 참가자가 깨달아주시기를 위해서는 우리 스탭들이 더 

공부 해야 합니다. 보다 상질의 다국적합숙을 만들어야 한다는 면도 있다고 생각해. 일본인의 접근방법이 

원인으로 유학생 안에서 다국적합숙을 일본인과 유학생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의식이 흐려진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는 유학생이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면도 있을지도 몰라. 모두와 비교

해봐서 일본인과 유학생이 추구하고 잇는 것이 변해져 가는 상황에서 다국적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까지는 다국적합숙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잖아? 그래도 스텝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인이든 

유학생이든 참가자가 원하고 있는 것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라면 다국적 합숙과는 다른 국제교류 이벤트를 

해야 하는 건가? 

나카시마 : 참가자가 원하는 엔터네이먼트 성이라는 것에 대응해서 그렇게 까지 다국적합숙의 진행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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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국적합숙은 올바른 이벤트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인

터네셔널나이트와 같이 즐거운 이벤트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도 좋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카지와라 : 그래도 총합토론에서는 모두 자버린단 말이야. 

나카지마 :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그렇다면 규모변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카지와라 : 매년 스텝 사이에서 스텝과 참가자의 갭, 유학생과 일본인의 갭이 넓어 지고 있어. 참가자와 스

텝의 갭이라는 것은 참가자가 좀더 공부해 오기를 바란다는 점도 있어. 

히다카 : 반대로 다국적합숙에서 참가자가 공부를 할 계기를 준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단순

한 계기 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올해 참가해서 또 내년에 

스텝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해주신다면 참 좋겠어. 다국적합숙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까. 

카지와라 : 그것뿐 참가자와 스텝간의 괴리가 보인다는 것은 다국적 합숙의 질의 향상이 보다 절실해. 

히다카 : 학생의 영역을 다소 초월한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학생의 특권을 살려야 다국적합숙이라 할 

수 있어. 관계되는 비중이 커지네.  

나가타 : 이벤트의 준비와 다국적합숙의 정책 같은 것을 양립시키는 것이 어려워. 

모두 스타트라인이 다르고  원래 가지고 잇는 감각이 다르니까 이벤트의 준비 만이라면 그렇게 고민은 없

을 텐데. 

카지와라 : 올해는 스텝인원이 적었으니까 힘들었을 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다국적 합

숙의 준비 자체가 개인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문화 소개 라든지 가 그렇죠? 또 혼자 하

는 편이 하기 쉬울 때도 있고.  

나카시마 : 인원이 많았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질에 의해서 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히다카 : 그래도 역시 계속 전한다는 의미로 다국적합숙을 계속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걸 그만둔다면 결국 더욱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 유학생은 자신의 공부를 생각해서 유학하러 와. 일본인은 그렇게까지 유학생

의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 또 10 년 정도라면 모두 분명 이걸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국적합숙

과 같은 이벤트는 생겨 날거야. 

카지와라 : 실제로 지금 다국적합숙이 참가자에게 주고 있는 영향이 적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니까 무엇이

든지 대책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가타 : 참가자의 요구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쪽이 의도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 참가자의 생각과 스텝의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니까. 

모리 : 저는 엔터테이먼트에만 집중하면 다국적합숙이 아니게 되어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오가와 : 오는 사람은 오고 안 오는 사람은 안 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엔터테이먼트성 과 공부의 균

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다 : 엔터테이먼드 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는 것도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가와 : 저도 최초프로그램을 제로에서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하면서 시작했던 다국적 합숙 이였습니다만 

결국 작년까지의 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빠지면 안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카지와라 :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2009 년 때에도 매년 오시는 참가자 분들이 「작년이랑 똑같았네」라는 

의견이 나오거나 했어. 나는 지금의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모리 : 그러나 매년 똑같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스브레이크 하나로도 작년과 올해는 완전 

달랐습니다. 

나가타 : 신규 대형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잘 안 나오지. 예를 들면 분과회를 전반(前半)만 하고 다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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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거나. 

카지와라 : 반대로 지금의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게 아닐까요? 스텝에게 있어서도 하기 쉽다는 것이 사실이

지, 그래도 참가자에게 변화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네. 

 

 
 

 

 

9.편집후기 

*************************************************************************************************** 

 다국적 합숙은 10 년 째를 맞이 하였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10 년 동안 참가해 주신 분도, 올해가 처음인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목소리와 사진에서, 배우고, 알고 느끼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전달되었습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방법은, 개개인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다국적 합숙이 요구하는 진정한 

“즐거움”은 도대체 어떤 것 일까요. 

저는 올해 처음 스태프로서 다국적 합숙에 관계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단순히 “여러 국가의 사람들을 만나 

즐겁겠다”고 말하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만, 기회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처음 만나는 사회인 분들에게 

출연의 의뢰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러 간적이 있었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당황하거나, 고민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스태프와 협력하여 일을 해가는 가운데 무언가 감을 잡았을 때에 “기쁨”, 

“즐거움” 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획의 단계에서 고민하고, 힘든 것은 저 뿐만이 아닌 모든 

스태프에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해내어 얻은 것은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 “즐거움”을 참가자에게도 느끼게 해 주고 싶었고,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단, 보고서에서도 시사하는 근년의 참가자와 스태프 사이의 의식의 차이는, 이 “즐거움”을 공유의 의식이 

옅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이후에는 먼저 스태프가 자신의 기획 단계에서 얻은 

“즐거움”을 참가자에게 “전한다”는 노력, 그리고 오랜 기간 참가해 주신 분들도 많은 가운데, 기획의 

단계에서 더욱 참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기회를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느꼈습니다. 그 것을 

반복하며 참가자와 스태프의 거리를 줄여, 한발 더 나아가 “즐거움”을 참가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다문화 공생 사회 구축에 도전”을 건 다국적 합숙의 취지가 아닐까요. 

저도 편집에 있어서 다국적 합숙을 되돌아 보며,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겨우 다국적 

합숙이라는 것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다국적 합숙의 이벤트의 내용을 그 장에서 이해, 흡수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다국적 합숙에서 느낀 것이 스스로 배워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기가 된 감동을 앞으로도 잊지 않기 위해, 스태프, 참가자와 함께 올해의 다국적 

합숙으로 각각의 마음에 새겨진 “기억”을 확실한 “기록”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 

“기억”이 앞으로도 다국적 합숙에 응용되는 것, 그리고 지역의 안에서 다문화 공생 사회가 퍼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번역을 해주신 분들을 비롯하여 편집에 관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편집 담당 오다 아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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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참가자 명부 

************************************************************************************************** 

번호 이름 국적 
 

번호 이름 국적 

1 彭 立君 中国 
 

36 鎌田 悠幹 日本 

2 野口 英一郎 日本 
 

37 包 桂蘭 中国 

3 野口 香英 日本 
 

38 包 宝林 中国 

4 Melody Muguerza フィリピン 
 

39 宮崎 祥典 日本 

5 Christine Baransano インドネシア 
 

40 橋口 冴 日本 

6 小川 景一 日本 
 

41 平原 由貴 日本 

7 西原 薫 日本 
 

42 李 淑双 中国 

8 加藤 泰久 日本 
 

43 佐野 李奥 日本 

9 西原  誠司  日本 
 

44 Syed Muhammad Syafeeq マレーシア 

10 柳田 泰 日本 
 

45 刘 楚枢 中国 

11 柴山 てるみ 日本 
 

46 内田 貴志 日本 

12 國料 未貴 日本 
 

47 有江 憲吾 日本 

13 井手迫 美紀 日本 
 

48 廣野 悠太 日本 

14 鶴田 恵子 日本 
 

49 児玉 香織 日本 

15 宮下 美希子 日本 
 

50 永山 加奈子 日本 

16 永井 久美子 日本 
 

51 吉田 若菜 日本 

17 前迫 いづみ 日本 
 

52 中原 樹里 日本 

18 櫨山 美穂 日本 
 

53 松本 梨奈 日本 

19 川本 聡美 日本 
 

54 橋本 瑠奈 日本 

20 甲斐 千尋 日本 
 

55 植村 葉月 日本 

21 小田 あさひ 日本 
 

56 西上 裕士 日本 

22 神薗 よしの 日本 
 

57 宮本 圭慈 日本 

23 森 千秋 日本 
 

58 山 眞 日本 

24 勝羽 佑貴 日本 
 

59 遠城 美乃里 日本 

25 牧野 美紀 日本 
 

60 遠城 健吾 日本 

26 坂口 真美 日本 
 

61 山田 隼 日本 

27 Muhammad Farhan マレーシア 
 

62 何 龍 中国 

28 田尻 麻美子 日本 
 

63 古田 信一 日本 

29 Yusuf Bohadi クウェート 
 

64 謝 新 中国 

30 Fortune Jomane ジンバブエ 
 

65 ムジャンガ ベンジャミン タンザニア 

31 Mohd Hazwan Bin Yusof マレーシア 
 

66 曹 寧 中国 

32 Nur Syajaah Binti Shahrin マレーシア 
 

67 Anis ur Rehman パキスタン 

33 西元 裕美 日本 
 

68 峯 奈々子 日本 

34 永田 勝彦 日本 
 

69 永川 久美子 日本 

35 Hafizuodin Bin Mohamed マレーシア 
 

70 坂下 昌三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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番号 名前 国籍 
 

番号 名前 国籍 

71 今井 貴大 日本 
 

109 板敷 春香 日本 

72 藏薗 千尋 日本 
 

110 松岡 朝子 日本 

73 原口 智衣 日本 
 

111 後藤 真里奈 日本 

74 宋 チョイ 韓国 
 

112 永峯 知明 日本 

75 宋 潤姫 韓国 
 

113 吉原 直樹 日本 

76 濱屋 啓太 日本 
 

114 紙屋 貴浩 日本 

77 胡 夢雲 中国 
 

115 藤本 美姫 日本 

78 朴 成愛 中国 
 

116 茨木 智華子 日本 

79 劉 昭君 中国 
 

117 Lee Kah Kheng マレーシア 

80 Swachchchanda Songmen ネパール 
 

118 鄭 裁允 韓国 

81 Bimika Pati ネパール 
 

119 李 賢雄 韓国 

82 Manoj Bohara ネパール 
 

120 肱黒 香里 日本 

83 西 香穂里 日本 
 

121 谷丸 友介 日本 

84 辻 修子 日本 
 

122 佐野 由季 日本 

85 加藤 晃子 日本 
 

123 岡村 佳奈 日本 

86 田中 聡美 日本 
 

124 南郷 彩 日本 

87 濵田 かおり 日本 
 

125 上野 真理衣 日本 

88 長濵 奈央子 日本 
 

126 小野 裕佳 日本 

89 横山 由美子 日本 
 

127 城之園 真代 日本 

90 島井 亜衣未 日本 
 

128 手島 道男 日本 

91 草場 香穂 日本 
 

129 植木園 麻美 日本 

92 Prakash Patil インド 
 

130 平田 杏菜 日本 

93 牧原 知宏 日本  
 

131 西原  千夏 日本 

94 中谷 純江 日本 
 

132 向江 親太郎 日本 

95 中谷 真生 日本 
 

133 迫田 紋奈 日本 

96 小林 基起 日本 
 

134 木場 彰一 日本 

97 除川 創 日本 
 

135 今村 奏恵 日本 

98 Hafeza Akter バングラデシュ 
 

136 松永 仁 日本 

99 Farhan Ahmed バングラデシュ 
 

137 中島 まどか 日本 

100 Himawari Ahmed バングラデシュ 
 

138 岡野 匡陛 日本 

101 上田平 成美 日本 
 

139 末廣 恵 日本 

102 陳 琳 中国 
 

140 和田 あやの 日本 

103 林  思成 中国 
 

141 相良  かおる 日本 

104 崔 艶麗 中国 
 

142 山本 佳奈 日本 

105 金 曜担 韓国 
 

143 Prayoga Patrick インドネシア 

106 金 ハンウール 韓国 
 

144 小川 裕也 日本 

107 Mohammad Mejbah Uddin バングラデシュ 
 

145 Gyolemetou Nikolay ブルガリア 

108 片平 美紀 日本 
 

146 植田 沙世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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番号 名前 国籍 
 

番号 名前 国籍 

147 合志 美希 日本 
 

185 平田 貴裕 日本 

148 池上 彩 日本 
 

186 小平田 太地 日本 

149 黒川 恵理菜 日本 
 

187 木場 和香 日本 

150 帖佐 卓寛 日本 
 

188 児玉 康之 日本 

151 全 在胤 韓国 
 

189 郡山 愛子 日本 

152 梶原 莉那 日本 
 

190 郡山 要 日本 

153 吉永 なつき 日本 
 

191 諏訪 江美 日本 

154 渡邊 紗代 日本 
 

192 永野 哲矢 日本 

155 坂本 悠三 日本 
 

193 中原 舞 日本 

156 麦 冠霖 マレーシア 
 

194 前田 志保 日本 

157 Nurul Izdihar Muktar マレーシア 
 

195 原 啓悟 日本 

158 田原 佳亮 日本 
 

196 高橋 真弓 日本 

159 小山 遥子 日本 
 

197 小幡 順子 日本 

160 上村 花子 日本 
 

198 蕈 思 中国 

161 土屋 宏剛 日本 
 

199 劉 小渓 中国 

162 川崎 智佳穂 日本 
 

200 白木 覚 日本 

163 高見 愛子 日本 
 

201 福元 俊 日本 

164 吉富 玖美 日本 
 

202 児玉 あゆみ 日本 

165 劉 揚 中国 
 

203 Kheradmandsarokalaei  イラン 

166 銭  亮 中国 
 

204 Mohammad  Saifulisulam バングラデシュ 

167 繆 欣欣 中国 
 

205 Athira NANOAKUMAR インド 

168 仇 露露 中国 
 

206 Juliet DAVID パキスタン 

169 張 宵玲 中国 
 

207 Noureen AFSAR KHAN パキスタン 

170 谷口 晴夫 日本 
 

208 通 拉嗄 中国 

171 南 はるか 日本 
 

209 白 雪蓮 中国 

172 大久保 里恵 日本 
 

210 高徳 恵美子 日本 

173 湖(示) 河 ベトナム 
 

211 高徳 萌花 日本 

174 Nylvyn Mayer Peter マレーシア 
 

212 山之内 卓也 日本 

175 南  恵子 日本 
 

213 奥山 健司 日本 

176 中馬 勇作 日本 
 

214 轟木 克也 日本 

177 山田 拓矢 日本 
 

215 Md. Abdul  Kader バングラデシュ 

178 松山 安理 日本 
 

216 Mobashera Kader バングラデシュ 

179 丸野 瑞貴 日本 
 

217 Mahbuba Bulbul バングラデシュ 

180 竹中 伸巧郎 日本 
 

218 柳 泳兆 韓国 

181 吉川 百合子 日本 
 

219 Ragaza Janice フィリピン 

182 THI AUNG KATHY ミャンマー 
 

220 Sarno Brian John フィリピン 

183 岩崎 勇気 日本 
 

221 Janice Rabor フィリピン 

184 堀米 顕久 日本 
 

222 Hazem Adbullah エジプ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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番号 名前 国籍 
 

番号 名前 国籍 

223 Nashwa Abdelbary エジプト 
 

261 山元 與一 日本 

224 shaimaa Abdullah エジプト 
 

262 嶋崎 智晃 日本 

225 Basmla Abdullah エジプト 
 

263 城山 綾美 日本 

226 梁 瀟 中国 
 

264 吉永 早弥華 日本 

227 岡 あかね 日本 
 

265 源 和日奈 日本 

228 迫地 陽平 日本 
 

266 辻 さとみ 日本 

229 牧瀬 大輔 日本 
 

267 松山 隆真 日本 

230 河野 悠 日本 
 

268 寺田 智大 日本 

231 須藤 加澄 日本 
 

269 張 旭潔 中国 

232 申 ジエ 韓国 
 

270 満 香廷 中国 

233 刘 格日楽 中国 
 

271 林 明翰 中国 

234  文学 中国 
 

272 朴 晶 中国 

235 Ruth Chibueze ナイジェリア 
 

273 張 永浩 中国 

236 James Chibueze ナイジェリア 
 

274 孫 静 中国 

237 柳田 真規子 日本 
 

275 張 艶波 中国 

238 石田 裕晶 日本 
 

276 田実 真似子 日本 

239 倉野 智代 日本 
 

277 橋本 里美 日本 

240 新留 和海 日本 
 

278 石田 譲 日本 

241 東 憲太郎 日本 
 

279 西村 圭史 日本 

242 佐藤 光将 日本 
 

280 後藤 あや 日本 

243 越間 健一郎 日本 
 

281 張 会敏 中国 

244 Katie Michel アメリカ 
 

282 孫 敬遥 中国 

245 前川 由紀子 日本 
 

283 朴 孝珍 韓国 

246 吉田 直樹 日本 
 

284 関 美穂子 日本 

247 池田 隆太郎 日本 
 

285 幸福  香里 日本 

248 Shimoeno Ryo 日本 
 

286 大迫 つばさ 日本 

249 谷口 美由紀 日本 
 

287 小麥田 茉美 日本 

250 山口 亜由美 日本 
 

288 松岡 亜紀 日本 

251 松迫 俊也 日本 
 

289 宮崎 章子 日本 

252 金澤 伯弘 日本 
 

290 三原 里桜 日本 

253 藍 嵐 中国 
 

291 劉 美含 中国 

254 宮城 美幸 日本 
 

292 Menchie Montecillo フィリピン 

255 谷口 美帆 日本 
 

293 前原 恵理 日本 

256 沖 百恵 日本 
 

294 山下 大輔 日本 

257 中島 光海 日本 
 

295 福井 海世 日本 

258 UEZONO LIE ブラジル 
 

296 八田 陽介 日本 

259 KAGAJO MEGUMI ブラジル 
 

297 山口 洋和 日本 

260 羽生 大仁 日本 
 

298 金 宗訓 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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番号 名前 国籍 
 

番号 名前 国籍 

299 大久保 昌 日本 
 

336 日高 叶子 日本 

300 松迫 洋憲 日本 
 

337 原園 美穂 日本 

301 川畑 知穂 日本 
 

338 原園 心優 日本 

302 長浜 安妃子 日本 
 

339 岡元 あずみ 日本 

303 Yusof shuaib  Ibrahim マレーシア 
 

340 Ali Ｍutungirehi ウガンダ 

304 楠田 有希子 日本 
 

341 Ｈｕｙ Ｃｕ Ngo ベトナム 

305 土崎 秀平 日本 
 

342 Samreth Kuch Vuthy カンボジア 

306 田中 杏里 日本 
 

343 前田 傭兵 日本 

307 田中 悠希 日本 
 

344 神野 典子 日本 

308 季 財元 韓国 
 

345 生駒 尚子 日本 

309 金 ジナ 韓国 
 

346 蓑田  智恵 日本 

310 Fazli Arsyad Baktiar  インドネシア 
 

347 島 さほ 日本 

311 Faras Ulirrana Baktiar インドネシア 
 

348 久永 朊靖 日本 

312 Yuriz Baktiar インドネシア 
 

349 横山 桃花 日本 

313 Nurjannah Baktiar インドネシア 
 

350 春山 雅司 日本 

314 Kamil  Muhammad インドネシア 
 

351 河口 文伸 日本 

315 山路 周太 日本 
 

352 Tasnoova Shuraya バングラデシュ 

316 有村 和代 日本 
 

353 Iqbal Khan M バングラデシュ 

317 肥後 景子 日本 
 

354 Nawmi Khan  バングラデシュ 

318 藤元 幸子 日本 
 

355 山崎 憲 日本 

319 水谷 成美 日本 
 

356 渡辺 大祐 日本 

320 桑元 眞由美 日本 
 

357 平岡 彩子 日本 

321 小原 せつ子 日本 
 

358 櫻井 夏菜 日本 

322 藤崎 ゆみ子 日本 
 

359 中岡 志織 日本 

323 Purna Ｍａｗａｔｉ インドネシア 
 

360 ユン へジョン 韓国 

324 岡村 由美子 日本 
 

361 Mohammad Mustafizar  バングラデシュ 

325 松山 洋子 日本 
 

362 Ishrat AKHTER バングラデシュ 

326 里園 直美 日本 
 

363 TAKIA MUSTAFIZ バングラデシュ 

327 中村 ももえ 日本 
 

364 AKIM MUSTAFIZ バングラデシュ 

328 Tommy Jansen インドネシア 
 

365 榊 将和 日本 

329 Arthur Thambus インドネシア 
 

366 松田 節郎 日本 

330 Ｌｉｄｅｍａｎ  インドネシア 
 

367 高山 栓 日本 

331 トゥティ  インドネシア 
 

368 黄 恵顕 台湾 

331 Saksono Bud インドネシア 
 

369 董 斌 中国 

332 Champbel Marion ニュージーランド 
 

370 山崎 修輔 日本 

333 Ａｎｕ Ｌｕｓｉａ インドネシア 
 

371 廣佐古 晃 日本 

334 Mokolensan Jefferi インドネシア 
 

372 芳田 真澄 日本 

335 日高 淳子 日本 
 

373 大山 由起子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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番号 名前 国籍 
 

番号 名前 国籍 

374 恐田 悠理 日本 
 

412 田中 健太 日本 

375 何 雨云 中国 
 

413 立元 則行 日本 

376 曹 巧平 中国 
 

414 田中 直子 日本 

377 林 光云 中国 
 

415 西 剛徳 日本 

378 Duong Hong Quang ベトナム 
 

416 橋口 裕一 日本 

379 張 友花 中国 
 

417 段村 文規 日本 

380 徐 文強 中国 
 

418 梁 艶萍 中国マカオ 

381 王 有利 シンガポール 
 

419 Nathan Bastin オーストラリア 

382 サンジブ ブタトキ ネパール 
 

420 山下 いのり 日本 

383 クリスナ スベディ ネパール 
 

421 小林 明日香 日本 

384 ラダクリスナ ビスタ ネパール 
 

422 日髙 未希 日本 

385 潘 桂云 中国 
 

423 新 正満 日本 

386 バイ ガリ 中国 
 

424 日髙 葵 日本 

387 雷 偉杰 スティーブ 中国 
 

425 久保薗 唯 日本 

388 ニサント コイララ ネパール 
 

426 呉 明亮 中国 

389 陳 文涵 台湾 
 

427 王 北平 中国 

390 高祖 美樹 日本 
 

428 向 群華 中国 

391 細坪 佑惟 日本 
 

429 李 冬 中国 

392 川畑 杏子 日本 
 

430 鄭 玉清 中国 

393 竹井 梨紗 日本 
 

431 清 裕行 日本 

394 大久保 由起子 日本 
 

432 呉 迪 中国 

395 入来田 亜矢 日本 
 

433 福嶋 沙由美 日本 

396 大内田 祥子 日本 
 

434 Ｍｉｌｉｃａ Milenkovic ニュージーランド 

397 酒井 マリ 日本 
 

435 Hien Do ThuThi  ベトナム 

398 吉松 円 日本 
 

436 森園 しずか 日本 

399 丸田 隆弘 日本 
 

437 勝田 真理 日本 

400 村上 瞳 日本 
 

438 増田 淑子 日本 

401 南島 亜寿美 日本 
 

439 Riz Tian インドネシア 

402 出口 祐子 日本 
 

440 早川 由美子 日本 

403 櫻井 弘美 日本 
 

441 Rouzi Sidik 米国 

404 松田 篤子 日本 
 

442 Kutluk Kadeer 中国 

405 林 美代子 日本 
 

443 岡部 里美 日本 

406 田中 洋子 日本 
 

444 坂本 彩夏 日本 

407 安藤 有子 日本 
 

445 中野 真帆 日本 

408 高森 美由紀 日本 
 

446 森 貴士 日本 

409 馬場 加代子 日本 
 

447 花木 かおり 日本 

410 川辺 直子 日本 
 

448 坂元 茜 日本 

411 下野 いずみ 日本 
 

449 吉元 千穂 日本 

番号 名前 国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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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松山 あゆみ 日本 

451 前田 隆秀 日本 

452 田中 元気 日本 

453 満塩 佳輝 日本 

454 Carlos Shiotuke ブラジル 

455 耿 瑞 中国 

456 蘇 頴 中国 

457 山下 智恵 日本 

458 白澤 愛里 日本 

459 岩屋 依莉 日本 

460 南須原 正純 日本 

461 越智 信一郎 日本 

462 ERICA NAKASHIMA フィリピン 

463 伊地知 周作 中国 

464 許 守智 韓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