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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다국적 합숙２００９◆◇ 

다국적 합숙 당일 아침 
 

 

 

 

 

 

 

 

 

 

 

 

 

 

 

준비에 바쁜 스탭들 

 

 

 

 

 

 

 

 

 

음향 담당 준비ＯＫ                                 실행 위원장의 긴장도 깊어지고… 

 

 

 

 

 

 

 

 

 

곧 참가자들이 도착                             참가자들을 회장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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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브레이킹 

합숙 최초의 기업. 참가자의 긴장된 마음(ice)을 풀어준다(br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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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 

문화, 음악, 댄스, 인권 지구… 여러 내용에 관하여 

참가자와 주최자가 함께 생각하여, 느끼고, 의견을 교환하는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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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소 

챠이코로의 모두가 하나가 되어, 어린이들도 즐거운 합숙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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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함께 참가한 친구들, 그리고 새롭게 만난 친구들과 지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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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화 소개 

이문화 소개를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준 MC 두명 

 

 

 

 

 

 

 

 

 

 

             댄스, 노래, 음악을 통해 다문화를 느낀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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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각 지역의 민족 의상에 의한 Fashion SHOW 

 

 

 

 

 

 

 

 

 

 

 

 

 

 
       아메리카                인도            콜롬비아 

 

 

 

 

 

 

 

 

 

 

 

 

 

 
     세네갈             필리핀              부탄 

 

 

 

 

 

 

 

 

 

 

미얀마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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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리아              한국               중국 

 

 

 

 

 

 

 

 

 

 

 

 

 

 

     내 몽골                일본                에이사(오키나와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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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공생이란. 공존이란. 그리고 다문화 공생을 목표로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란.” 

다국적 합숙의 축이 되는 테마에 기초한 참가자 전원에 의한 종합 토론. 

올해의 테마는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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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성별・인종에 구애받지 않고,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었다 

 

 

 

 

 

 

 

 

 

 

 

 

 

 

 

 

 

 

 

 

 

 

 

정의는 무엇인가. 공정이란 무엇인가. 

때로는 자신의 환경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의 진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각자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알게되는 만남의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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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식 
1 박 2 일을 함께 보낸 친구들과의 마지막 모임 

 

 

 

 

 

 

 

 

 

 

 

 

 

 

 

 

             

 

 

 

 

 

 

 

 

 

 

 

 

 

 

 

 

 

 

 

“이틀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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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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분의 다국적 합숙은 각각 6 월 둘째주와 셋째주 주말

에 실시되었고, 참가자는 457 명과 464 명이었다. 참가

비를 지불하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참가인 1 박 2 일

의 합숙에, 매번 400 명을 넘는 참가자가 모인 것은 

특필에 해당한다. 내용에 충실하기 위한 한결같은 노

력이 없었다면 달성할 수 없는 숫자이다. 지역주민과 

일본인 학생, 유학생이 각각 3 분의 1 씩 참가를 꾀하

는 등, 국제화와 지역 활성화를 착실하게 쌓인 노력의 

성과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보고서에는 한

국어・중국어・영어 번역이 없다. 지금까지는 4 개국어 

합본이었지만, 제반 사정에 의해 일본어만으로 만들어

졌다. 한・중・영 3 개 국어 번역은 유학생센터 홈페이지 

및 다국적합숙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아울러 봐 주었

으면 한다. 이하, 2009 년, 2010 년의 창의연구를 간단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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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상의 화려함에 놀라며 즐길 수도 있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각국의 민족들의 다양한 역사

와 이민족 상호의 공생의 지혜와 환희를 화려하고 다

양한 민족의상의 경연 가운데 나타나게 해야 한다. 

보고서의「분과회」의 기술은, 위의 3 개 분과회와도 

내용과 의의의 설명이 불충분 했지만, 이찌키 쿠시키

노시의 친코쿠사(鎮國寺)무라이 주지(村井住職)님에 의

한「불교와 다문화 공생」도 깊이 있는 내용을 다 표현

하지는 못했다. 일중 우호협회의「언론의 자유」의 토

론의 즐거움, 오가와 케이이찌(小川景一)씨의 「아시아

의 미술」의 참신한 점 등도 기록이 불충분하였다. 분

과회의 내용의 즐거움에 관한 소개와 배워야 할 내용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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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과정의 체험록 등, 충실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 2010 년 보고서에 관하여  

2010년 다국적 합숙은 2009 년의 반성을 기초로 보

고서의 질의 향상을 상정한 준비를 했다. 토요일의 오

후에는 모든 분과회가 모여, 다국적 합숙에서 실시하

는 분과회의 내용과 작업을, 모든 분과회 담당자 앞에

서,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그 자리에서 불

충분한 것과 문제점을 비판하며, 질의 향상을 목표로 

했다. 참가자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노하우와, 참가자 

참가형의 발표를 어떻게 만들어 나아갈지를 경험자의 

지혜를 총 동원 하여 전원이 상의했다. 이에 의해 분

과회의 목표가 확실하게 되어 방법의 질과 기술이 향

상되어, 동시에 다른 분과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이해하여, 다국적 합숙의 전체상을 공유할 시험

의 장이 되었다. 분과회의 목적, 전개, 결론 등, 시간

적인 배분의 교안을 상세하게 작성해 주었다. 이 발표

를 다국적 합숙 실시전에, 2 회에 걸쳐 시행했지만, 분

과회의 질의 향상만이 아닌, 실시전에 보고서의 중요 

부분이 완성되어, 실시 후에는 약간의 첨가만으로 일

을 마칠 수 있었다. 가장 큰 성과는  분과회에서 무엇

이 실시되었는지를, 비참가자에게도 알 수 있도록 보

여 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국적 합숙의 전체상을 

참가자 전원이 공유하는 기초자료가 되었다. 보고서를 

보면, 분과회 담당자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였는지 유추할 수 있어 감격했다. 하지만, 보고

서의 이러한 시도도 처음이고 불충분한 것도 많이 있

다. 다른 분과회에도, ｢공평과 경쟁｣에서는 국제화에 

대한 일본인의 장단점 인식의 필요성, 위구르인 시딕 

크디록씨 참가의 「7.5 위구르 사건을 잊지않는다」, 인

도네시아의 ｢다양성의 결속｣에는 유럽에서의 독립이 

간접적인 원인 이라는 지적, ｢이후가오문화…｣는 필리

핀 소수민족의 아이덴티티로서의 세계유산의 의미, ｢

이집트…｣의 이슬람 평화주의, ｢세계평화…｣,「외국인의 

참정권…｣、「나이지리아」, 한국「친일파」의 충격적

인 지적등, 예를 든다면 끝이 없을 정도로 충실한 내

용이었다. 기타, 종합 토론 등, 예년대로의 프로그램도 

기재되어, 각각의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또한 합숙 당

일에 급히 참가할 수 없게된 콜롬비아의 분과회가 인

디오의 권리와 문화의 재생을 테마로 가고시마 대학교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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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회 다국적 합숙 실시 보고서 2009 년 
***************************************************************************************************** 

일시:6 월 13,14 일 장소: 오오수미 소년 자연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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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9 년 제 9 회 다국적 합숙의 개요―목적과 스케줄― 
*************************************************************************************************** 

 

다국적 합숙의 목적 

 

『다문화 공생 사회 구축을 향한 도전』 

 

1.  즐긴다 

다국적의 친구 만들기 

이문화(異文化)를 실제로 체험한다 

2.  안다 

매스 미디어에서는 전하기 힘든, 해외의 일상과 문제의 배경을 안다  

문화, 종교 역사, 생활 환경 등의 다른 점으로 인한, 느낌・의견의 차이를 안다  

3.  생각한다・창조한다 

서로를 생각하며, 공생을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관용적인 커뮤니티를 창조한다 

 

개요(스케줄) 

1 일 

 ７：２０～７：５０  가고시마 대학 도서관 앞 집합・접수 

 ８：００～１０：３０ 버스 이동 

１０：５０～１１：００ 입소식 

１１：００～１２：００ 아이스 브레이킹 

１２：００～１３：１０ 점심＆자유시간 

１３：４０～１５：００ 분과회 전반 

１５：００～１６：５０ 분과회 후반 

１７：００～２１：１５ 저녁１８：００～１９：２０)입욕(１８：１０～２１：１５) 

１９：１０～２１：４５ 이문화 소개 

２２：００～      취침・소등 

２２：００～２３：００ 댄스 

2 일 

 ６：００～７：３０  기상・청소 

 ７：３０～８：４５  조식 

 ９：００～１０：５０ 종합 토론 

１１：００～１２：２０ 모두의 시간 

１２：２０～１３：３０ 점심＆자유시간 

１３：４０～１４：１０ 퇴소식 

１４：１０～１４：４０ 사진 촬영・이동준비 

１５：１０～１７：１０ 버스 이동 

１７：１０        가고시마 대학 도서관 앞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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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실시된 프로그램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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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아이스 브레이킹 
가고시마대학 마에가와 나나・Niang Mohamed Oumar・Villamor Shiela 가고시마국제대학 하마야 히로타 

●목적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고, 참가자들이 친구가 되는 계기를 만든다. 

●내용 

 1．자기소개 

자신의 이름과 출신 국명을 말한다. 

 2．흉내내기 퀴즈 

그룹으로 원을 만들어, 음악이 흐르는 동안 여러 가지 동물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돌린다. 음악이 

멈추면 상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 카드를 꺼낸다. 그리고 카드에 써있는 동물의 흉내를 내는 게임. 

 3．전언(傳言) 게임 

어떤 한가지 말을 여러 나라의 말로 바뀌어, 각 그룹에서 그 중 하나를 옆에 사람에게 전한다. 그리고 

처음 사람과 마지막 사람이 단상에 서서, 각자 자신이 전한 말을 발표하는 게임 

●당일의 흐름 

10:30~10:45   각 그룹의 리더와의 최종 확인・회의 

10:45~10:55  자기소개 

  10:55~11:15  흉내내기 게임  

  11:15~11:35   전언(傳言) 게임 

  11:35          종료 

●반성할 점 

・버스를 타고 오지 않은 사람의 네임카드가 준비되어 있지 않

았다 

・스태프 간의 팀워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각 그룹 리더의 연락이 전달되지 않았다 

・입소식이 끝난 뒤,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 

・네임 카드가 작아서, 같은 반인 사람들의 카드가 잘 보이지 않았다 

・자기소개를 할 때, 동시에 시작하여, 같은 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음 회에 주의 할 점 

・게임 내용을 빨리 정한다 

・스태프・협력해 주는 사람들이,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실시되는 게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준다. 

・시작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당일 참가자의 반응 

당일은 흉내내기 퀴즈, 전언 게임과 함께 잘 진행되었다. 동물 흉내를 난 다음, 웃음이 이어지고, 처음과 

마지막 사람의 말이 달랐다는 점에서 좋은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게임이 끝난 뒤, 참가자들 간에 밥을 같이 

먹는 모습도 보였다. 

●감상 

준비부족으로, 당일은 불안하였으나, 다른 스태프의 도움과 조언, 각 그룹의 리더와 방송부 관계자 분들의 

도움으로 최종적으로는 성공이었다. 경험이 부족한 우리들로선, 이 성공이 무엇보다 기뻤다. 이 자리를 빌어 

아이스 브레이킹에 관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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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분과회 레포트와 앙케이트 결과 

실시된 분과회 일람 

번호 타이틀 주최 페이지 

1 필리핀의 전통적인 댄스 Shiela Sibugan Villamor 24 

2 화의 음색～일본 악기・음악의 소개～ 가고시마 대학 음악부 25 

3 콜롬비아：다문화 파라다이스 Francia Campos 27 

4 아프리카의 북과 나무 이야기 Danka Danka 28 

5 말레이시아～진정한 아시아～ Mohd Hazwan Bin 

 Yusuf Shuaib Bin Ibrahim 

29 

6 방글라데시아의 전통 스포츠 BAK-Japan 30 

7 파키스탄의 어린이 교육과 아동 노동문제 Anis Ur Rehman 

Anila Nas Somroo 

31 

8 인도네시아에 가자! Yuriz Bakhtiar 

Patrick Prayoga  

33 

9 한국인이 생각한 변모하는 한국 이 민주 35 

10 에코빌리지와 사회 기업가를 늘려 방사능을 방출하지 

않는 에너지 사회를 만든다 

노구치 에이이치로 38 

11 북미의 현대 기술과 요리 및 초창기 Ty O.Murphy 40 

12 불교와 다문화 공생 친코쿠지(鎮国寺) 41 

13 캄보디아에서의 토착균 보급 활동 류다 카다 44 

14 센간엔 검정 가고시마 외국어 학원 45 

15 우리들로부터 시작하는 공정한 무역 페아 리스 46 

16 “차이의 차이”～쟛도의 활동을 통해～ NPO 법인 쟛도ど 47 

17 캘리포니아 드림 J.Smith 49 

18 소주로 분과회 야마시타 이노리 50 

19 미팅을 하자 국제교류회관 튜터 53 

20 언론의 자유 가고시마 대학 중국 유학생 

우회 

가고시마시 중국 우호협회 

학생회 

56 

21 글로벌화에 있어서의 한국 경제에 대해 한상균 57 

22 아시아의 아트 오가와 케이이치 59 

23 언어 시장(Language market) 유린관 61 

24 소말리아에서 생각하는 분쟁의 구조와 평화 이시하라 히로키등 2 명 63 

25 세파타크로를 즐기자 카노야 체육 대학 교원 65 

26 원자력, 정말 에코? NPO 법인 테몬관 아톰즈 67 

http://www.facebook.com/patrick.pray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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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리핀 전통 댄스 

(주최자 – Eugene Bacolod, Brian John Sarno, Shiela Villamor) 

 

●목적 

 본 분과회의 테마는, 댄스와 음악을 통해 필리핀의 문화와 관습, 전통을 공유하는 것이다. 

●당일의 개요 

＜분과회의 구성＞  

1．도입 

 필린핀의 티니클린 댄스의 역사와 발전 등, 필리핀에 관한  짧

은 프레젠테이션. 댄스의 기본적인 도구는 대나무와 비슷한 것이

라고 소개했다. 

2．댄스 공연 

 참가자가 분과회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기 위해 

필리핀의 댄서가 티니클린 댄스를 선 보인다. 

3．개별 지도 

 처음에는 음악에 맞추어, 기본적인 스텝을 참가에게 개별적으로 가르쳐 주었다. 다른 사람이 댄스를 배울 

때, 남은 사람은 대나무 봉을 어떻게 두드리는지 가르쳤다. 

4．단체 지도 

기본적인 스텝을 사용하면서 페어로 춤을 추는 방법을 가르쳤다. 당일 밤의 이문화 소개로 필리핀의 댄스

에 참가하기 위해, 참가자 중에서 춤을 잘 추는 사람을 선별했다. 

●잘된 점／반성할 점・다음회의 개선점 

 참가자의 대부분은 댄스의 기본적인 스텝을 습득했다. 처음, 참가자 중 몇 명은 대나무 봉이 무서워서 춤

추는 것을 꺼렸다. 그들의 다리는 2개의 대나무 막대기 사이에 끼어 버릴 듯 했다. 우리들은 참가자에게 개

인 지도를 하여 참가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참가자 전원이 티니클린을 춤추는 즐거움과 흥분을 경험할 수 

있었다. 

●앙케이트 결과・강평 

참가자 대부분이 댄스를 좋아했고, 필리핀에 흥미를 갖게 되어, 분과회에 참가한 것을 즐거워 했다고 생

각한다. 그들은 춤을 추는 것이 리듬과 열광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① 이 분과회를 선택한 이유 

 ・댄스를 좋아하고, 즐거울 것 같아서 ・필리핀의 댄스에 도전하고 싶어서 

② 이해 되지 않은 점 

 ・댄스의 진정한 의미 

③ 분과회에서 배운 것 중 특히 인상 깊었던 것・더 배우고 싶었던 것 

 ・리듬감의 중요성・참가자 전원이 상냥하고 열의가 있어서 감동했다 ・많은 스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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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무 댄스에는 슬픈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좋은 지식이 되었다 

 ・더 댄스를 배우고 싶었고 노래가 있다면 기억하고 싶다 

④ 자신의 내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음악과 댄스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슬픈 벌도 방법의 하나로 즐거워 질 수 있다는 것 

 ・전 보다 필리핀 사람이 좋아졌다 ・식민지 상황에서도 사람은 밝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 

⑤ 진행 방법에 관해, 평가 가능한 점・개선점  

 ・충분한 댄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더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면 좋겠다 

⑥ 기타 

 ・매우 좋은 시간이었다 ・또 한번 하고 싶다 

●감상 

이 분과회는, 참가자와 주최자가 쌍방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가득한 경험이었다. 우리들은, 음악과 댄스를 

통해, 필리핀의 문화와 전통을 공유할 수 있었다. 우리들은 다국적 합숙에 참가한 목적이, 공유를 통해 달

성되어, 댄스와 음악은 공유의 수단이라고 확신했다. 

 

 

2．화(和)의 음색～일본 전통악기・전통음악 소개～ 

주최자：가고시마대학 전통 음악부 (邦楽部) （일본） 

●목적 

일본 전통음악의 연주와 체험을 통해, 일본의 문화에 접해본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일본 전통악기

를 조금이라도 흥미를 갖게 한다. 

●당일의 개요 

・전통 음악의 DVD 틀어、전통 음악은 어떤 것인지를 소개 

・슬라이드를 통해 전통 악기를 소개하고, 전통 악기의 구조

와 특징에 대해 소개 

・실제로 악기를 다루어 보고, 소리를 내어 연주해 본다 

・전통 악부의 부원이 연주를 한다邦楽部員が演奏を披露 

●당일의 모습（인상 깊었던 의견, 참가자의 반응） 

일본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국적에 관계없이 즐기는 분위

기였다. 전통악기의 소개가 조금은 불충분하여 자세한 소개

를 할 수 없었다. 실제로 소리를 내고 연주를 하는 등(특히 

일본의 코토(일본의 현악기)), 모두가 흥미롭게 다루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코토의 음색이 아름답다는 의견

과 소리를 내는데 고생하는 모습이, 우리의 악기에 흥미를 보이는 듯하여 기뻤다. 

●잘된 점 

모두가 적극적으로 악기를 다루어, 진행이 순조로웠다. 

●반성할 점・다음회의 개선점 

많이 들어본 악곡을 연주했다면 좀더 흥미를 갖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악기의 구조와 악기

에 관한 에피소드등도 함께 발표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후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전통 음악과 아기의 소개를 하는 것 자체의 즐거움을 배웠다. 좀더 빠른 준비를 했다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분과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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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케이트 결과 

 

① 이 분과회를 선택한 이유 

 ・전통 악기를 다루고 싶어서 ・일본의 음악에 흥미가 있어서・민족 악기에 흥미가 있어서 

 ・일본생활에서, 중국의 고전 음악, 경음악 등을 자주 듣는다. 일본 음악의 전통악기는, 중국의 악기와 매

우 비슷하여 실제로 연주해 보고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다. 또한 음악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했다 

・즐거울 것 같아서 ・일본 전통 문화를 알고 싶어서 

 ・전통 악부의 모두가 올 것이라고 들었고, 전통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해서 

② 이해되지 않은 점 

 ・전문적이 설명이 잘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즐거웠다・샤쿠하치 (尺八)를 부는 법 

 ・매우 해보고 싶었지만, 음치라서 어려웠다 ・악기는 어째서 소리가 나는가 

③ 분과회에서 배운 것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점・더 배우고 싶었던 것 

 ・스스로 전통악기를 체험 하여 매우 즐거웠다 ・코토가 인상적이었다 

 ・의외로 수제품이거나, 주변에서 흔히 보는 튜너의 튜닝 등이어서 쉽게 익숙해 질 수 있었다 

 ・연주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연주와, 그 방법을 통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샤쿠하치의 소리를 냈다는 것이 기뻤다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운지법, 부속품 (예를 들면, 샤미센, 코

토의 부속품)을 잡는 법이 처음에는 매우 어려워, 보통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처럼 쉽게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이 없어졌다 

 ・플루트와 샤쿠하치는 비슷하다고 생각했으나 전혀 달랐으며, 부는 것이 어려웠다.소리가 났을 때에는 매

우 기뻤다・샤미센을 언젠가는 제대로 배우고 싶어졌다 ・더 많은 악기를 다루고 싶었다 

・샤쿠하치를 전혀 불수가 없어서, 좀더 다루어서 소리를 내고 싶었다  

・악보를 읽는 방법과 샤쿠하치를 연주할 수 있게 되고 싶다・실제로 소리를 들으니 음색이 매우 아름다웠

다 

④ 자신의 내면의 변화 

 ・전통음악에 흥미가 생겼다 ・예상 이상으로 어려웠다 ・전통음악이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전통 음악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지식이 늘었다 

 ・샤쿠하치를 처음 불어 보았으나 어려웠다 ・가까운 시일 내로 샤미센을 배우고 싶다 

 ・일본의 전통적인 악기에 대하여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전통 악기의 음색이 멋지다는 것을 알았다 

 ・전통악기는 답답하다고 생각했으나, 접해보니 의외로 재미있었고, 멋진 악기라고 생각했다 

 ・악기를 접해 보니, 제대로 된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았다 

 ・지금의 일본 젊은이들이 전통문화를 버리진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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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진행의 방법에 대해, 평가할 수 있던 점・개선점 

 ・악기를 접했을 때, 순서가 있었다면 좋았다 ・실제로 악기를 접해보고, 그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설명→체험→연주를 듣는 흐름이라면 더 좋았다 ・모든 악기를 이해했다 

 ・가능하다면, 외국인 친구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배웠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악기의 수가 적어,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 

⑥ 기타 

 ・많은 공부가 되었다 ・마지막 여섯단의 악곡이 멋졌다 ・교실이 매우 더웠다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서 좋았다 ・흥미로운 분과회였다 

 ・악기의 수가 적어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이 매우 적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과회에 참가하여 좋았다 

●감상 

우리들 자신에게 매우 좋은 체험이었다. 이 기회를 내년에 후배에게도 꼭 인계해 주고 싶다. 

 

3．콜롬비아:다문화 파라다이스 

주최자：Francia Campos / Julian Rodriguez （콜롬비아） 

●참가자에게 전하고 싶은 것 

콜롬비아의 문화・축제・전통요리와 의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콜롬비아에 관한 지식을 익히고, 흥미를 갖도

록 한다. 콜롬비아를 다른 시점에서 보고, 콜롬비아와 자신의 국가의 다른 점을 함께 생각한다. 

●당일의 개요 

 35 분：콜롬비아의 역사・문화・전통요리의 프레젠테이션 

10 분：콜롬비아의 커피를 마신다 

 15 분：DVD 로 전통의상과 유명한 축제를 소개 

 20 분：의논 

●당일의 모습(인상 깊었던 점에 관한 의견과 참가자의 반응) 

・콜롬비아커피를 맛있게 마시고 있었다 

●잘된 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우리나라를 이해 시킬 수 있었다 ・콜

롬비아 커피의 맛을 느끼게 했다 

●반성할 점・다음회의 개선점 

・DVD 가 제대로 재생되지 않았다 

●이후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점 

・우리들도、다른 시각에서 콜롬비아를 볼 수 있었다 

●앙케이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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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분과회를 선택한 이유 

 ・콜롬비아에 흥미가 있어서・문화를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커피 이외의, 유명한 것을 알고 싶어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었다 

② 이해하지 못한 점 

 ・독립전쟁에 대해 ・인프라 설비、거주 등 ・지명을 들어도 알 수 없었다 

 ・먹는 것에 관해 잘 알 수 없었다 

③ 분과회에서 배운 것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점・더 깊이 배우고 싶었던 점 

 ・문화와 먹을 것에 대해 다른 점이 많았다 ・내전에 관하여 ・공예품이 괜찮았다 

・개미를 먹는 것과 그 맛이 땅콩 맛이라는 것에 대해 놀랐다 

・콜롬비아는 더운 이미지가 있었으나, 시원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가 예상 이상으로 발전적이라는 점 ・아마존이 있고, 다종다양한 동물이 있다는 것  

④ 자신의 내면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콜롬비아의 다양한 점을 알게 되었다 ・콜롬비아와 주변 지역에도 흥미가 생겼다 

 ・남반구의 국가에서도 많은 빌딩과 건물이 들어서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콜롬비아의 어린이들은 집안 일을 도와야 하며, 일본의 교육환경은 풍요롭다는 것을 알았다 

⑤ 진행 방법에 대한 평가・개선점 

 ・프레젠테이션이 괜찮았다 ・개선점이 없다 ・통역하는 어린이가 대단했다  

・ 패스티벌의 동영상이 스크린에 비추어 지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 

・커피를 만드는 시간이 아까웠다 

・ 더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다 

・ 음악을 틀었다면 더 좋았다 

⑥ 기타 

 ・커피가 매우 맛있었다 

●감상 

 참가자 모두가 즐길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4．아프리카의 북과 나무 이야기 

주최자：Danka Danka （일본） 

●연구한 점 

전체를 3 개의 파트로 나누어, 각각을 접수 대기, 참가자의 생각을 반영하도록 했다. 

●준비단계에서의 문제 

개최 직전에 귀국하여 발표내용의 체크와 전원의 토의가 불가능했다. 

●해결 방법 

통역이 아닌, 참가자 측에 앉아, 유도질문과 보조설명을 더해 진행을 관리하도록 했다. 

●목적 

서 아프리카의 전통 북 젠베는 일본에서도 잘 알려져 있고, 여러 이벤트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가고시마

에서는 젠페스쿨 등도 있으며, 젠베는 일상생활에서도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 한편, 젠베의 모국 서 아프리

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별로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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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라고 들으면 사람들은 사자와 코끼리, 사파리로 유명한 동아프리카를 생각한다. 젠베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는데도 말이다. 서아프리카를 어필하자! 그리고, “아프리카의 숲에 젠베의 나무를 되돌

려 주자!”는 메시지로 서 아프리카의 최서단 세네갈에서, 젠베의 소재인 나무의 재생을 하고 있는 NPO, 

DANKA DANKA 와 세네갈인 유학생 2 명이 “아프리카의 풍요로운 문화”와 “알려진 심오한 북의 문화”를 

소개하여 참가자에게 “세네갈에 가고 싶다”라는 기분이 들게 하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까운 아프리카와 바로 연결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 

●당일의 개요 

개시 10 분전에는, 참가자의 대다수가 모인 듯 하여, 빨리 시작해 달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기다리지 못하

는 참가자에게는, 아프리카의 북, 젠베를 두들기게 하여 정시에 시작했다. 일본에 4 개월째 있는 세네갈 유

학생이 세네갈의 일반 정보를 파워포인트로 설명했다. 일본에서 2 년째인 세네갈인이 아프리카인의 생활 가

운에, 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했다. 그 뒤에 DANKA DANKA 의 활동을 비디오로 개했다. 

파워포인터로 발표를 한 세네갈의 유학생은 참가자로부터의 질문이 없다는 것에 낙담했다. “질문이 없는 것

이 허전하네요”라고 말하며,  “우리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재미가 없다는 뜻인가요. 질문해 주세요”라고 

하며 참가자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다. 활발한 세네갈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인의 반응은 아쉬움을 남긴 

것이다. 북을 쳐 보고 싶다는 희망자가 있어, 젠베를 돌렸다. 예정에는 없었던 것이지만, 세네갈 유학생이 

젠베를 두들기기 시작했고, 다른 한명은 춤을 추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당일의 모습(인상 깊었던 의견, 참가자의 반은) 

“지금까지 안만 보며 생활했지만, 밖의 세계에도 관심이 생겼다. 내가 도울 것이 있느냐?”라는 의견이 있

었고 메시지는 전달 되었다고 생각하는 한편, 춤을 추었던 유학생은 ‘젠베를 엔조이할 생각만 가지면서, 우

리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잘된 점 

준비 부족이 드러나 진행이 부드럽지 못했지만, 그러한 만큼, 참가자의 반응을 보면서 임기응변으로 대응

하는 세네갈인들의 모습에 무언가를 느끼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반성할 점・다음회의 개선점 

・PC 의 사전 준비가 불충분했다 ・영상이 선명하지 못했다 ・시간 배분을 지키기 못했다 

●이후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파워포인트 등에 의존하지 않는, 직접적인 전달 방법을 찾겠다 

●감상 

젠베의 워크숍으로 착각을 하여 참가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씨는 잘 뿌려졌다고 생각한다. 

5.  말레이시아～진정한 아시아～ 

주최자：MOHD HAZWAN BIN／ YUSOF （말레이시아） 

●목적 

우리는 왜 말레이시아가 "진정한 아시아"라고 불릴 수 있고, 군주국 시스템에서 얼마나 특별한가를 참가자에게 

설명한다. 다른 군주국과는 달리 말레이시아의 술탄은 말레이시아의 9개의 주에서 돌아가며 선택되어 진다. 우리 

나라는 이와 같은 로테이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인 뿐만 아니라  인도

인과 중국인도 말레이시아 사람으로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알다시피 중화계와 인도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족이다. 이러한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와 인도계, 중화계가 공존하여 아시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어와 말레이시아의 특유의 재미있는 문화를 몇 가지 소개한다. 또한 참가자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해 미

니퀴즈를 준비했다. 프레젠테이션 뒤에는 말레이시아의 전통적인 놀이도 체험하고, 말레이시아에 관해 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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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본다.  

●당일의 개요 

  처음 40 분은, 참가자들이 말레이시아를 이해하기위한 말레이시아에 관한 파워포인트와 미니퀴즈를 보여

주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2 명의 말레이시아인(하즈원, 샤픽)에 의해 영어와 일본어 2 개 국어로 설명했다. 

그 뒤, 말레이시아의 전통적인 게임을 하였고, 참가자는 매우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 10 분은 설문 

조사를 했다. 

●당일의 모습(인상 깊었던 의견과 참가자의 반응) 

2명의 통역에 의해, 일본어와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여 참가자들이 매우 즐거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 6명의 말레이시아인 학생의 협력도 있어서, 분과회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참가자들 또한 좋은 반응

을 보였다. 

●잘된 점 

시간 배분이 잘되어 분과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로웠다. 파워포인트 설명 중에 동영상 등을 많이 도입

하여, 참가자는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분과회에서 참가자들은 진정한 참가를 하

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반성할 점・다음회의 개선점 

게임을 하기에는, 방이 너무 좁았다. 예정과는 달랐지만,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후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다음에는 말레이시아의 전통적인 문화에 관해 설명하고 싶다. 분과회는 매우 흥미롭고, 우리들의 지식도 

늘었다. 

●앙케이트 집계결과・강평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다. 참가자들도 즐거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상 

  분과회는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말레이시아에 관해 소개할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가자들이 

즐거워해서 기분 좋았다. 

 

6．방글라데시의 전통 스포츠 

주최자：BAK-Japan （방글라데시） 

（Bangladesh Association in Kagoshima-Japan） 

●목적 

방글라데시의 스포츠와 놀이 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당일의 개요 

먼저 파워포인트로 15 간 설명을 한다:  

1.방글라데시의 짧은 소개. (위치,지역, 인구, 기후 등) 

2.스포츠의 이름과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전세계의 공통된 놀

이. 

3.15 가지 전통 놀이규칙의 설명과 실제 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다음으로 설명한 전통 놀이 3 가지를 선택한다. 모든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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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칙설명 3 분을 포함해 20 분을 필요로 한다. 분과회 중간에 휴식은 5 분이고 마지막 5~10 분은 질문 

및 답변을 한다.  

●당일의 모습(인상 깊었던 의견, 참가자의 반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참가자들은 모든 놀이에서 매우 활동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 놀이에서 이기려고 

했다. 어린이들의 열광적이고 흥분된 모습이 그들을 흥분하게 만든 듯했다. 놀이 시간 동안 모두가 행복

해 보였다. 모든 참가자가 이 분과회를 재미있게 보냈다고 생각한다. 

●잘된 점 

   참가자들은 모든 놀이의 중요 규칙을 금방 배울 정도로 똑똑했다.  

●반성할 점・다음회의 개선점 

   바닥이 너무 미끄러웠다. 놀이를 활발하게 진행하기에는 너무 좋지않은 조건이었다. 다음 회에는 운동장

에서 진행을 해야겠다. 

●이후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이 분과회의 안내가 있었다면 일본인과 외국인들에게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데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앙케이트 집계결과・강평 

 모든 참가자들이 분과회를 즐긴 듯 하다. 참가자들이 놀이에서 보여준 열정적인 모습에 기뻤고 그들의 조

언이 앞으로의 분과회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감상 

우리는 이와 같은 큰 행사에 우리의 문화를 알릴 수 있어서 매우 기뻤

다. 다국적합숙의 행사를 구성해준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마

음을 전하고 싶다. 

 

7．파키스탄의 어린이 교육과 아동 노동문제 

주최자：Anila Nas Somroo / Anis Ur Rehman （파키스탄） 

●목적 

1. 주된 토픽 

1) 파키스탄 어린이들이 직면한 문제 

2) 학교교육 문제 

3) 건강과 교육에 대한 빈부의 영향 

4) 아동 노동과 원인 

2. 내용 

1) 파키스탄은 왜 쿠란 교육만 받지 않는가 

답: 쿠란 교육 기간이 있으며, 현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2)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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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교육, 교사과정 

3) 교육을 감시하는 조직이 있는가 

답: 있으며, 교과서 등을 관리한다 

4) 탈레반의 활동은 누가 지원하고 있는가 

답: 몇몇의 동지와 서부국가 

5) 선생님의 월급 

답: 지위와 연령에 따라 다르다 

3. 우리들의 의견 

・문제 해결을 향해 파키스탄인이 해야하는 일은, 전원이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세계의 거대한 힘에 의해 억압을 받게 되면 않된다 

・우리들은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 내면의 자원을 생산해야만 한다 

●당일의 모습（인상깊었던 의견, 참가자의 반응） 

1. 모든 참가자들이 주의 깊게 들었다 

2. 문제가 되는 이슬람의 시스템에 관심을 가졌다  

●잘된점 

모든 문제점을 잘 발표했다. 

●반성할 점・다음회의 개선점 

●이후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질문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만약 문제 해결을 위해 파키스탄인이 노력하고 있는가를 묻는 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문자화 해야 한

다 

・세계 권력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내부 자원 생산과 경제를 향상해야 한다  

・분과회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일본인의 질문을 통해 이슬람과 파키스탄에 대한 인식을 알게 되었다 

●앙케이트 집계결과・강평 

 

 

① 이 분과회를 선택한 이유 

 ・텔레비전에서 최근 화제가 되어 

 ・아동 노동 문제와 빈과, 교육에 대해 흥미가 있어서 ・파키스탄의 사정에 대해 알 기회가 없어서 

② 이해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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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하는 법이 이해되지 않았다 ・많은 숫자가 나왔으나, 그 출

처를 명기했으면 했다 

 ・탈레반에 관해 잘 이해되지 않았다 ・급료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

았다 ・영어가 이해불가 

③ 분과회에서 배운 것 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점・더 깊이 배우고 

싶은 것 

 ・정부가 어떤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지 더 알고 싶다 ・교육과 의료

제도  문제의 수 

 ・보고자들이 신중히 자국의 문제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 

 ・질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사망률을 듣고 놀랐다 

④ 자신의 내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탈레반의 문제에 대해 흥미를 가졌다 ・일본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인가를 재확인 

・의료시설 부족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앞으로의 국제 협력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다 

⑤ 진행방법에 대해, 평가 가능한 점・개선점 

 ・통역이 잘 되어 있어 좋았다・현지의 영상을 보여준 분이 있어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파워포인트의 화면 전환이 너무 빨랐다 

⑥ 기타 

 ・파키스탄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듣게 되어 좋았다 

 ・그 뒤의 보고가 작성되면 기쁠 것이다 ・의미 있는 발표였다 

●감상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파키스탄 어린이들이 그러한 문제 직면한 것

이 아니며 이것은 단지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상기시켰지만, 몇몇의 일본인들의 질문과 코멘

트는 모든 파키스탄인이 나쁜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또한 몇몇의 민족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탈레반과 이슬람은 과격화 시킨다는 인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현실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이것은 서부 미디어의 선전 활동에 의한 것, 정보의 부족이라고 생각된다. 

 

8．인도네시아에 가자! 

주최자：Yuriz Bakhtiar,Patrick Prayoga（인도네시아） 

●목적 

인도네시아는 “다양성의 통일”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것들을 기초로 구성된 인도네시아가 

하나로 된 것에 대해, 모든 참가자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당일의 개요 

・30 분 :인도네시아의 기본적인 정보와 다양성의 통일에 대한 설명 

・40 분 :뽀쵸뽀쵸라는 인도네시아의 댄스, 안클룽이라는 인도네시아의 악기, 어린이의 놀이를 실제로 체험해 

보고, 인도네시아의 음식을 맛본다. 

・10 분 :앙케이트의 기입 

 

●당일의 모습（인상 깊었던 의견, 참가자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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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인도네시아의 문화, 정보 등을 알게 된 것 같아 기뻤다. 

●잘된 점 

우리들의 문화를 그저 설명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댄스와 악기를 교류하는 것으로, 이 분과회의 참가자

가 우리 문화에 친근감을 느꼈다고 생각한다.  

●반성할 점・다음회의 개선할 점 

인도네시아의 슬로건 비디오를 보여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후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다국적 합숙 전체의 시스템 중, 분과회를 여는 것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회에도 이대로 부

탁하고 싶다. 내년의 합숙이 이번 회 보다도 더 좋은 이벤트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분과회에서,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와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후에도 이 스타일로 분과회를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앙케이트 결과 

 

① 이 분과회를 선택한 이유 

・인도네시아에 갈 예정이라서・일본과 다른 국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텔레비전에서 보았으며, 바다가 아름답고 음식 등에 흥미를 갖고 있어서 

・인도네시아에 흥미가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좋아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해양 관계에 관해 공부하여, 그 관련으로 이전부터 인도네시아에 흥미가 있었다. 

・다른 나라의 악기와 놀이에 흥미가 있어서 ・선배가 연수를 가거나, 쓰나미에 관한 일과 관련 흥미가 있

어서 

・이 분과회를 선택한 것은, 이번이 2 번째. 댄스가 매우 재미있었다. 

・친구들이 소개해 주었다 ・강사와 아는 사이이다 

② 이해가 안된 점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삶에 대해, 실제로 전통적인 행사가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지 의문이 생겼다 

③ 분과회에서 배운 것 중, 특히 인상 깊었던 것・더 깊이 배우고 싶었던 것 

・뽀쵸뽀쵸라는 춤이 즐거웠고, 인도네시아의 과자도 맛있었다. 악기로 연주하는 모습도 매우 좋았다 인도

네시아를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민족이 많아서 놀랐다. ・더 많은 시간을 원한다 

・여러 악기를 다루고 싶었다・고무 던지기는 일본과의 공통점이라고 느꼈다 

・국기의 의미. 여러 문화가 있지만 통일되어 있다는 것 

・의외로 몰랐던 것은, 인구가 세계 3 위로 200 에 가까운 민족이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다는 것 

・섬 마다 여러 문화가 있다는 것. 음식 문화도 흥미로웠다. 영상은 나왔지만 미술에도 접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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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신의 내면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 났는가 

・인도네시아인은 춤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변했다 ・먼 세계라고 생

각했지만, 가깝게 느껴졌다 

・문화의 차이로 싸우고 있는 국가는 많이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싸우지 않을 것 같다 

・민족의 게임은 세계가 거의 같다 ・구체적인 인도네시아의 이

미지가 생겼다 

・“칼리만탄”이라는 지명을 최근 들었고, 인도네시아를 알게 되

어 좋았다 

・일본과 공통된, 또는 닮은 놀이가 있다는 것이 신선함을 느꼈다 

・아시아에 눈을 돌린 적이 적었지만, 인도네시아와 같은 독특한 발전을 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어 흥미가 생겼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 담임 선생님이 인도네시아에 오래 살고 있어서, 옛날에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그것과도 관련, 더욱 흥미가 생겼다 

⑤ 진행 방법에 있어서, 평가 가능한 점・개선점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인도네시아에 관한 간단한 상식의 소개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명을 읽을 시간을 원했다 

・몸을 움직여서 좋았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파워포인트에 시각과 청각이 이끌렸다 

・작년도 올해도 좋았지만, 작년이 더 좋았다. 즐거웠다 

・사회자와 쉽게 대면할 수 있어 좋았다・진행 방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열심히 대처하는 모습이 좋았다 

・비는 시간에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으며, 체험(댄스, 악기)도 있어서 매우 즐거웠고, 알기 쉬운 발표였다 

⑥ 기타 

・역사를 조금 알게 되었다 ・코코넛 과자가 맛있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참가, 체험하여 인도네시아에 친근감이 생겼다. 지역 선물까지 받게 되어 기뻤다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감상 

인도네시아를 소개해 주었고, 좋은 기회에 참가하게 되어 감사한다. 

 

 

９．한국인이 생각한 변모하는 한국 

주최자：이 민주（한국） 

● 참가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 만이 느끼기 쉬운 점이나 한국의 독

특함이라고 생각하는 문화 중에서 3 개를 골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중 한국적

인 면을 전하는 것으로 “이런 점도 있구나-” 라고 알아주고 좋은점 나쁜점을 모두, 그다지 알지 못했던 점

도 알게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표면 뿐 만 아니라 좀 더 깊은 면의 한국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입

니다.  

• 외국에 있으면 자신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자기가 일본에 와서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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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다른 외국인, 한국인, 일본인에게도 전해 한국을 좀 더 깊게 알게해 그것과 동시에 

자신의 나라와 무엇이 공통되는가 무엇이 다른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 당일의 개요 

한국의 문화적인 것 중에 인터넷 문화, 3 연(학연, 지연, 혈연), 화병(화가 나는 병)을 골라 소개했습니다. 

50 분 정도 소개를 해서 그 후 질문을 받는 형태로 했습니다. 소개 할 때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처음

에는 한국의 관광광고를 소개해 표면사의 한국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 고른 분야에 대해 세명이 생각한 것

이나 분석한 부분을 소개형식으로 발표 했습니다. 그 날은 열다섯 분 정도가 참가해 주셨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도 있었기 때문에 조용한 분위기 였지만 생각한 것 보다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기뻤습니

다. 그러나 옆방이 시끄러워서 발표에 있어서 집중력이 낮아져서 참가자에게도 죄송함을 느꼈기 때문에 마

이크가 있었다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 당일의 모습（인상깊었던 의견, 참가자의 반응） 

그다지 재미있지않은 내용이였기 때문에 진지하게 참가하는 분도 계셨지만 자는분도 계셔서 재미있는 발

표가 되지 않은 것에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 잘 된점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발표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되서 다행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연습할 때

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걱정했었습니다. 또한 질문이 나와서 참가자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좋

았다고 생각합니다.  

● 잘 못된 점 • 다음의 개선점 

• 의외인 부분에서 질문을 받거나 조금 어려운 질문도 있어서 좋은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조사해두고 그 자료를 모아두었다면 좋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 그 날 전에 미리 상의 했을 때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두는 편이 좋다고 들었지만 그 준비를 그다

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자에게 내용을 깊게 잘 이해시키지 못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 앙케이트 결과 

 

① 이 분과회를 고른 이유 

•한국에 흥미가 있어서. 한국을 좋아하니까. 한국인 친구가 있어서 좀 더 깊게 알고싶다고 생각했다. 

가깝고 먼 나라를 좀 더 잘 알고싶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본 이라는 제목이 재미있을 것 같았다. 한국

의 표면적인 부분 밖에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깊은 부분을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골랐습니

다. 

•엄마가 한국인이라서 한국인이 보는 한국이라는 것에 흥미를 가졌기 때문. 

•내가 한국인이라서 두개 고르는 분과회 중 한가지는 한국에 관련이 있는 것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

을 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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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이지만 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신의 나라를 잘 생각해본다는 발상이 재미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② 이해되지 않았던 점 

•나는 일본에 온지 얼마 안되서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내용을 그다지 알 수 없었다. 감정을 누르는 것

을 중시. 한에 대해서 모두 질문하고 있었다. “한”이라고 말해도 일본의 “원망”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한마디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의 소리 때문에 듣기 어려웠던 것이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의 수로 보면 한국쪽이 많은데 그것은 왜인가. 

• 3 연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그것은 일본의 경우도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일본도 미국에는 정치

가 중에 부자관계라던지 부녀, 부부인 경우가 있는데 한국이 혈연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뿐만 아니라 해결법이라던지 소개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일본

의 정치가의 출신대학을 보면 대체로 동경대학 입니다. 

③ 분과회에서 배운 것 중에 특히 인상깊었던 것 • 더 깊게 배우고싶었던 것 

• ‘한’에 대한 것. 그렇지만 Q&A 에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 한국의 드라마 영화를 봤을 때 한국의 어머니는 언제나 야단치고 있어서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것은 문화적인 것부터 온 화병이라는 것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납득되었

습니다. • 설명이 상세함. 관례에 따라 심리적인 문제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 인상에 남아 있는 것은 결속의식이 강하다는 것(혈연 지연 학연 등) • 한국과 일본의 집단주의가 다름. 

• 한국의 소개비디오를 보고 뭔가 정겨웠습니다. 그리고 혈연, 학연, 지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 해 볼 

수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화병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즐거운 발견이였습니다. 

• 한국은 애국심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다는 것. • 화병의 원인. 내향적인데 왜 발전되었는가?  

④ 자기자신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 한국의 어머니는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에는 여러가지가 관련 되어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지 단순하게 무서운 사람인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만두자고 생각했습니다.  

• 몰랐던 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 억압당한 감정이 화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 한국인 중에도 일본인처럼 “예의”나 “감정을 누른다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나는 한국의 사회적인 부분이나 한국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까지는 흥미를 가진 적이 없

었지만 오늘의 분과회를 참가해서 이러한 부분에도 흥미를 가지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 좋은점이나 나쁜점, 어떤 하나의 부분에 집중하는 것보다 어느쪽도 “한국”이라는 정리의 내용이 가장 

좋았습니다. • 한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졌다. • 나라와 나라의 차이를 느끼지 않았다. 마음의 문제는 같

다. • 고향을 후원하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나라라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괴

로운법이다. 

⑤진행 방식에 대해서 평가되는 점 • 개선점 

• 발표자의 책임은 아니지만 옆 소리가 시끄러워서 발표와 Q&A 가 듣기 어려웠습니다. 마이크가 있었다

면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방의 배열을 고안한다. (회장의 분할)  

• 발표는 무엇에 비교해도 매우 상세해 구체적인 예가 들어져 매우 알기 쉬웠습니다.  

•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대답해 주는 모습이 무척 좋았습니다.  

• 질문에 대해서 무척 정중하게 대응해 주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 좀 더 준비했다면 좋았겠다고 생각합

니다.  

• 한국인이 본 한국과 일본인이 본 한국, 한국인끼리도 의견이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인이 이해하기 

어려운걸까 라고 느꼈습니다. • 셋이서 매우 열심히 하는 것이 전해져서 듣는 쪽도 기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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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등에 한국어가 지나치게 많아서 외국인에게 있어서는 그림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

니다. 

⑥ 그 외 

• 수고하셨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PPT 실수「全晩的」→「般」 

• 지금까지 보다 더 한국이 좋아졌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꼭 한국에 가고싶습니다!  

• 한 등의 감상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는 것이나 좀더 한국과 

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해 하려고 생각한다면 가지않

을수 없다고 생각했다. • 수수하지만 좋은 분과회였습니다. • 좀

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 역시 일본인이 본 한국과 한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은 다르구나 

라고 다시한번 알게되어서 즐거웠습니다. 한국의 사회상황도 문화도 좀더 알고싶어졌습니다.  

• 세명 모두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화병을 몰랐기 때문에 에-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는 아니지만 말하고 싶은 것은 알것같은 기분이 듭니다. 

● 감상 

• 전반적으로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기회는 얼마 없고 준비를 하

면서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보다 더 이런저런 면을 공부할수있어서 기뻤습니다.  

• 자신의 분과회 외의 분과회를 보고 비교하는 것으로 좀 더 좋은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

신에게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한 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 부터 자주 들어오던 말이였기 때

문에 그 의미의 깊이에 대해서 그다지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느꼈습니다. 또 이 감

정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또한 알게되었습니다. 그것을 문화라고 부르

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

었기 때문에 1 년간의 경험 후 내년에도 다시 참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

습니다. 

 

 

10．에코 빌리지와 사회 기업가를 늘려 방사능을 방출하지 않는 에너지 사회를 만든다 

주최자：노구치 에이이치로 (일본) 

●목적 

작년의 “지속 가능한 사회와 지역”이라는, 막연한 개론 단계에서 시작했다.그 실현을 위한 수단, 또는 구

체적인 방책으로의 에코 빌리지라는 존재와 바람직한 방향과 사회적인 기업이라는 생각과 그 바람직한 방

향. 각각 가고시마에 있어서, 또한 친근감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는지를 생각하여, 더욱 그것을 사고

의 도구, 또는 입구로 만들기 위한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 

●당일의 개요 

참가총수가, 주최측의 예상을 크게 넘는 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어서 가능한 한 쌍방향성에 시간을 할

애하는 것을 단념했다. 그 대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량의 배부자료를 준비했다. 당일은 주최측의 생

각과는 달리 의자가 있는 방이 아니었으나, 가능한 한 참가자들을 벽쪽에 앉히고, 분과회의 목적을 간결하

게 이야기한 뒤, 각각의 자기소개를 하게 했다. 그 때에 영어 통역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어느 정

도의 간격을 두어 진행하도록 배려했다. 한번의 설명과 배부물의 안내를 한 시점에서, 시간은 거의 없었다. 



39 

 

적어도 참가자 전원이 한번은 발언과 질문의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했다. 참가자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답

하는 것에 시간을 다 써버렸다. 

●당일의 모습（인상 깊었던 의견과, 참가자의 반응） 

  모습을 관찰할 여유가 없었다. 앙케이트 참조. 

●잘된 점 

목적에 따른 진행을 정도 달성했다고 느꼈다. 

●반성할 점・다음회의 개선점 

20 명을 예상했고 영어통역을 전제로 간략히 할 필요가 있다. 

●이후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작년의 분과회에서 경과한 이 12달 중에 대학생에 어울리는・전하고 싶은 최고의 소재와 조사수집 자료의 

수확을 공유하고 싶었지만, 최신, 최고를 처음 접하는 젊은 분들에게 제공하려는 생각이 너무 강해 약간, 

주최측에게 이해부족을 남긴 개최가 되었다. 제대로 이해 한 다음에 오일 피크 시대의 젊은 분들의 서바이

벌을 계속해서 다루고 싶다. 

●앙케이트 결과・강평 

너무 욕심을 부려 아쉽다는 의견이 앙케이트에 나왔다. 의회 산장과 분과회에 참여한 시기가 매외 겹친다. 

질의 향상의 실현을 하는 것이 항상 고민거리다. 그래도 분과회 주최자에게 말을 걸어 주어 감사하다고 생

각한다. 

 

① 이 분과회를 선택한 이유 

・에코에 흥미가 있었다. 지속 가능,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으로 에코 빌리지라는 말을 들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사회 기업가”라는 말을 텔레비전에서 들었고 환경과 인간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며, 기업으로 성립되는 

꿈같은 형태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사회과의 교원 면허를 취득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자신의 서랍을 늘리려는 생각에 

・환경 친화라는 것은 에너지 절약의 화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지금의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생

겨나는 환경문제의 개선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기업이라는 말에 흥미가 있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② 이해되지 않은 점 

・에코 빌리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현상인가  

・에코 빌리지에 관하여 배웠지만, 사회 기업가에 관해서는 이해되지 않았다 

③ 분과회에서 배운 것 중 특히 인상 깊었던 점・더 배우고 싶었던 것 

・에코 빌리지는 0 에서 건설하여 시작하는 마을이 아닌, 어디에 있어도 자신의 생활방식부터 개선하는 것 

이라는 것・온난화는 정말 나쁜 것인가라는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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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에코 빌리지라는 커뮤니케이션에 참가해 보고 싶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신이 생각하여 할 수 있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실제로 자

신이 무엇에 도움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한다. ・나무의 꽃 가족에 대하여 

・쓰레기를 거의 방출하지 않는 에코 빌리지 삶을 더 배우고 싶었다 ・자급자족과 지구 온난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생각하여, 그것에 대한 행정의 지원을 이해했다. 또한, 기존의 지역 에코 빌

리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에코 빌리지에 살면서 일반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방식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우 재미있었다. ・어떻게 연계해 갈 것인가 

④ 자신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에코 빌리지에 관해 조사하고 싶다（지역 커뮤니티에서 생활하는 방식, 자급자족,물물교환 등） 

・미래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 일이 아니기에, 조금씩 이라도 생각하며 행동하겠다  

・환경에 관해 더 배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생각하겠다 

・에코 빌리지라는 것은 반드시 농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커뮤니티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도 생각할 것 ・자신의 생활방식부터 바꾸겠다 

・나는 가고시마 대학의 법정책의 학생이기 때문에, 법률의 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공부를 ・좋은 공부, 지식이 되었다・먼저, 지금 살고 있는 자기 주변을 사랑하겠다 

・에코 빌리지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큰 변화이다 

⑤ 진행 방법에 관해, 평가 가능한 점・개선점 

・자료의 간결한 설명과 개별의 질문에 접하기 쉬웠다 ・여러 사례의 소개로, 시야가 넓어 졌다 

・많은 정보량을 이 짧은 시간에 전하는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모두의 의견을 듣고, 그에 관에 생각하는 방법 ・참고자료가 많아서 좋았다 

・시간이 짧아서, 전체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되었다 ・바닥에 앉아서 보단, 책상에서 듣고 싶었다 

・노구치씨 자신이 에코 빌리지에 대해 갖고 있는 의견을 듣고 싶었다 

・한 논점을 향해 모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⑥ 기타 

・시간이 짧아서 유감이다 ・귀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전에 처음으로 “빅 이슈”를 텐몬칸에서 구입했다. 읽어보니, 내용이 깊이 있었고, 다른 잡지에는 없는 

“리얼”을 느꼈다. 이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여 자원봉사와 강연회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겠

다. 감사합니다 

●감상 

정말, 긴장되었고, 무엇 하나 꺼릴 것 없이, 공유하고 싶은 딱딱한 이야기를 하게 해준 소중한 기회를 갖

게 되어 감사한다. 

 

11．북미의 현대 기술과 요리 및 초창기 

주최자：Ty O. Murphy（아메리카 합중국） 

●목적 

 플로리다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이해 시킨다. 식민지화의 영향에 대한 의논을 하여, 플로리다의 

전통적인 음식과, 초근대적인 음식을 시식한다. 

●당일의 개요 

 10 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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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분：간단한 역사의 프레젠테이션 

    ・옛날의 원주민부터 NASA 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사회적인 변화를 배우고 의논한다. 

    ・급속한 기술적인 변화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면에서 의논한다. 

 20 분：prep 과 악어 시식 

  5 분：휴식 

 20 분：arroz y frijoles negros 를 시식 

  5 분：우주식의 샘플 시식 

    ・석기시대, 전통적인 스페인의 음식, 우주시대라는 흐름으로 음식을 시식한다. 

●당일의 모습(인상 깊었던 의견과 참가자의 반응) 

 참가자는 내가 준비한 음식에 흥미를 보여 주었다. 

●잘된 점 

 실제로 시식을 해보며, 기술의 흐름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 

●반성할 점・다음회의 개선점 

 깊이 있는 의논이 되지는 않았다. 80 분이라는 시간 제약이 있는 가운데, 알기 쉽게, 그리고 참가자의 의

견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였다. 다음 회에는 더 내용을 간략하게 하여, 프레젠테이션을 간결하고 알

기 쉽게 하여, 의논하는 항목도 몇 가지로 줄여, 의논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이후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참가형”의 분과회를 하게 되어 귀중한 체험이 되었다. 

●감상 

참가자 분들과 함께 시식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자극이 되었다. 플로리다에 관한 여러 

지식을 알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으나, 역으로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 

 인류의 역사는 기술의 역사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다. 내 분과회를 통해 참가자 여러분에게 기술이 사람

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각하는 계기를 주어, “다문화 공생사회”를 어떻게 관계해 나아가야 하는가

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다면 다행이다. 

 

 

12．불교와 다문화 공생 

주최자：친코쿠지 지주 무라이님 （일본） 

●목적 

 지금의 일본인은, 옛날 일본인의 좋은 점을 잃어 버리고 말았다. 예를 들면 먹는 것 식사를 할 때에, 밥

을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먹고 있

는가? 먹는 다는 것은, 다른 목숨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다른 

목숨을 빼앗아,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가? 먹는다는 것은, 살고 있다는 것

이다. 당신은, 왜 살고 있는지 생각한 적이 있는가? 

 이 것은, 먹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공부할 때, 잘 때, 이야기할 

때, 당신은 그 뜻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유학생 여러분은, 지금의 일본인의 나쁜 부분을 따르지 말고, 옛 일본인의 좋은 면을 꼭 모국에 전해 주

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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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의 개요 

・옛 일본인의 이야기・빵을 먹는다 ・질의 응답 

●당일의 모습(인상 깊었던 의견, 참가자의 반응)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서, 매우 고마웠다. 

●잘된 점 

・먹는 것을 통해, 옛 일본인의 좋은 점을 전할 수 있었다 

●반성 할 점・다음회의 개선점 

・일본어와 영어의 내용이 약간 달랐다 

●이후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여러 분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더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앙케이트 결과 

 

① 이 분과회를 선택한 이유 

・지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불교의 이야기에 일본인으로서 흥미가 있었다 

・일본인으로서 옛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불교의 가르침 

속에 생활을 했으나,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는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불

교의 가르침을 통해 느끼고 싶었다 

・일본의 불교는 중국의 불교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

어서 ・주지님이 매우 멋진 분이라고 들어서 

・주지님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고, 무언가 깊

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생활상, 불교를 접하는 것이 많으며, 불교와 일본의 종교관에 관심이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다문화 공생 사회실현을 위해 무엇이 가능한지 알고 싶었다 

② 이해되지 않은 점 

・내가 먹을 것을 조금 남겨,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라며 부처님에게 기도하였으나, 전부 먹어 버린 뒤에 

기도하는 것은 되지 않는 것인가 

・내용은 이해 되었으나 지금의 일본 상황과 전혀 달라, 자본주의의 일본은 음식 등이 그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야기 중에 “일본인은”이라는 주어가 많았던 것에 신경이 쓰인다. 불교와 자연 숭배의 신앙이 있는 사

람 이라면, 국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가 

③ 분과회에서 배운 것 중 특히 인상 깊었던 점・더 깊이 배우고 싶었던 점 

・빵을 먹을 때, 그 빵의 역사에 대해 생각한 뒤, 그 빵을 먹을 가치가 지금의 자신에게 있는지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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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쌀이라면 한 알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 쌀의 재배에서 출하까지의 일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생활

에 관련 되는 점 ・여러 일을 동시 진행해, 효율을 추구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먹을 것 하나라도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되어, 앞을 보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 

・알게 된 것은 보통 음식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분과회를 통해 음식도 의미가 깊고, 목숨과 

목숨의 연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일상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 나에게 있어서 좋

은 분과회였다 

・식사 등, 일상의 행동 하나하나 마음을 쓰는 것의 중요한 점을 알게 되었다 

・식물과 동물도 생명이 있고 목숨을 빼앗아 음식을 만들어 소중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 

・먹는 방법에서 일본의 문화, 신도, 불교의 가르침에 관련하고 있어 매우 흥미 깊었다 

・먹는 다는 행동은 다른 목숨을 자신에게 집어 넣는다는 것이며, 사는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여 그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통감했다 ・세상의 생명체를 소중히 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빵과 쌀의 먹는 방법 

・이 세상 모든 것은 평등하다는 것  

・욕구를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불교 안에는 있지만, “中村天風(나카무라 텐푸)”이라는 사람의 생각에 이

타의 정신도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 주고 싶다는 생각도, 더 득을 쌓고 싶다는 생각도 “욕구”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욕구를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은 차를 뿌리는 등의 지금 까지는 몰랐던 생활에 기초하여 종교적인 행동이 매우 신선했고, 불교를 기

초로 하는 여러 종파에 대해 파헤쳐 내었으면 좋았다 ・음식 이외의 불교의 생각에 대해 더 알고 싶었

다 

④ 자신의 내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자신의 인생, 인간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단지 너무 깊이 생각하면 지옥이 될 것 같아 두렵다 

・일상에서 식사를 할 때에, 가끔 이 분과회를 생각할 것 같다 ・집중하며 산다 

・식사를 “감사한다”라는 생각이 당연한 것이라는 잃고 있다는 것을 알아 차렸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눈 앞에 일을 소중히 한다라는 것 

・일본인이 옛날 가지고 있던 마음을 소중히 해야 한다고 다시 생각했다 ・음식은 소중히 해야 한다 

・음식을 단순히 목숨이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볍다고 생각한다 ・집중하여, 하고싶은 것을 한

다 

・먹는 다는 것에 대해, 자신의 인생, 작은 것에 대해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음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먹을 때는 좀 더 신중히 먹겠다  

・종교, 그 주에서도 불교라는 것이 “종교”라는 틀에 의해 사회, 생활과 떨어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 했다 ・앞으로 음식을 좀 더 소중히, 주변 생명을 중시하겠다 

⑤ 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 가능한 점・개선점 

・통역 방식이 부드러워 알기 쉬웠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한 주먹 빵을 먹어 본다는 심플한 점이 괜찮았다 ・매우 느린 정중한 설명 

・구체적으로 빵을 먹는 것으로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실천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 선생님의 영어는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다 

・이야기의 도입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듣는 사람을 몰입하게 만드는 화술과 전체적인 체마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갔다 ・멋지다. 짧은 시간에 이런 깊은 발상을 하게 되어 좋았다 

・영어 통역도 마이크를 사용했어야 했다・이야기 속도가 느렸다 

・다국적 이라는 성질상, 통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 하지만, 이야기와 이야기사이에 틈이 생겨 연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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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다 

・자료와 파워포인트가 있었다면, 더 알기 쉬웠을 것이다 

・중요하다고 주지님이 느낀 것을, 한 문자라도 좋으니 칠판에 썼으면 좋겠다 

⑥ 기타 

・먼 곳에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지님 이야기를 또 듣고 싶다 

・다른 이야기도 듣고 싶다 ・매우 귀중한 이야기였다  ・더 이야기를 듣고 싶다 

・불교가 매우 좋다 ・좋은 지식이 되었다 ・통역할 때에는 가능한 한 일인칭을 사용해야 하지 않는가 

・현대의 일본인의 식습관에 대하여, 보고 배우지 말라고 했으나, 역으로 지금의 일본인 중에는 남아있는 

“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감상 

 분과회라는 형태로, 여러 나라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첫 경험이었다. 나의 이야기가 한 사람에게

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다 

 여러분과 만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3. 캄보디아에서의 토착균 보급활동 

주최자: (류다 카나)柳田 奏 (일본) 

● 참가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점 

 일본에서의 국제교류를 계기를 시작으로 캄보디아에서의 활동까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국제교류는 우리들

이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한다. 

●당일의 개요 

1.일본에서의 국제교류활동···<30 분> 

  (1)국제교류의 계기 

  •어업/농업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먹는 기쁨   •국제교류의 계기 

  (2)일본에서의 활동 

  • 고구마 교류/WWOOF(우프) •세미나 참가(2006 년 캄보디아 청년초빙) 

2.캄보디아에서의 활동보고∙∙∙<30 분> 

3.질의응답∙∙∙<20 분> 

●당일의 상황(인상 깊었던 의견이나 참가자의 반응) 

 발표자만 이야기를 하고 참가자의 의견이 적었다. 

●잘 되었던 점 

•파워포인트를 사용해 소개한 것   •사진을 사용한 것 

●잘되지 않았던 점•다음 번의 개선점 

•발표자만 이야기를 해서 참가자에게 있어서 지루했다고 생각함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 

●다음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여기저기에서 참가자가 발언할 수 있도록 궁리한다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감상 

 참가자에게 국제교류의 본질에 대해 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참가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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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느꼈다. 

 

14. 센간엔 검정 

주최자:가고시마외국어학원(일본) 

●참가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점 

 센간엔은 이문화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도 빨리 최신 것을 받아들인 일본근대의 발상지라는 것 

●당일의 개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면서 각 장소에 대한 퀴즈를 주고받으며 설명해간다. 

●당일의 상황(인상 깊었던 의견이나 참가자의 반응) 

•의외로 참가자의 반응이 없어서 당황했으나 그럭저럭 잘 되었다 

•사전에 들었던 외국인 참가자의 수와는 크게 달라서 영어 설명

도 넣을까 고민했지만 양쪽(일본어와 영어)로 했다. 

●잘 되었던 점 

 퀴즈 외에 사무라이의 행렬을 가로지를 때의 관습을 촌극으로 

보여줄 때, 반응이 좋았다. 

●반성할 점•다음 번의 개선점 

•관객의 분위기 고조 방법 

•발표의 구성 

●다음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분과회 준비를 하면서 우리들의 테마에 대해 깊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발표할 때에 중요한 듣는 편

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앙케이트 결과 

 

①이 분과회를 선택한 이유 

•가고시마의 자연•문화•역사를 공부하고 싶어서    

•이전에 센간엔에 대해 배운 적이 있어서 흥미가 있어서 

②이해가 되지 않았던 점 

•영어를 몰랐다  •센간엔이 있는 곳 

③분과회에서 배운 것 중에서 특히 인상에 남았던 점•더욱 깊게 알고 싶었던 점 

•가고시마 사투리  •센간엔의 이야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깊어서 재미있었다.  

•잠보모치의 역사의 깊음에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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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위해 공동사업을 한 것이 에도시대였다는 것을 듣고 놀랐다. 

•센간엔에서 전시되고 있는 전시품들의 역사와 유래 등을 알게 된 것 

④자신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보다 자세하게 가고시마의 역사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다.  

•다음에 센간엔을 천천히 여유 있게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⑤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할 점•개선점 

•슬라이드가 보기 힘들었다. •열심히  준비 한 것 같아서 좋았다.  

•알기 쉬웠다. •소연극이 좋았다. 

⑥그 외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15. 우리들로부터 시작되는 공정한 무역 

주최자: 카바야마 아야코(일본) 

●궁리한 점 

•지난 번의 경험을 살려서, 참가자가 질리지 않도록, 커피타임을 넣었다. 

•공정무역 커피와 쿠키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무역 상품과 카탈로그를 보여주었다. 

•공정무역을 전하게 됨에 따라, 알기 쉽게, 다양한 각도에서 가까운 예를  

•전회에는 대본이 도중까지밖에 되어있지 않아, 마지막에는 일본어만으로 되고 말았다. 이 점을 반성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어와 영어의 대본을 만들었다. 그러나 예상대로 되지 않고, 이번에도 후반은 영어

만, 일본어만 등으로  

●준비단계에서 맞닥뜨린 문제 

 사회인 2 명, 대학생 1 명의 주최였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는 것이 좀처럼 어려웠고, 미팅은 3 회로 적었으

며, 또한 전체 미팅에도 참가하지 못했다.  

●해결방법 

 미팅은 코바야시선생님과 이야기했을 때의 노트를 참고로 하면서 계획을 세웠다. 이번 분과회에서는, 참가

자 분들이 공정무역의 거래 국가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반대로 참가자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귀중한 경험을 했다. 분과회의 구성이 일본인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점도 반성하게 되었다. 

 

16. 차이의 차이~쟛도의 활동을 통해~ 

주최자:NPO 법인 쟛도(일본) 

●참가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점 

 섬나라이며, 단일언어를 사용하고, 국내에서 크게 기후와 습관이 다르지 않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

다 보면, 암묵의 양해적인 상식이 존재하며, 일본인은 그것이 [세계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는 환경, 정치, 종교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일본과는 다른 [상식]이 존재하고 있다. 자

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세계공통의 [상식]이 아닌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또한, [상식]의 [차이]를 깨달

았다면, 그 [차이]가 나라와 지역에 존재해도 좋은 [차이]인지, 없는 편이 좋은 [차이]인지를 생각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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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O 법인 쟛도는,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은 편이 좋은 [차이], 즉 [의료][위생][교육]분야의 원조활동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당일의 개요 

 분과회의 흐름 준비한 것 

도입(5 분) •우리 일본인은 속담 []에 대해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막 등의 건조지대에서는 

[소중하게 조금씩 사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안다. 

•이처럼, 하나의 단어와 사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 사람이 자라 온 지역과 환경•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안다. 

•테마를 확인한다 

[차이의 차이] 

나의 상식의 세계의 상식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파워포인트 

전개(60

분) 

•쟛도가 준비한 [차이의 차이]의 설문지를 잘 읽

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다. (약 5 분) 

•각자의 의견이 정리되면, 그룹을 나눠 그룹으로서

의 [차이의 차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다. 

그 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서 그룹 안에서 토의를 한다. (약 15 분) 

•각 그룹의 의견을 발표한다. (약 5 분) 

[차이의 차이]에 대해 보충설명을 듣는다. (약 15

분) 

•다시 한 번 그룹토의를 한다. (약 20 분) 

•질문지 

 

 

 

 

•파워포인트 

 

•PC 

•PP 소프트 

정리(15

분) 

•각 그룹의 의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한

다. 

•? 

•[차이] 중에는 바꿀 수 있는 차이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바꿀 수 있는 차이의 일부인 [쟛도]의 활동에 대

한 설명을 듣는다. 

•[차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

할 수 있도록 한다. 

 

 

 

 

•PC 

•PP 소프트 

 

●당일의 상황(인상 깊었던 의견이나 참가자의 반응) 

참가자가 적었으며, 국적도 일본•중국•독일•방글라데시로 적었기 때문에, 작년만큼 그룹토의가 활발하지 않

았다. 

●잘 되었던 점 

•작년보다 참가자가 폭넓은 연령대였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깊이 생각한 의견이 나왔다. 

•작년의 시간분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앙케이트 기입에 충분히 시간을 들였다. 그 후, 몇 분이 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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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했기 때문에 바로 참가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반성할 점 

•참가자가 작년보다 적었다. 많은 나라와 지역으로부터의 참가가 예상되는 이 합숙이야말로, 다양한 [상

식]이 나와야 안내하는 우리들도 즐겁게 어드바이스할 수 있기 때문에, 아쉬웠다. 

•참가신청 시에 안내되는 분과회 설명을 좀 더 [참가하고 싶다]는 기분이 되도록 하는 

•일본인 참가자가 많기 때문에, 일본의 현상설명을 소홀히 한 감이 있다. 일본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참

가자를 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 

●다음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과제: 보다 많은 참가자 모집 방법  

•배운점: 작년에도 느꼈던 점이지만, 다국적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의견교환을 듣는 것으로, 우리들도 새로

운 시점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성을 의식한 설문은 일본인 사이에서도 연대와 성별로 생각이 매우 다

르다고 느꼈다.  

●앙케이트 결과 

①이 분과회를 선택한 이유 

•라오스와 일본의 차이를 자세하게 알고 싶었기 때문에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유학을 통해서 다종 다양한 가치관과 [보통]이 있는 것을 알았다. 자신과 다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가야 하는 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년에 딸이 연말부터 라오스에서의 체험활동으로 신세를 졌고, 그 때의 이야기 등으로 라오스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고시마 대학교 법문학부 인문학과의 대학원에서 연구생으로서 공부하고 있다. 전문인 문화인류

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인간의 다양성, 즉 다양한 차이를 이해하면 좋은가 이기 때문에, 이 분

과회를 통해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다. 

•많은 다른 문화와 생활에 대해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②이해가 되지 않았던 점 

•특별히 없음 

③분과회에서 배운 것 중에서 특히 인상에 남았던 점•더욱 깊게 알고 싶었던 점 

•라오스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매우 공부가 되었다. 현재의 라오스의 화장실의 현상과 수명

도 일본의 60 년 전 정도와 같다는 것은 몰랐다. 

•교육의 중요함을 느꼈다. 

•나만의 의견이 아닌, 다양한 나라의 사람과 토의를 하는 것으로 나의 사고방식 등이 새롭게 자극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일본과 라오스의 라이프스타일의 차이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라오스에서는 출생신고서를 낼 때까지 1 년 간 기다린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경제, 고용 등의 각종 불안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지만, 의료, 복

지, 교육 등 일정한 기준을 지키면서 국민은 그 은혜를 입고 있

다. 라오스의 실태에 대해, 놀랄 것들 투성이였지만, 여기에는 

정치의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문화에 대한 이해 방법이 인상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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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다른 사람과 차이에 대해 이렇게 진지

하게 이야기해본 것은 처음이었다. 자신이 있어도 좋은 차이와 있어서는 안 되는 차이를 생각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런 같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오스에서는 여자아이는 소중하게 길러지고, 집을 잇는 것은 막내였다.(그 편이 효율이 좋다.) 여성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배웠다. 

•나라(부족)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다른 것, 쟛도의 활동내용을 알게 되었다. 

•두 민족의 근본적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배울 수 있었다. 

④자신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자신이 당연히 여기는 일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모로 시야가 넓어졌다. 

•토의를 하는 동안 셋이면 셋 다 다른 의견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면에서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일본 사회의 좋은 점, 과제를 확실하게 알았다. 

•자신의 [상식]이 얼마나 좁은 범위에서밖에 통하지 않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자각하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나라에서 차이가 있는 점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에 관련된 점은 나라의 차이에 관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약, 다른 나라(혹은 중국의 어느 지역)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라면, 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의 사람들도 생활 개선에 참가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다양한 나라의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 

•이문화와 접촉할 때에는 선입관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더욱 시야를 넓혀서 보면 지금부터의 생활방식도 활기가 넘친다고 느꼈다. 

⑤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할 점•개선점 

•라오스에 대한 것 등 파워포인트로 알기 쉽게 설명해서, 매우 이해하기 쉬웠다. 

•매우 순조로운 한편, 무리 없는 진행이었다. 그리고 참가자가 느낀 점을 존중해주었기 때문에 매우 솔직

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토의 시간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일본인 그룹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과의 토의도 하고 싶었다. 

⑥그 외 

•많은 사람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로 다양한 물음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기회

가 되었다. 

•공부가 되었다. 쟛도의 여러분, 본 분과회의 스텝 여러분, 모든 준비를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역으로서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귀중한 체험이 되었다. 

 

17．켈리포니아 드림 

주최자：J. Smith （미국） 

●목적 

 나는, 역사와 풍토를 소개하여, 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켈리포니아에 이주하려고 하고 있는 것과 켈리포니

아의 문화의 다양성에 관한 이해를 참가자와 공유하고 싶다. 세계 각지에서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갖고 켈리포니아에 왔다. 1850 년대의 골드러쉬는 아직도 기술과 사회 환경, 오락, 경제, 유행 

등 여러 형태를 만들어내 켈리포니아의 특징을 상징하고 있다. 금의 채굴만이 아닌, 종교 신앙의 자유, 영



50 

 

화 배우와 정치가가 되거나,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거나, IT 산업을 설립, 가족 경영의 농장, 스포츠를 하는 

등 켈리포니아는 어떠한 꿈도 실현 가능한 장소이다.  

오늘날, 켈리포니아는 세계의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과 그 아이들로 정말 많은 인종이 혼재하고 있다. 특

히, 라틴아메리카와 서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 일본은 큰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다.(실제로, 켈리포니아에 

사는 일본인의 조상은 옛날 사쯔마한이 보낸 15 명의 유학생에서 비롯된다. 그 중 한명이 ‘나가사와 카나에’

는 산타 로자로 큰 와인 회사를 만들었다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 인종의 다양성은 정말 장대한 만화경과 

같은 문화, 음식, 종교 그리고 시대의 앞을 짊어지고, 기술과 예술, 음식, 정치의 혁신을 만들어 내고 있다.  

나는 이 분과회를 통해, 켈리포니아와 아메리카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일의 개요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사진과 그림으로 구성했다. 또한, 켈리포니아와 켈리포니아의 유

명한 과일에 관해 노래한 곡을 들려 주었다. 사진과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자는 켈리포니아의 자연과 사

람들에 관해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비디오는 켈리포니

아의 생활감을 공유하는 것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노래하고, 시식하는 것으로 켈리포니아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었을 것이다. 프레젠테이션의 슬라이드의 문장은 영어였으나, 그 설명은 내가 영어와 일본어로 

설명했다. 

●당일의 모습(인상 깊었던 의견, 참가자의 반응) 

참가자는 슬라이드를 흥미롭게 보왔고, 그 내용을 즐겼다. 그리고 손뼉을 치며 노래하거나, 과일을 먹거

나 했다. 

●잘된 점 

프레젠테이션과 그 준비는 잘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이 참가자에게 있어서 이후에 의미 있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함께 노래하고, 그 때에 보여준 슬라이드도 좋아했다고 생각한다. 

●반성할 점・다음회의 개선점 

전체적으로 이번 분과회는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방의 온도가 좀 높았다고 느껴진다. 다음 회는 참

가자가 그룹이 되어 할 수 있는 켈리포니아의 전통적인 활동의 소개를 더하고 싶다. 

●이후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이후, 참가자를 더 매료시키기 위한 테마를 생각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질문과 그 대답이 더 좋을 것 같

다.    

●감상 

이 프레젠테이션과 테마는 다국적 합숙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참가자가 배우고, 즐거

워 해 주어서 기쁘다. 

 

18. 소주로 분과회 

주최자:山下いのり（야마시타 이노리）(일본) 

●참가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점 

일본의 문화인 소주를 전함과 동시에, 소주를 통해 세계의 사람들과 

통하는 것. 

●당일의 개요 

①소주 만드는 방법, 소주의 종류, 최근의 소주의 뒤 라벨에 붙어있

는 SATSUMASHOCHU 마크, 발상지 인증마크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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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퀴즈(3 문제), 세계의 술 중에서 소주를 찾아보자 등 

③소주 마시는 법 실천(체험) 

④소주창고 사진 소개 

⑤소주 제조방법과 소주 종류에 대해 설명 

내용: 소주의 원료는 어떤 것인가, 본격소주와 갑류소주의 차이, 슈퍼마켓에서 자주 보는 종이팩으로 된 

값이 싼 갑을 혼화소주의 의미, 뒤 라벨에 기재되어 있는 SATSUMASHOCHU 마크, 3E 마크, QR 코드의 

설명 등 

⑥퀴즈(3 문제) 

(   )안의 단어를 책상에 늘어놓고, 고르게 했다. →참가자가 해답을 선택하게 한다. 

1 번 문제: 어떤 것이 소주? Part1 (소주, 일본주, 워커, 물) 

2 번 문제: 어떤 것이 소주? Part2 (소주(나무통에서 숙성시킨 것으로 색이 비취색), 위스키, 살구술) 

3 번 문제: 고구마소주는 어떤 것? Part3 (쌀, 고구마, 보리) 

⑦본격소주 맛있게 마시는 법 설명 

미즈와리, 오유와리 설명. 실제로 한 테이블씩 미즈와리를 만들어보게 했다. 

⑧세계의 술에 대해, 참가자와 의견교환 

탄자니아 친구에게 들은 아프리카의 술에 대한 정보 등을 소개했다. 

●잘 되었던 점 

퀴즈 시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또한, 소주 미즈와리 만드는 법 체험 등도 흥미를 가졌던 것 같다. 

●잘되지 않았던 점•다음 번의 개선점 

소주 만드는 법에 대한 설명이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조금 지루하게 한 것 같은 인상이었다. 다음 번에는 

너무 전문적인 설명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이번은 인원 수가 조금 많았다고 느꼈다.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말을 거는 것이 어려워서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 

●다음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참가자 분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 가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한, 다국적인 사람들과 접하는 와중에 사

용할 수 있는 작은 지식을 전한다는 것이 재미있을까 생각했다. 올해로 주최자로서 4 번째를 맞지만, 아직 

과제도 많고 앞으로 술을 통해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몰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분과회는 소

개뿐만 아니라, 참가자와 일체가 되어 하는 것이 가장 마음도 잘 통하고, 교류를 깊게 할 수 있다고 느꼈

다. 

내년을 위해 지금부터 재미있는 기획을 생각하면서 매일을 보내고 싶다.  

●앙케이트 결과 

 

①이 분과회를 선택한 이유 

•일본와인으로서의 소주를 알고 싶었다.   •소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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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를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소 소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흥미가 있어서 

•소주를 잘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가고시마는 소주가 유명하고, 그 맛있는 소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 알고 싶었다. 

•가고시마 소주의 역사를 알고 싶었다.   •소주를 좋아하고 싶어서   •시음을 해보고 싶었다.    

•학교에서도 소주에 대해 공부했었기 때문에   •주위의 음식과 마실 것에 대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②이해가 되지 않았던 점 

•쌀과 보리소주의 향과 맛의 차이를 모르겠다.   •소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주원료에 대해 조금 생략된 점이 신경 쓰였다.   •특별히 없음   •제조과정이 복잡했음 

③분과회에서 배운 것 중에서 특히 인상에 남았던 점•더욱 깊게 알고 싶었던 점 

•소주에 대해 배우고 나서 소주를 마셨던 것   •세상에는 다양한 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구마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했다. 

•黒じょか의 사용법을 알아서 좋았다.   •나무통에서 숙성시킨 소주의 맛이 위스키와 비슷해서 신선했다. 

•보리소주와 쌀 소주의 시음이 어려웠다.   •소주의 선택방법과 시음 법을 배웠다.   •술의 냄새   •소주

의 분류 

•시음할 때 그룹원이 술에 정통해서 놀랐다.   •SATSUMASHOCHU 마크에 대해 처음으로 알았다. 

•어떻게 소주가 만들어 지는지 알고 싶었다.   •소주를 만드는 과정이 매우 흥미 깊었다. 

•고구마소주   •위스키와 고구마소주의 구별은 색의 명도로 구별한다는 것 

•가고시마의 고구마소주의 역사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많았지만, 소개를 통해 조금 알게 되었다. 

•자신은 별로 마시지 않지만, 웃어른에게 만들어 드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맛있는 소주 만드는 법이 매

우 참고가 되었다. 

④자신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자신의 변화는 없었지만, 소주의 종류와 애써 만든 작품인 소주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갑류와 을류소주의 구별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쌀과 고구마로 소주를 만든다는 것을 알았

다. 

•다음에 소주를 마셔보자고 생각했다.   •고구마 소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늘었다. 

•다음에 소주를 살 때, 뒤에 있는 마크를 보고 가고시마의 소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 

•술은 냄새를 맡아보고 나서 마시자고 생각했다.   •소주의 깊음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 

•세계의 술의 알코올이 강했기 때문에, 선입견이 바뀐 지역이 있었다.   •술의 마크에 대해 

•소주는 지역적인 상품이 아니라, 지금부터 세계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소주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갑류, 을류소주에 따라 마시는 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주를 더욱 알고 싶어졌다. 

•갑류소주는 주스와 섞을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黒じょか(쿠로 죠카)를 사보고 싶어졌다.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을 알았다.   •다음에 친구에게 가르쳐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조금은 술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원래 오유와리는 8:2(오유:소주)였지만, 이제부터는 6:4 로!! 왠지 소주의 향이 좋게 느껴졌다. 

⑤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할 점•개선점 

•일본은 왜 얼음이나 오유 등을 섞어서 마시는지를 알려줬으면 한다.   •통역을 조금 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파워포인트가 매우 알기 쉬웠다.   •더 소주를 마시고 싶다.   •매우 좋았다. 

•처음으로 시음을 해봐서, 추억이 되었다.   •스크린의 글자를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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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로 소개했는데, 영어로도 통역했으면 좋겠다.   •진행과 통역의 템포가 좋았다. 

•매우 정중한 설명이었다. 

⑥그 외 

•매우 재미있었다.   •꽤 마셔서 취해버렸다.   •40 도의 위스키가 대단했다. 

•소주의 짧은 지식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19. 미팅을 하자! 

주최자:국제교류회관 튜터(일본/인도네시아) 

●참가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점 

미팅이라는 일본의 문화를 통해, [처음 뵙겠습니다]로부터 

시작되는 국제교류를 직접 체험했으면 했다. 예를 들어 처음

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전하고 싶다][상대방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유대감이 생겨난다

는 것을 실감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 

●당일의 개요 

책상에 테이블보를 깔고, 종이 학을 중심으로 장식하고, 배

경음악을 틀었다. 참가자가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

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또한, 필담이 가능하도록 종이와 연필을 두었고, 대화가 막혔을 때를 위해 토픽카드

를 놓아 두었다. 

자리 바꾸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았다. 각 자리에 직접 만든 작은 국기를 세웠다. 종이 컵 뒤에도 다음 자리

에 세워져 있는 국기를 붙여서, 자리를 바꿀 때 그 국기가 세워져 있는 자리를 찾도록 했다. 

●당일의 상황(인상 깊었던 의견이나 참가자의 반응)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모든 테이블이 분위기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대화가 활기차지 않고 조용한 테

이블이 눈에 띄지 않았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잘 되었던 점 

억지로 주최자들이 참가자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자 하는 참가자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했던 점. 대화의 진행법이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교류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대화가 무르익은 테이블이 대부분이었다. 

●반성할 점•다음 번의 개선점 

•토픽카드의 종류, 내용에 대해 잘 검토했어야 했다. 

•30 분간 제대로 이야기를 했으면 했기 때문에, 자리 바꾸기를 한 번 밖에 하지 못 한 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스가 부족했다. 과자보다는 마실 것을 더 준비해야 했다. 

•한 테이블 당 인원수를 더 적게 했어야 했다. 올해는 4~6 명 이었지만 더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이 미팅 분과회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참가자의 교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음 년에

도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분과회를 주최하는 사람으로서, [매년 하고 있으니까 올해도]라는 자세로 계속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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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케이트 결과•비평 

유학생과의 이야기로, [자신도 더 힘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일념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코멘트를 볼 

수 있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본에 와있는 유학생과 실제로 만나는 것이, 일본인 학생들에게 좋은 자극

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비교적 연배가 있는 분들께서도 참가하셨는데, 나라와 연령을 넘어선 충실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좋았다. 

 

①이 분과회를 선택한 이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친구의 폭을 넓히고 싶었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라면 서로의 이해가 깊어지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용을 읽었을 때, 매우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과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문화 교류의 폭을 넓히며 즐기고 싶었기 때문에. 인맥을 늘리자고 생각했기 때문에 

•쓸쓸했기 때문에 

•부끄럼을 잘 타기 때문에 도전하는 의미를 담아서 참가했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해보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선택했다. 

•미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음 

②이해가 되지 않았던 점 

•각 나라마다 다양한 사고방식이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특별히 없음   •어떤 질문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   •화제가 적었다. 

•솔직히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하지만 나는 일본어를 잘 못 하기 때문에 이야기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

웠다.   •괜찮았습니다. 

③분과회에서 배운 것 중에서 특히 인상에 남았던 점•더욱 깊게 알고 싶었던 점 

•모두 친절했던 점   •중국 분과 얘기를 해서 중국의 정책을 알게 되었다. 

•일본인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초면인 사람과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어려운 일본어를 유학생에게 설명해주는 등, 말이 통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었던 점. 다른 나라의 상식 

등이 나라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점. 모두 각각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국경을 넘어서, 다양한 사

람들과 알게 되어서 좋았다. 

•베트남은 12 간지의 토끼가 고양이라는 것을 것이 매우 놀라웠다. 

•중국 분과 많은 이야기를 했다. 나는 역시 결혼해도 일을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문화의 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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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하는 것으로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다.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의 특별한 화제 없는 대화가 좋았다.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나는 일본어로 이야기했다. 라기보다 사실은 모두 일본어를 잘 

했다. 나도 본받아서 영어 그 외에도 좋으니 공부하자고 생각했다. 

•중국 분에게 위인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역시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귀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대화하는 것은 힘들어도, 친구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서 진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좋았다. 

•다른 나라 사람과 젊은이들과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일본과 베트남, 라오스의 풍습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영어로 말할 수 없어도, 노력하면 생각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토픽카드가 도움이 되었다. 

•외국인은 준비한 질문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한 대답을 하고 만다. 이문화의 어학이 제일 재미있

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꿈 등 모두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④자신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유학생이나 일본인이나 사고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   •일본인은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의 좋은 점 등을 다른 나라 사람을 통해 듣는 것으로 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알 수 있

었다.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은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일본에서 애인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다. 

•중국•한국 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애관 등이 똑같아서(공통점이 많다) 놀랐습니다. 역시 세계공통?   

•이야기를 해보고 역시 자신의 공부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 

•짧은 대화라도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국 사람과도 평범하게 이야기 할 수 있구나 라고 느꼈다. 영어와 많은 언어를 더 공부해서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싶다, 이야기 할 수 있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나라에서 자라면, 사고방식도 매우 달라진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각국의 현상과 꿈을 듣고, 일본에는 없는 상태에서 가지는 가치관 등, 자신에게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어

서 좋았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답답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토의는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친구가 되기 쉽다. 

•여러 나라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⑤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할 점•개선점 

•토픽을 준비해 둔 것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좀 더 이야기하기 쉬운 화제였으면 좋겠다. 

•자리 바꾸기로 다양한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던 점   •종이컵을 사용한 두 번째 자리 바꾸기

가 좋았다. 

•매우 원활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자리 바꾸기를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룹을 조금 더 적게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떠들썩하게 진행되었다. 마실 것이 부족했다. 

•스텝들이 많은 준비를 했다. 형식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별로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았다. 

•자리 바꾸기를 한 점이 좋았다. 하지만 전 그룹과 같은 사람과 다시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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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 싶었다.   •국기에 의해 나눠진다는 점이 매우 재미있어서 좋았다. 

•과자가 맛있었다. 

⑥그 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좀 더 영어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매우 재미있었다. 다음에 또 다국적 합숙에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가하고 싶다. 

•토픽카드 안에 토론하기 힘든 내용이 있었다. 토픽카드의 수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일본 사람이 그룹에 많아서 가능하면 더 많은 나라의 사람과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이 분과회는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모두 일본어를 잘해서 편했다. 

•통역자가 있어서 이야기 하기가 쉬웠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감상 

수많은 분과회중에서 아마 유일하게 어깨의 힘을 빼고 참가할 수 있는 분과회,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기합

을 넣고 참가자를 즐기게 해주자고 인도네시아 유학생이자 회관 튜터인 Patrick 과 함께 준비를 했다. 유학

생인 그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어떻게 하면 참가자들의 교류를 깊게 할 수 있을까를 제일 먼저 생각했다. 즐

기게 해주려고 하면 할수록 준비는 바빠졌지만, 당일 참가자들의 웃는 얼굴로 모두 보답 받았다. 

서로 전혀 면식이 없는 초면인 상대방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

습니다]로 대화를 시작해, 거기서부터 유대감을 가진다는 것이야말

로 [다문화공생]의 출발점은 아닌가, 이 분과회를 통해서 확신했다. 

출신국과 언어가 다름으로 인해 서로 느끼는 벽과 거리를 완전히 없

애는 것은 1 시간 20 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서장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분과회에 참가한 것이, 자신

과는 다른 나라와 문화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 받아들이고 

싶다, 통하고 싶다고 느끼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들이 세웠던 목표는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적어도, 돌

아갈 때의 참가자들의 웃는 얼굴을 본 이상, 이 분과회에 참가해서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길 바란다. 

다양화하는 사회에 있어서, 비록 나라와 언어는 다를지라도, 먼저 상대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들의 과제라고 주최자로서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분과회의 주최자임에도 불구하고 [미팅을 하자!~하나가 됩시다~]를 함께 구상해 준 Patrick

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싶다. 나 자신도 유학생화 함께 준비를 하면서 얻은 것과 느낀 점이 많다.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만, 알아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번 분과회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당일을 통해 느꼈다. 

 

20. 언론의 자유 

주최자:가고시마대학 중국유학생교류회/가고시마시 일중우호협력학생부 (중화인민공화국/일본) 

●참가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점 

참가자와 진심으로 교류함으로써, 중국의 언론의 자유 문제에 대해 서로 깊게 이해하고 싶다. 더욱이, 중

국에 대한 인식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사실에 근거한 국제교류를 하고 싶다. 

●당일의 개요 

개요와 목적, 언론의 자유의 정의와 각국의 법률을 소개하고, 앙케이트의 분석결과를 설명한 뒤, 질의응

답을 실시했다. 그 뒤 참가자와 함께 토론을 하고 나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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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의 상황(인상 깊었던 의견이나 참가자의 반응) 

참가자는 자신이 생각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발언했

다. 

●잘 되었던 점 

자료를 제대로 조사하고 준비했던 덕분에,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

었다. 

●잘되지 않았던 점∙다음 번의 개선점 

사전에 몇 번이나 연습을 했지만, 유학생 주최자의 대부분은 초보자

였기 때문에, 분과회 시에 긴장했다. 그래서 시간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다음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분과회용 자료를 조사할 때, 중국의 언론의 자유의 역사와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자신에게 있

어서도 매우 좋은 공부가 되었다. 또한 분과회를 경험할 수 있었다.  

●감상 

좋은 분과회를 만들기 위해, 특히 토의타입의 분과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달간의 준비로 모두 지쳤지만, 우리들의 노력으로 분과회를 성공시킨 이 기분을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다. 

 

 

 

21. 글로벌화에 있어서의 한국 경제에 대해 

주최자:한상균(한국) 

●궁리한 점 

사진과 영상 등을 보여줌으로써, 시청각 요소를 넣어서 참가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준비단계에서 맞닥뜨린 문제 

정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경제, 그리고 글로벌화의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점 

●해결방법 

최종적으로 생각한 것은, 한국경제의 현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글로벌화는 세계적인 흐름

이기 때문에, 한국의 현상을 설명하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참가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점 

분과회를 통해, 한국경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에 대해 알라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그 점은 시간상의 

문제도 있어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다. 

본래의 목적인 글로벌화에 대해 논하는 것은,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순

조롭게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당일의 개요 

보고시간(합계 80 분)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전반에서는 한국의 소개와 한국경제의 역사, 그리고 한

국경제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 후 약 20 명의 참가자들을 3 그룹으로 나눠, 글로벌화에 대해, 사전에 준비

한 질문에 대한 토론을 했다. 이것은 테마의 성격상 일방적으로 한 명(주최자인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 분과회의 반은(후반의 40 분) 참가자 분들과 토론회 형식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때문에, 

참가자의 인원수를 20 명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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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의 상황(인상 깊었던 의견이나 참가자의 반응) 

당일, 분과회를 시작하기 10 분 전부터 한국의 소개영상(약 5 분 정도)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참가자들에

게 분과회의 개시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한국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였다. 분과회가 끝나고 난 뒤, 

참가자로부터의 앙케이트를 보니, 토론형식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테마 자체가 옳고 그름이 없는(아직 

글로벌화가 좋은지 어떤지 판단 할 수 없는 단계라는 의미) 테마였기 때문에, 모두 함께 생각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자신도 참가자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다. 

●잘 되었던 점 

토론회 형식으로, 참가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이 가능했던 점이 매우 좋았다. 

●반성할 점•다음 번의 개선점 

토론(후반의 반절) 때, 질문이 토론회에 주어진 시간인 40 분에 비해 많았던 점이 지적되었다.(앙케이트 

결과) 다음 번에는 질문을 좁혀서, 2 개 정도로 했으면 한다. 

●다음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참가자 분들의 의견과 다양한 사고방식을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공부가 되었다. 

●앙케이트 결과•비평 

좋은 의견을 내주심에 감사하고 싶다. 

 

①이 분과회를 선택한 이유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볼 기회가 있어서 한국에 매우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동아시아 국가이며, 바로 옆 나라인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기 때문에 

•토론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에 대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1 년 간,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한국경제가 위험하다고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즘(세계화)이라는 말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②이해가 되지 않았던 점 

•내용이 어려웠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토론 시간이 부족했다.   •특별히 없음 

•현재 경제의 상세 등 경제의 지식이 부족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경제의 글로벌화는 너무 넓어서,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았다. 

③분과회에서 배운 것 중에서 특히 인상에 남았던 점•더욱 깊게 알고 싶었던 점 

•글로벌화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잘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 

•사물의 사고방식을 객관적으로 취하고 있었으며, 모두의 사고의 성숙도가 높았던 점 

•그룹 토론이 매우 분위기가 좋아서,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모두 각각의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매우 자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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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이 경제위험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잘 몰랐기 때문에, 한국의 불공평주의와 타이의 위기 등

이 요인이라는 것을 알고 매우 공부가 되었다.   •토론이 더욱 깊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한국이 급성장 하고, 그리고 경제위기에 빠진 것은, 일본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화

(경제)가 진행되면, 그 때에는 좋아도 이후의 경제위기가 일어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이 현재의 풍족한 나라가 되기 전, 경제가 침체되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 

•한국경제와 일본경제의 비슷한 점, 가까운 미래의 일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일본이 보고 배워야 할 

점이 있었다. 

•[글로벌화는 좋은 면•나쁜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글로벌화라는 정의가 한마디로 “경제”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인상적이었다.   •모두 함께 생각하고, 의견을 말하는 이 시간이 매우 즐거웠다. 

④자신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제부터 좀 더 경제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한국의 경제에 대해 

•평소 그다지 접하지 않는 테마였기 때문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글로벌화에 대해 모두의 생각을 알고 나서, 자신의 생각도 조금 변했다. 

•글로벌화에 대해 Yes 인지 No 인지 [결론은 없다]라는 의견에 모두 거의 일치했다. 

•한국도 일본처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보다 가까운 나라처럼 느껴졌다. 

•중국 참가자로부터, 현재 중국의 현황을 들을 수 있어서, 중국에 대한 관점도 넓어졌다. (이것도 글로벌

화일까 라고 생각했다) 

•글로벌화는 단지 경제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⑤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할 점•개선점 

•시간으로 구분 지어서 처음에 무엇을 어떤 느낌으로 진행해갈 것인지 제시한 점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토론 시간이 짧았다. 단시간에 모두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없었던 것 같다. 

•영어 레주메가 있었던 점이 좋았다.   •설명이 자세해서 알기 쉬웠다. 

•토론은 세계의 소 그룹으로 나눠서, 국적도 평등하게 고안한 점이 좋았다. 

•글로벌화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다. 

⑥그 외 

•나는 고등학생으로 지식도 얕고, 매우 어려웠지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선생님이 긴장을 풀어주었다. 

•한국 분으로부터 직접 한국의 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흥미 깊은 화제였다. 

•국가에 따라 경제상태도 다르며, 유복한 곳과 가난한 곳도 글로벌화에 의해 그 차가 넓어져버리고 만다

는 문제점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감상 

글로벌화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22. 아시아의 예술 

주최자: 오가와 케이이치（小川 景一） (일본) 

●참가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점 

동아시아의 잊혀지고 있는 신체성의 예술인 [서예]의 촉지감각을 재기시킨다. IT 사회의 도래와 함께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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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가는 아시아의 기예를 재인식한다. 

●당일의 개요 

16세기에 선승이 일본에 전한 수묵의 역사와 4개의 서예의 구조(중•측•와•파), 3 개의 묵(담•중•농)을 호흡

의 신체성과 역동에 맞추어, 몇 개의 운동을 조합시켜서 행해졌다. 

그 방법으로서 [수•파•이(리)]라는 동아시아 전통 스타일을 사용한다. [수]는 철저하게 흉내 내는 것. [파]는 

그것을 응용하는 것. 이번에는 80 분이라는 시간 때문에 [파]의 단계인 [그림편지]까지의 완성을 목적으로 

했다. 

●당일의 상황(인상 깊었던 의견이나 참가자의 반응) 

참가자의 반응은 분과회 앙케이트의 결과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었던 점 

재료를 전부 준비해둔 점 

●반성할 점•다음 번의 개선점 

시작시점에서 참가자에게, 대강의 순서를 구두로 전했으나, 마지막 한 단계를 타임오버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다. 25 명이라는 개개인의 복잡한 진행은, 일대다수의 강연과는 달라서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다. 결과

가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순서도를 준비했고, 그것은 그것대로 끝났으나,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공

생에의 도전]이라는 공동제작까지 해보고 싶었다. 거기까지 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쉽다. 

●다음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국적 소속에 따라, 먹 선에서 보여지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국적합숙”이라는 명칭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글로벌리스트에게는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새롭게 이루는 힘을 느끼게 하는 명

명이다. 그럭저럭 아시아의 예술이라는 비교적 추상성이 높은 타이

틀로 정한 것은 좋았던 것 같다. 각자가 각자의 레벨로 무언가를 새

롭게 이뤄가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복잡하며 무언가를 새롭게 이루

는 “다국적합숙”이라고 생각한 자신이었다. 

●앙케이트 결과 

 

①이 분과회를 선택한 이유 

•예술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기계라서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참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술을 좋아하고, 수묵화에도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②이해가 되지 않았던 점 

•몇 분만에 수묵화를 습득하는 것은 역시 어려웠다. 

javascript:klink('새롭다')
javascript:klink('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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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는 예술을 창조할 때 엉성하게 하는 것이 이상했다. 

③분과회에서 배운 것 중에서 특히 인상에 남았던 점•더욱 깊게 알고 싶었던 점 

•더 다양한 것을 그려보고 싶었다.   •여유 있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 

•머리로 생각하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호흡, 리듬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붓의 사용법으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작품이 완성되어서 기뻤다. 

•수묵화에도 신체성이 중요하다는 점, 호흡의 리듬, 붓끝의 감각 등을 조금은 알았다. 

④자신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수묵화의 즐거움   •자연에 대한 사랑   •무엇이든 보통방법으로는 뜻대로 다룰 수 없다. 

•예술은, 손끝만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림을 좋아한다는 것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 

⑤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할 점•개선점 

•독특한 선생님이어서 재미있었다. 한 장 더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몰입했었는데 마지막까지 잘 끝낼 수 있어서 좋았다.   •매우 원활했다고 생각한다. 

•조금 각각의 페이스에 맡기는 감이 있어서 갈피를 못 잡았었지만, 재미있었다. 

⑥그 외 

•좀 더 하고 싶었다.   •역시 예술은 좋다고 생각했다. 수묵화를 해보고 싶다. 

 

23. 언어시장(Language market) 

주최자: 有村/里園/樺山(아리무라/사토소노/)(일본) 

●참가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점 

•세계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흥미를 갖게 한다. 

•언어를 사용하는 교섭과 비언어 교섭에서 양쪽의 가능성을 느끼게 

한다. 

•다음의 교류의 계기를 만든다. 

●당일의 개요 

1. 자기소개(이름•나라•언어[안녕하세요]의 인사를 자국어로) 

2. 페어(2 인 1 조)를 만든다. (게임은 페어로 활동) 

3. 게임 설명•실연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쓴 task sheet 의 빈 공간을 메우는 게임) 

4. task sheet 와 과자(현금 대신)를 배포 

5. 두 명이 생각해서 [아는 단어]를 기입 

6. 쇼핑게임([모르는 단어]를 [과자]로 산다) (20 분) 

7. 가지고 있는 과자 수를 묻는다. •••1 등 팀은 경품 

8. 答え合わせ[자기채점] •••발음•따라 하기•張り出し 

  모국어사용자의 발음을 듣는다 

  모국어사용자의 샘플 테잎을 듣는다. 

  공간을 메운 수의 1 위부터 3 위까지는 수상한다. 

  →(모두 수상자의 모국어로 [축하해]라고 말한다.) 

9. 과자를 먹으면서 앙케이트 기입과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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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의 상황(인상 깊었던 의견이나 참가자의 반응) 

•혼자서 온 참가자도 게임을 통해 마음을 터놓고, 활동을 즐긴 것 같았다. 

•종료 후의 자유시간도 과자를 나눠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교류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다. 

●잘 되었던 점 

•모르는 사람이 팀이 되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인해 연대감이 생겨나서 대화를 하기 쉬웠던 것 같다. 

•스텝들도 참가한 것으로 인해, 교섭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소개될 수 있었다. 

•과자의 종류를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취향]에 따른 교섭의 폭이 넓어졌던 것 같다. 

•[축하하는 연습] •[스텝이 직접 만든 메달] •[과자 마구집기]로 수상 분위기도 좋았다. 

•전체적으로 거의 예정대로 시간분배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반성할 점•다음 번의 개선점 

•외국인 참가자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가로 세로가 전부 됐다면 [빙고]로 1 포인트 플러스]의 룰을 넣었다면 더 재미있어 질 것 같다. 

●다음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스텝과 참가자 모두 협력적이었다. 다양한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협력과 아이디어를 얻었다. 상담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앙케이트 결과 

•내용이해•자신의 변화•진행과 함께 좋은 평가를 얻었다.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접하고, 흥미를 가졌으며, 언어의 소중함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언어를 몰라도 비

언어로도 교섭할 수 있는 것, 교섭의 즐거움을 느낀 것 같다. 

●앙케이트 집계결과 

 

①이 분과회를 선택한 이유 

•다른 언어를 체험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못해도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즐겁게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많은 언어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게임을 해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실기계이기 때문에 

•작년 평판이 좋았다고 들었기 때문에 

②이해가 되지 않았던 점 

•스페인어가 어려웠다.   •프랑스어가 어려웠다. 

③분과회에서 배운 것 중에서 특히 인상에 남았던 점•더욱 깊게 알고 싶었던 점 

•언어는 정말 다양해서, 모르면 전혀 통하지 않았던 점   •베트남어가 귀여웠다. 

•다른 나라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매우 재미있었다. 특히 한국어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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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이 힘들었다. 

•일본어의 이미지와 다른 단어와 문장이 많아서 재미있었다.   •교섭이 재미있었다. 

•게임방법이 재미있었다.   •처음으로 외국 친구가 생겼다.   •발음이 어려웠다. 

•이야기하거나 먹을 수 있어서 즐거웠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 것이 흥미로웠다. 

•나라에 따라 표현이 다른 것이 재미있었다. 

④자신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다른 언어 표현을 알 수 있었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로도 인사를 할 줄 알고 싶다.  

•일상생활에서 영어 등을 사용해보자.   •외국어도, 실제로 말하면서 연습해보니 재미있었다. 

•커뮤니케이션의 폭이 넓어졌다. 

⑤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할 점•개선점 

•진행 템포가 좋아서 알기 쉬웠다.   •발음의 준비도 되어있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순조로웠다.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내용이 재미있었다. 

⑥그 외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또 참가하고 싶다.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메달이 귀여워서 마음에 들었다.   •감사합니다! 

●감상 

참가자들이 어쨌든 분과회 활동을 즐기고, 그 안에서 뭔가 느낀 것이 가장 기뻤다. 준비단계에서부터 많

은 사람의 아이디어와 협력을 받아서, 이 활동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협력의 중요함을 느꼈다.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또 다른 무언가가 생겨난다고 생각했다. 

 

24. 소말리아에서 생각한 분쟁의 구조와 평화 

주최자:石原 寛樹/越智 信一郎(이시하라 히로키/ 오치 신이치로)(일본) 

●참가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점 

•메스미디어가 전하지 않은 소말리아 분쟁의 실태 

•미국과 에티오피아, 국제연합은 [누구의] 평화를 위해 개입하

고 있는가 하는 질문 

●당일의 개요 

•소말리아 분쟁의 소개   •질의응답   •참가자에의 질문 

●당일의 상황(인상 깊었던 의견이나 참가자의 반응) 

흥미로운 의견은 많이 나왔지만, 발언자의 의도와의 착오를 피

하기 위해, 이곳에서의 기입은 비워둔다. 

●잘 되었던 점 

파워포인트를 빨리 끝낼 수 있었다. 

●반성할 점•다음 번의 개선점 

•참가자사이의 토론이 행해질 수 잇는 환경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준비부족) 

•일본어와 영어 슬라이드를 동시 배열해 사용했으나, 설명이 아무리 해도 일본어로 되어버려서, 영어로 

이해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족한 설명이 되고 말았다. 

●다음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다국적합숙은 참가자사이의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제로서 어떻게 참가자사이의 토론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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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를 궁리할 필요가 있다. 

●앙케이트 결과 

①이 분과회를 선택한 이유 

•영화 [블랙 호크 다운]에서 본 소말리아의 실태를 더 알고 싶었다. 

 

•”아프리카”였기 때문에   •뉴스에서 이름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전혀 모르는 나라의 실정이었기 때문에 

•越智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재미있을 것 같아서   •분쟁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고 생각

했기 때문에 

•해적 등의 뉴스를 자주 보기 때문에 흥미가 있어서 

•대학에서 국제관계와 국제복지에 대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소말리아 분쟁”이라는 단어는 자주 들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선택했다.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소말리아의 역사와 분쟁의 원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었다. 

②이해가 되지 않았던 점 

•역사의 큰 흐름을 안 정도였다.    •역사적 배경 등 자신에게 예비지식이 더 필요했다. 

③분과회에서 배운 것 중에서 특히 인상에 남았던 점•더욱 깊게 알고 싶었던 점 

•국제연합과 대국의 개입이, 왜 소말리아에게 악영향을 끼쳐왔는가 하는 점 

•무정부상태에서도 사람은 생활해나갈 수 있다면? 전개를 생각해보자 재미있었다.    •앞으로의 전망 

•소말리아(소말리아제국)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어떤 형태로 나타낼 것인가, 일본 내의 혼란에 구애되

어있는 매일의 나날이지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다양한 개입으로 의해, 평화는커녕 혼란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 

•이 소말리아 분쟁에 많은 비화가 있다는 것   •국제연합의 개입조차도 다른 무장권력과 같은 상황이 되

었다는 것 

•조금[평화학]에 대해 언급한 화제가 있었기 때문에, [평화학]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싶다. 

④자신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몰랐던 역사적 경위 등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뉴스를 그래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일본의 미디어를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   •객관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

의 시점도 필요하다. 

•내면사정을 아는 것에 의해, 뉴스를 봤을 때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말리아 분쟁의 이야기를 통해, 새삼스럽게 “메스미디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⑤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할 점•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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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참가자가, 예비지식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당일 전에 예습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

다. 

•전체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한다.   •파워포인트는 알기 쉽고 매우 좋았다. 

•사전에 각 슬라이드를 보기 쉽도록 자리의 유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질문하는 시간이 길어서 참가자와 교류하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류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⑥그 외 

•레주메와 설명이 알기 쉬웠고, 의문이 모두 해결되었다.   •토론이 수준 높았고 멋있었다. 

•미국은 자신보다 위에 존재하는 나라는 싫기 때문에 자신이 불안하면 다른 나라가 엉망이 되게 한다고 

생각한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감상 

소말리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전무하다고 생각했을 때, 토론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소말리아 분쟁의 소개만을 내용으로 할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소말리아 분쟁으로부터 보이는 다른 분쟁과

의 공통의 문제점, 다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가자들에게 제시하는 형식으로 참가자들이 참가

하도록 하는 형태가 되었다. 참가자사이의 토론까지 발전시키는 거시 가능했다면 가장 좋은 형태였겠지만, 

힘이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25. 세파타크로를 즐기자 

주최자:가노야체육대학 교원(일본) 

동남아시아의 전통스포츠 [세파타크로]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스포츠를 하는 즐거움, 

세파타크로의 즐거움을 참가자 전원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분과회를 기획했다. 지도자 본인도 다

국적합숙은 처음으로 참가하는 것이며, 이 합숙의 취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개최!? 본래 합숙의 목적을 달

성했는지 어떤지 조금 후회가 남는다. 또한 스포츠 종목의 실행과 경기의 설명, 연습, 시합은 약 90 분의 시

간은 유학생과 외국인과의 교류를 깊게 하는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쉽다.  

●참가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점 

이 분과회 [세파타크로를 즐기자]에서는 먼저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의 교류를 깊게 하자는 목적이 있었

다. 그룹을 나눌 때도 기계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같은 팀이 되어, 연습과 시합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한가지 더 이 분과회의 목적은 동남아시아를 기원으로 한 

스포츠 경기 [세파타크로]를 알리는 것이었다. 일본의 유도와 한국의 태권도는 정식경기로서 올림픽에도 들

어가 있다. 하지만,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와 같은 동남아시아의 전통적인 경기는, 

아시아대회에서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있지만, 아직 올림픽 종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만약 스포츠 분

야에서도 세파타크로가 올림픽 정식종목이 된다면, 더욱 더 많은 ASEAN 국가에 대한 의식이 바뀔 것으로 

생각되며, 세계에 주는 임팩트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문이라도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세파타

크로를 알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당일의 개요 

먼저 세파타크로의 설명과 경기방법을 가노야체육대학 세파타크로부의 선수가 실연해주었다. 거의 이 실

연으로 경기방법을 안 것 같았다. 그 후 워밍업을 하고 원진패스, 서브연습, 공격연습을 30 분 정도 한 뒤, 

남은 시간에는 시합을 했다. 다섯 시합을 하려고 계획했었으나, 참가인원이 많아서 팀이 5~6 명으로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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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를 해야 했기 때문에, 네 시합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 

●당일의 상황(인상 깊었던 의견이나 참가자의 반응) 

많은 참가자는 체육관 신발을 가져왔으나 그 중에는 맨발로 경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서, 연락을 좀 더 철저히 했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

했다. 아이들도 참가했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NHK 의 교육

방송 [천재테레비군 MAX]라는 방송에서 세파타크로의 수록을 이곳 

오쿠마청소년자연의 집에서 행하고, 현재 매주 수요일에 방송되고 있

으나, 그것을 유학생 아이들이 이야기했다. 유학생 아이들과의 교류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잘 되었던 점 

어떤 분과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스포츠의 경우, 언어도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기계적으로 팀 멤버를 정하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한 팀이 

되기 때문에, 제법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한

다. 

●반성할 점•다음 번의 개선점 

자신(일본인)이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스포츠에 대해 참가자에게 전하고 싶었으나, 어쨌

든 시간이 부족해서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 시간은 2 시간 정도였으면 좋겠다. 또한, 앞에서도 적었지만 

체육관 신발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으므로, 이 두 점이 다음 번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개선점에서도 적었지만, 예를 들어 [세파타크로를 즐기자]라는 분과회라면 그 전 시간에 [동남아시아의 

스포츠]라든가 [세계의 스포츠 사정]과 같은 분과회가 있어서, 계속해서 [스포츠를 즐겨보자]와 같은 프로

그램이 가능한 것이 이상이었다. 

●감상 

가고시마 대학의 유학생 센터 및 가고시마 대학의 유학생과 일본인 학생 제군들의 파워를 느낄 수 있는 

다국적합숙이었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가노야체육대학의 학생은 공부 외에 운동부의 활동이 있어서, 야

레연습, 야레원정시합, 야레합숙 등  주어진 일상에 쫓기고 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

이지만, 그들의 자주성과 주체성은 부활동의 범위 안의 것으로, 다국적합숙과 같은 다른 종, 다른 사람, 이

문화와는 내용과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가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잇는 만족감,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운영해

가는 달성감과는 다르다고 느꼈다. 한정된 시간에서의 체험이었지만, 학생전체에게 이 정도로 큰 행사는, 

최근 접한 적이 없다는 것이 솔직함 감상이다.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스텝 여러분, 또 세계각국에서 일본

에 와 있는 참가자에게 감사하고 싶다. 

●앙케이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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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분과회를 선택한 이유 

•해본 적 없는 스포츠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세파타크로에 매우 관심이 있어서, 보고 바로 선택했다.    •이름이 재미있어서 흥미가 생겼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고 싶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과 스포츠를 하면서 친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②이해가 되지 않았던 점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포츠의 자세한 룰과 기원을 알고 싶었다. 

③분과회에서 배운 것 중에서 특히 인상에 남았던 점•더욱 깊게 알고 싶었던 점 

•사람에 따라 발의 움직임이 다른 점이 재미있었다.   •진짜 세파타크로 시합을 보고 싶다. 

•신종 스포츠였다.   •하이킥을 할 수 있게 되고 싶다. 

•멋있었다. 세이브 할 수 있었던 점. 공격이 꽤 어려웠다.   •땀투성이였지만, 정말 즐거웠다. 

④자신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한국에도 닮은 스포츠가 있어서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외국의 놀이로 아직 모르는 것이 있구나 생각했

다. 

•스포츠는 국경을 넘을 수 있다. 

⑤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할 점•개선점 

•모두 참가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해서 재미있었다.   •매우 잘했다. 

•친절하게 세파타크로부의 사람들이 알려줘서 정말 좋았다. 최고였다. 더 오래 하고 싶었다. 계속 그룹을 

바꿔가면서 장소랄 바꿔가면서 진행해서 매우 좋았다. 

⑥그 외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앞으로도 이 서클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매우 재미있는 분과회였다. 

•세파타크로부, 힘내세요.   •어려웠지만 즐거웠다.   •내년에 또 참가하고 싶다. 

 

26. 원자력, 정말 에코 

주최자: (사메시마 료지)鮫島 亮二 (일본) 

●참가자에게 전하고 싶었던 점 

가와구치에 원자력발전소 3 호기의 증설이 신청된 올해, 이번 기

회에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토론함으로써, 환경문제

에 대해 주체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당일의 개요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앙케이트 기입 

●당일의 상황(인상 깊었던 의견이나 참가자의 반응) 

참가자가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줘서 기뻤다. 

●잘 되었던 점 

프레젠테이션을 한번에 끝낼 수 있었다. 

●반성할 점•다음 번의 개선점 

토론시간이 짧았다. 통역 시간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질문도 몇 개 밖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을 

깊게 할 수 없었다. 다음 번에는 통역 시간을 포함하고, 다양한 시점에서 질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가자 중에는 초보자도 있는가 하면 이미 공부를 한 분도 있었다. 참가자가 어떤 것을 필요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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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파악하고 나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야 했다. 

●다음의 과제•분과회를 통해 배운 점 

준비부족이었다. 나 자신, 다국적합숙과 분과회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스텝에게 폐를 끼쳤다. 다음 

번부터는 다국적합숙의 목적을 따를 수 있도록, 제대로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고 싶다. 

●앙케이트 결과 

①이 분과회를 선택한 이유 

 

•환경문제에 대해서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공학부로 기계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반

대의 의견으로서 

•원자력발전소는 환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해 더 알고 싶었기 때문에 

•현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교사 면허를 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을 늘리기 위해서 선택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해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농학부에서 에너지 관계에 몰두하고 있어서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공학부이며 이런 분야에 흥미가 있었다.   •원자력발전소는 인류에게도 환경에도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가와구치에 원자력발전소 3 호기가 설치된다는 것과 적절한 화제를 듣고 싶었다. 

•일본의 환경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며,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었다.   •원자력에 흥미가 

있었다. 

②이해가 되지 않았던 점 

•참가자에게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도 있다. 내용에 사용된 자료 등은 더 확실한 것이 아

니면 인정받을 수 없다.   •원자력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어려웠다.   •거의 이해할 수 없었다. 

③분과회에서 배운 것 중에서 특히 인상에 남았던 점•더욱 깊게 알고 싶었던 점 

•원자폭탄의 실정에 대해 안 점이 좋았다.   •가고시마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었던 것을 오늘 처음으로 알

아서 좋았다. 

•원자력발전소가 밤에 발전을 해서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국가마다 정세가 다른 것이 인상 깊

었다. 

•원자력발전소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도,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 놀랐다. 

•원자력발전소가 핵무기와 관계가 있다는 점에 놀랐다.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와 그 영향

을 알 수 있었다. 

•원자력발전소는 환경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쓰레기 처리의 문제 등 인간에의 위험성에 관해

서 더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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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일본에의 영향   •다른 시점(공학적, 사회적)으로 배워보고 싶었다. 

④자신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듣고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지금 가고시마, 일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되어서 좋았다. 

•자기자신도 더욱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원자력발전소는 그 에너지 공급량과 

경제효과의 면에서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좋다는 것은 아니므로, 재생 가능

한 에너지의 발전까지의 “연결”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소는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지만,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을 알았다. 

•자기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원자폭탄은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 

•지금까지 가와구치원자력발전소에 가보거나 찬성파의 의견밖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파의 의견을 들

을 수 있어서 사고방식의 시야가 넓어졌다. 

•원자력발전소에서 피폭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더욱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매우 알기 쉽게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알 수 있었다. 

⑤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할 점•개선점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일본어→영어→일본어의 설명이었기 때문에 조금 늘어졌다. 

•더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다.   •많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더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영어 통역을 잘해서, 사메시마상의 열의가 매우 잘 전해졌다. 그러나 여성 분은 발표 중에는 모자를 벗

는 편이 좋지 않을까 

⑥그 외 

•원자력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점을 알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다.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 보다 CO₂를 사용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원자력발전소에 반대 한다. 

●감상 

국적이 다른 사람들과의 분과회는 첫 경험이었으며, 많은 공부가 되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각국의 대

응이 각각 다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참가자의 반응이 여러 가지였으며, 나 자신도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더

욱 생각을 깊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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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이문화소개 레포트 

  가고시마대학  (오가와 유야)小川裕也, (쿠보 히카리)久保ひかり, Yusof shuaib bin ibrahim 

●목적 

문화란, 우리들이 만들어 온 생활양식전체를 나타낸다. 그것

은 국적, 국민, 지역, 사회, 연령, 종교, 성별, 정치 등에 의해 

다르다. 다종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참가하는 다국적 합

숙. 이를 계기로 문화의 상징인 다양한 의복, 음악, 춤을 소개

하고, 체험하며, 문화의 차이를 실감한다. 

참가자 전체가 [이문화]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 몸으로 

즐기자!! 

●상세한 내용 

 출연 출연자, 출연국 내용 

1 패션쇼 약 20 단체 패션쇼&사진촬영 

2 재즈밴드 “가고시마대학 재즈오케스트라” 빅밴드에 의한 공연 

3 하라베 프랑시아, 프리안(콜롬비아) 멕시코 댄스 

4 오키나와에이서 “가고시마 우루마 에이사” 에이사의 북과 춤 

5 바이올린 엔카르나(스페인) 바이올린 연주 

6 앙쿠룬 “비네카”(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전통악기연주 

7 이티쿠 이티쿠 필리핀 유학생 필리핀의 귀여운 댄스 

8 힌디 송 인도 인도 노래 

9 호로포 프랑시아, 프리안(콜롬비아) 콜롬비아 댄스 

10 북경오페라 (중국) 북경오페라, 티벳민족노래&

춤 

11 네팔댄스 보하라마노지(네팔) 네팔 댄스 

12 일본전통음악부 “가고시마대학 일본전통음악부” 일본악기 연주 

13 살사 프랑시아, 프리안(콜롬비아) 라틴아메리카 댄스 

14 야마노우치상 밴드 “다국적 밴드” J-POP 밴드의 연주 

15 통가의 춤 세로메이(통가) 통가 댄스 

16 티니키린 필리핀 유학생 필리핀의 뱀부댄스(대나무 

춤) 

17 미얀마의 노래 트완(미얀마), 류타  

18 포쵸포쵸 인도네시아 유학생 인도네시아의 춤 

 

패션쇼 

일본 말레이시아 피지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미얀마 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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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 세네갈 불가리아 

미국 한국 중국 

오키나와 에이서 내몽골  

 

●당일의 흐름 

17:30~    회장설치(음향기재 설치) 

    리허설(패션쇼 루트&순서확인) 

    사회자와 협의 

    방송부와 협의(음향) 

    출연자 탈의실, 연습실 확보 

19:00    패션쇼 출연자를 옷을 입은 채로 소집 

    BGM 담당 재즈밴드 소집 

    관내 안내소에서 참가자에게 안내 

19:15    패션쇼 시작 

21:10    모든 퍼포먼스 종료 

    합숙참가자를 합숙동으로 안내 

●잘 되었던 점 

퍼포먼스, 패션쇼 모두 많은 참가자가 모였다. 하나하나의 퍼포먼스가 꼼꼼했고, 충실했다. MC 의 원고, 

움직임을 고려했다. (관객에게 질문을 하거나, MC 가 출연하는 등) 2 개의 무대를 만들어서, 준비시간을 생략

시켰다. (무대를 바꾸는 회수는 적은 편이 좋다.) 출연자, 관객, 스텝이 모두 노래하고 즐겼다. 

●다음의 개선점 

출연자와 연락을 치밀하게 취하고, 스텝들 사이의 정보공유를 확실히 한다. 당인 예정변경을 줄인다. (방

송부에 폐를 끼친다.) 예정을 변경할 때에는 출연자들에게 알린다. (출연자에게도 폐를 끼친다.) 리허설의 순

서(출연자 소집을 확실히 한다.) 

●인상적인 반응  

패션쇼가 다양해서 분위기가 좋았다. 사진촬영 시간도 확보할 수 있었던 점. MC 가 좋았던 점. 패션쇼의 

BGM 을 재즈밴드가 직접 연주한 점. 관객들도 함께 노래하며 춤췄던 점. 어쨌든 모두가 즐길 수 있었다.                                                                                                                                                                                                                                                                                                                                                                                                                                                                                                                                                                                                                                                                                                                                                                                                                                                          

●감상 

작년에 스텝으로서 처음으로 참가했던 다국적합숙. 그곳에서 이문화 소개의 기획을 보고 생각한 것이 ‘아, 

내년도 스텝을 한다면 이문화 소개를 하자’라는 것. 모르는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하고 춤춘다. 자

신도 좋아하는 노래와 춤으로, 언어, 국적, 연령, 성별의 벽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올해, 뜻은 이루어져 이문화 소개 담당 스텝이 되었다. 그 후로 바쁜 매일을 보내게 되었다. 그렇지만, 바쁜 

가운데서도 얻은 점이 많았을 것이다. 바쁘기만 했다면 훨씬 전에 그만두었을 것이다. 주위사람들에게 지지 

받으면서, 기획을 하는 감각. 거기에 보람을 느꼈다. 당일 이문화 소개는 가장 즐거웠다고 생각한다. 주위에

서도 즐거웠다고 말해주었다. 힘들었는데 스텝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다국적합숙을 통해, 다양한 만남이 있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생각, 심경, 감정이 있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산더미처럼 많지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감사의 말이다. 지지해준 스텝, 출연자, 방송부, MC, 참가자,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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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모두의 시간   가고시마대학 石橋恭平(이시바시쿄헤이) 

●목적 

모두의 시간이란, 자유롭게 좋아하는 장소에 가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에는 참가자에게 

스포츠•자유시간•모임 •공작•강연 등에 자유롭게 참가하게 했다. 올해는, 예년에 없이 좋은 날씨였기 때문에, 

야외경기도 실시했다. 

●당일의 개요 

•스포츠 

①농구   ②배드민턴   ③암벽등반   ④축구   ⑤줄넘기 

⑥줄다리기   ⑦훌라우프   ⑧원반던지기   ⑨탁구 

•자유시간 

•모임(다국적 미니밴드)   •강연(친고구사() 관계자의 강연)   •그림 그리기 게임 

•공작(프라호비(프라판 만들기))   •예술(KOSIKIZIMA ART)   •보물찾기!? 게임 

●잘 되었던 점 

•맑았기 때문에, 그라운드에서는 축구의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프라호비는 여성에게 인기가 있었다. 

•보물찾기게임이 대호평이였다. 

•로큰롤(rock’n’roll)은 아이들과 보호자 분들에게 호평이었다. 

●다음의 과제 

•모두의 시간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더 시간을 길게 해야 한다. 

•종목의 인기가 너무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종목은 내년에는 빼는 등의 고려를 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감상 

매년, 인기가 있는 모두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불안했지만, 에켄상을 비롯해, 많은 종목 담당 스텝 등

의 협력도 있었고, 모두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 모두의 시간에 관련된 모든 스텝 여러분 

협력 감사합니다. 일반 참가자로부터 세계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었고, 모두의 시간을 담당해서 정말 다행

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한, 모두의 시간이 매우 호평이었다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뻤다!! 내년에도 모두

의 시간의 담당 스텝을 꼭 하고 싶다!! 내년에는 [모두의 시간]이라는 이름 그대로, 다국적 스텝에도 참가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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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종합토론 

담당자 · 코디네이터 : 야마시타 토모에 

패널 :  Kkhan Noureen(파키스탄) Francia campos(콜롬비아) 

Leonard kwati (카멜룬) 片平知宏 카타히라（일본） 

동시통역 : 세이네 

PC 통역 英 →日 : Lu Jenny  

●테마 : 「justice」 

●목적 

사법제도는 국가 또는 사회질서, 또는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형태는 국가마다 다르며 

종교, 민족, 역사가 깊게 반영되어있습니다. 문제점도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시대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각국의 사법이나 justice system 를 포함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법을 둘러 

싸고 토론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justice 를 관철하기 위해서 필요한 justice system 은 어떤 것 인가? 를 생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까지의 준비내용 

●테마선정 → 인터뷰 → 시나리오 구성시작 → 패널선정 → 원고. 슬라이드 작성 → 각 담당자 결정 → 당일 타

임스케줄 결정 → 다른 운영사항 결정 

●당일스케줄 

각 담당소개 . 테마 및 토론의 rule 설명 → 각국의 사법시스템과 문제점설명 → 토론 → 사법문제의 해결과 

그 방향 설명 → 토론 → 정리 

●토론내용: 앞으로의 전문(全文) 다시 쓰기 

●잘 진행된 점 

·각국의 사법과 그것을 통해 보여지는 각국의 과제 등 지금까지 없었던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다. 

●잘 진행되지 않은 점 

·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통역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패널들의 발언을 회장에서 공유하지 못했다. 

· 회장의 일부에서 밖에 스크린이 보이지 않았다. ⇒기재(機材)면의 경시 

· 동시통역을 고려한 발언을 주의환기(注意喚起)하지 못 한결과 통역하기 어려웠고 알아듣기 어려워졌다.' 

· 사법이라는 테마 자체가 어렵고 의논이 깊어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지루한 토론이 되었다 

· 테마선정이 늦어져서 충분한 의논을 구축할 틈도 없이 실전에 임해서 의논이 깊어지지 않았다. 

●감상 

『무엇을 위해 종합토론(總合討論)을 하는 것 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 난 것은「합숙의 마

지막에『공생(共生)에의 도전』의 곤란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라는 것 이였다. 분과회(分科會)와 다국적소개, 댄

스 등을 통한 이해와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문화 교류에의 『낙관시(樂觀視)』가 생겨날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교류가 가능하다」「인류모두가 형제」그런 개개인의 감각은 매우 중

요하다. 그러나 낙관시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선 감각을 개개인의 감각으로 돌려놓고 그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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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발생한 낙관시를 부셔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국제교류,「다문화사회 공생에의 도전」이 그렇

게 부드럽고 쉬운 것이 아니라는 인상이 새겨졌다. 

문화의 충돌, 서로가 품고 있는 문제 자체도 심각하지만 그것을 서로 이야기해 가는 것 조차 터무니없는 노력

이 든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토론은 할 수 없고 통한다고 해도 깊은 늬앙스 까지 통한다고는 항상 보장 할 수

는 없다. 그러나 토론이나 서로 이야기해 가는 것 없이는 「공생의 도전」은 이룰 수 없다. 서로의 문제를 충돌시

키는 것 없이는 실재하는 「공생」은 수박겉핥기 일 뿐이다. 그것을 실감해주기를 바랬고 실감하고 싶었다. 「공

생에의 도전」을 내걸고 현실적인 관점부터 실행해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관점으로부터 종합토론을 활용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 했다. 

이번 참가자에게 그 의도가 전해지기 이전에는 주최자인 제가 큰 실감을 얻으며 (제대로 토론을 만들지 못해

서 토론이 막힌점) 끝나버렸다. 항상 머리나 입으로는 알고 있는 듯 말하면서 

실감(實感)이 동반하지 않았던 자기자신을 통감(痛感)했다. 종합토론의 큰 패인인 주의와 잘 섞이지 않고 결국은 

사람과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꺼려하는 제자신의 부족함이 낳은 결과이고 일본인의 커뮤

니케이션의 교육의 장소 이였다고 이해하고 있었으면서 실천이 전혀 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의식이라도 하고 있

었는지 잘 모르겠다. 뼈아픈 경험을 동반한 실감 이였다. 더욱더, 언어 학습을 소홀히 하면서 이 합숙의 스텝으

로써 있었던 것을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은 것들은 확실히 나에게 있어서의 큰 수확 이였다. 다국적합숙의 메인 인벤트인 종

합토론의 실패로인해 자신의 개인적인 수확을 얻었다는것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합숙이 끝난 다

음에 이번에 실감한 것, 배운 것 을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도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내년도(來年度)에 직접 다국적 합숙에 참여하는 것은 할 수 없느나 이번에야말로 충실한 목적이 있는 종합토론이 

실천되기 위해서 이번의 교훈은 최대한 이루어지기 바란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정도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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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전문】 
야마시타: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야마시타 입니다. 

이번 대표토론회 의 테마는 사법과 사법제도입니다. 

사법제도는 특히 주(州)와 사회, 사법의 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에 관한 문제의 

공통점은 있지만 나라와 나라에 따라 문제는 

다릅니다. 지금부터 몇 명의 패널분들이 자국의 

사법제도와 그 문제 을 말씀하시고 그 해결책을 

말씀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과 공통의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서 토론해갑시다. 

그럼 자시소개를 하시고 각국의 사법에 대해서 

스피치를 부탁드립니다. 

노린 : 파키스탄은 인구 1 억 6700 만인의 남 아시아에 

위치하는 나라입니다. 파키스탄은 1947 년에 생겼고 

그 이전은 영국의 법 밑

에 있었기 때문에 파키

스탄의 사법제도는 관습

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슬람국 으로서의 적합

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

서 필요한 조항을 포함

하면서 성립되었습니다. 

동시에 영국법의 원형을 

어느정도 가지고있는 상

태로 사법권의 집행기관

인 재판소를 두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

이기 때문에 영국의 법률을 파키스탄의 헌법과 이슬람

교의 가르침에 따라 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재판소제도는 많은 재판소로 구성되어있습

니다. 각자의 재판소는 사법권의 강함과 전문성이라는 

면으로 다른 움직임, 계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고

도의 재판소는 최고재판소입니다. 최고재판소는 하위

재판소에서 판결이 안 나온 모든 판결을 내는 곳입니

다. 최고재판소의 밑에는 각주의 주부(州部)의 안에서 

발생한 것을 재판하는 고등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의 밑

에는 일반재판소, 그리고 더욱더 밑에는 민사재판소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최고재판소는 최

고도의 재판소로 그곳에는 자문사법권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드 : 카멜룬은 서 아프리카의 중심부에 위치

하는 다언어 국가입니다. 인구의 80%는 프랑스어를 사

용하고 20%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1691년에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에도 카멜룬의 사법제도는 다

른 여러 아프리카의 국가들 처럼 식민지시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룬의 사법제도는 두 국가의 영

향을 받은 점 때문에 그 두 국가의 사법시스템이 충돌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관

습법 과 프랑스의 민법은 어떠한 의미로 공존이 희박

한 상황 안 에서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메룬은 

세계적으로 양쪽의 사법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얼마 

있지 않은 예의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카메룬은 아프리카의 국가들 중에서 최고식자률(最高

識字率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획득하고 있는 국가로

써 평가 받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세계 중에서 가장 오

직(汚職.부절부폐)이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쁜 이미지가 있습니다. 

카멜룬의 법률의 메인은 헌법, 입법제정은 대통령제가 

시행되고 있고, 일반적인 재판소가 있습니다. 헌법은 

일반적인 입법과는 다르며 국가의 최고 법률로써 사용

되고 있습니다 . 법률은 만드는 대통령 역할은 영어를 

사용하는 앵글로폰주에서 선출되느냐, 프랑스어를 사

용하는 프랑크주에서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집니

다. 사법제도는 대통령에의해서 효과적으로 바뀌는 것

이 가능하며 고위의 재판관이 독립해서 조직 하는것은 

금지 되어있습니다. 

야마시타 : 감사합니다. 지금 파키스탄의 쪽에서는 파

키스탄의 법제도가 영국법을 이슬람의 가르침을 기초

로하여서 수정을 한 것 이라는 법의 성립, 카메룬의 

쪽에서는 영국법과 프랑스법이 공존하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패널분들 스피치

를 부탁드립니다. 

카타히라 : 일본에 관해서 입니다만 일본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도 일본국 헌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본국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戰後)일본에서 성



76 

 

립한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

의 라고 학교에서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만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법률이라는 것이 있

습니다. 일본은 삼심재로 최근 재판원재판 제도라는 

것이 도입 되었습니다. 이 법으로도 좋지만 일본의 법

제도, 일본의 justice system 에 관해서 유학생의 분들 

중에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계신는 분도 계시지

만 문제점도 있다는 점을 이번에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프랑시아 : 콜롬비아의 사법제도에는 여러 가지 레벨

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레벨은 헌법재판소 그 다음 최

고재판소 주 재판소 그리고 지방재판소입니다. 이것들

의 재판소전부는 정치 입법 이라는 지위의 시스템과는 

독립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형은 없고, 

최고형은 징역 20 년입니다. 1992 년에 헌법의 대폭 변

경이 있었고 사법제도의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

니다.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소송제도의 독립이고 

두 번째는 인권문제를 조사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창설 한 것 세 번째는 소수민족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전통적인 재판이 허가된 것입니다. 

야마시타 : 감사합니다. 일본 쪽에서 이번은 헌법을 중

심으로 해서 소개한 점 코롬비아쪽에서는 1991 년도 

사법제도개혁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법제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각국이 가지고 있는 사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스피치를 부탁 드립니다. 스피치는 3 분 이내로 부탁 

드립니다. 또한 스피치에 번역은 붙지 않습니다. 각자 

스크린으로 확인 부탁 드립니다. 

노린 : 파키스탄의 사법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

다. 

파키스탄의 정부는 정부의 악사(惡事)가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합

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파키스탄에서는 극히 일반적

인 오직(汚職 부정부폐)의 문제입니다. 재판은 긴 시간

이 걸리고 휴정도 많습니다. 판결에는 긴 시간이 걸립

니다. 그 결과로 변호사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을 대신

해 자신이 바라는 판결을 위해 재판관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파키스탄에

서는 「법을 산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의 문제는 재판관의 급료가 낮은 점. 이러한 

사법 면에 투자할 금전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오직 문

제에도 관계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에게 보수가 충분

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재판관이 원고로부터 돈을 받을 

가능성은 커집니다. 

네 번째 문제는 법률의 시행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법률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지만 유력자나 부호층은 따

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법률

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문제의 대부분은 해결된다고 생

각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로는 재판의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안탑

갑게도 소송이 판결에 다다르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방대한 소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결의 기간은 어

디서나 10 년에서 20 년 길게는 50 년도 걸립니다. 그

렇기 때문에 20 세 죄를 지은 사람은 재판이시작되고 

그 사람이 50 살이 될 때 겨우 판결을 받습니다 더한 

문제는 재판소의 인원 부족입니다. 그곳에서는 충분히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인원이 없습니다. 좀더 많은 

인원이 있다면 재판의 스피드의 문제는 개선됩니다. 

레오나르드 : 카멜룬의 사법제도는 몇 가지 문제가 있

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

이 카멜

룬의 사

법제도는 

프랑스법과 영국법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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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시스템으로는 사형(私刑)이나 , 비합법적 구속, 

정치적으로 대항하는 자 에게의 투옥(投獄)등이 발생

하는 원인이 됩니다. 

카메룬에게 있어서는 영어를 말하는 커뮤니티는 의심

의 시선을 가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

파인 카메룬의 부유층의 많은 사람들은 영어를 말하는 

커뮤니티에 속해 있고 그들이 독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국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은 그 두려움을 완화하는 역할도가지고 있습니다. 실

제로 합법적인 시스템의 보증인인 대통령의 출신 주의 

사용언어에 따라서 사법은 빈번히 바뀝니다. 전 대통

령의 사업이현 대통령에의해 시행이 취소되는 경우 일

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투옥된 수인이 때에 따라서 자유를 살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私刑 적법절차와 기

관에 의하지 않은 형벌)은 케멜룬 뿐만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항상 행해지고 있습니

다. 만약 강도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도 누구도 경찰에 

전화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군중들이 때

리거나 죽이거나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둑은 

잡혀서 투옥되지만 결국에는 자유를 사서 밖으로 나와 

다시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사법제도를 신용하지 않

게 된 결과 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카멜룬이, 아마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타히라 : 일본에 관해서는 헌법과 주로 현재 행해지

고 있는 정치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평화주의라는 항목에 관해서는 우선 자위대가 존재하

는 것, 이것의 자체가 9 조에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더욱더 군비증강, MD 시스템등 군비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파병, 소말리아 파병과 해외

파병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정부에 정책에 

의해 9 조의 평화주의는 이미 형해화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자위대의 예산은 현제 5 조엔으로 세계 5 위의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로서는 정부는 해외파병의 

항구법(恒久法)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실질 군대인 자위대가 미국과 함께 실제로 전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라크파병에 관해서 입니다만 공군 항공자위대가 무

장한 미국병사이나 미국무기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저는 실질 참전이지 않은가? 전쟁에 참가하고 있

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라크

의 사람들을 죽인다. 어떠한 의미로는 전쟁을 돕고 있

습니다. 미국은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형식으

로 이라크 참전에 하나의 매듭을 지었다고 생각하겠지

만 일본은 그 것에 관해서 고찰하지 않고 국회의 토론

에의해 수상을 바꾼다거나 의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

다. 

다음 항목입니다만,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라는 원칙의 

두 번째이네요. 이것도 상당히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누명사건, 저번에 있었던 아시카가(足利)사건이 

있습니다만 17 년동안 무죄인 사람이 구속되어 있었습

니다. 그리고 DNA 로 무죄가 판명되었습니다. 아시카

가사건은 여자아이가 살해당했다는 사건입니다만 그 

10 년전에도 그지역에서 여자아이가 살해당했다는 사

건이 일어나서 그 범인도 지금 체포된 사람이 아닐까? 

라는 식으로 보도 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 

결국 입건하지 못 했습니다. 오히려 악을 방치해두었

다는 형식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일본은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국가라고 생

각하고 있는 쪽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랑시아 : 콜롬비아의 사법시스템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오직(부정부폐)문제입니다. 이 배경에는 3 가지

의 요소가 있고 사법의 정치화 재판제도의 비효율성 

그리고 범죄에 대한 사법제도의 형사면책입니다. 

똑같이 인권에 대해 많은 폭력이 있습니다. 1991 년부

터 인권보호가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인권활

동가나 인권 활동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다수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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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살해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 지역의 소

송에서부터 정치소송에 다다를 때까지 온갖 곳에 원인

이 있습니다. 사법제도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야마시타 : 감사합니다. 지금 패널쪽에서 각자가 가지

고 있는 사법제도의 문제점 사법 정치나 인원의 문제 

등이 나왔습니다. 

이 보고들 스피치들을 듣고 질의응답 각국의 보고 시

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조금 더 패널분들에게 묻고싶

은것이 있거나 또는 지신의 나라의 사법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말하고 싶으신 분들은 발언을 부탁 드

립니다. 

회장(會場)1 : 저의 질문은 카멜룬에 대해서입니다. 카

멜룬에는 두 가지

의 다른 사법제도

가 사용되고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누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것 

입니까? 그리고 만

약 그렇다면 그것

은 서로 충돌하거

나 하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 : 그 

시스템은 나누어져

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의 적용은 주

소지 장소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예를 들면 만약 당

신의 영어를 말하는 주 에 있고 그재판이 프랑스어를 

말하는 주에서 행해진다면 그 재판은 프랑스의 법률에 

기초한 것이 될 것이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국부분에는 그 정도로 많은 재판관이 없다는 

것, 프랑스의 법률은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기 때

문에 그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회장 1 : 바꾸어 말하면 다른 장소에서 다른 법률이 사

용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레오나르드 : 그렇네요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프랑스

어를 말하는 지역에서 범죄를저지르고 기소된다면 당

신은 무죄를 증명 할 때 까지 유죄라고 여겨지게 됩니

다. 영국부문에서 당신은 제판소에서 죄가 확정된 뒤

가 되어 유죄가 될 뿐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합니다. 만약 당신

이 기소된다면 경찰은 당신에게 당신이 설령 무죄일지

라도 유죄라고 말 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회장 2 : 이러한 이야기를 전할 때에 미디어의 역할을 

무엇입니까? 또한 미디어는 사법제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노린 : 이전 미디어는 독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

나 파키스탄에서는 2006 년부터 미디어 독립 캠페인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 뒤 활자미디어와 전자미디어 의 

양쪽으로 특히 보는 사람에게 영향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전자 미디어의 법 제정에 대해서의 문제가 나

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7 년에 법 개혁이 일

어났습니다. 파키스탄에게 있어서 중요한 법 제도였습

니다. 만약 미디어가 잘못된 재판의 내용이나 이야기

를 하고있다면 재판소는 당사자을 직접 재판소에 부릅

니다. 

레오나르드 : 카메룬에서는 미디어는 사법제도에 관해

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률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슨일이 있으면 정부에 의해 규제가 걸리겠지

요. 미디어는 매일 오직 이나 사형(私刑)대해서 보도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시행되어져 있지 않고 그저 보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카타히라 : 일본의 보도에 대해서 입니다만 저에게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보

도할때에 경찰정보를 그대로 보도하는 점입니다. 보도

되었을 때 그 자백과 함께 얼굴사진이 실리고 「죽일 

생각이였다.」와 같은 말이 실릴 때 그 것을 읽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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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의다가 그 것을 믿어 버릴 것이 라고 생각합니

다 . 이러한 보도 때문에 이번 아시카가도 누명사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보도피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전의 문제점과 조금은 겹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체포하는 시점에서 

이미 보도해버립니다. 체포한 뒤에 경찰이 기소할지 

기소하지 않을지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불기소가 되었

을 때는 따로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체포만 

되었을 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이미지 만이 남

아 버린다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시아 : 미디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틀

림없습니다. 콜롬비아의 미디어는 사법에 관해서는 정

지적으로 기울어져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

면 정부에게 있어서 이가 맞는 좋은 것을 보도 합니다. 

이것은 콜롬비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한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문은 미디어보도의 의문

일 뿐 어떠한 사건도 이 의문의 근본을 해결하려 는 

방향을 취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에서 보도된 사람은 누구나가 유죄일 것

이 이라고 믿고 그 사람이 무죄를 증명한다고 유죄라

고 하는 오해는 평생 그 사람을 따라 다니게 됩니다. 

만약 미디어가 이 편리성 (便利性)을 정부를 위해 이

용하고 더욱더 사법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간다

면 문제는 더욱더 큰 문제로 비대화될 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각각의 모든 문제에 관한 제어

(制御)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미디어는 아

주 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여러 가지 면

에 관해 제어의 대상 밖이 되었습니다. 미디어는 이제 

어떤 정보를 어떠한 늬앙스로 사람들에게 전할지 미디

어 자신이 생각해야합니다. 

 

회장 3 : 이케다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아동 5 명 교사 3

명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소가 원고를 정신장

해이라고 선언한 하였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에

게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정의인지를 들어보고 싶습니

다. 

 

카타히라 : 이것은 언급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

한 사건으로 원고가 정신장해을 앓고 있다고 인정된 

때에 유족의 부모님에게 있어서 판결을 받아들이게 하

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

겟지요. 저는 유족분들이 피고에 대해 사형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서 우

리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법률은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자신의 아이을 살해당한 부

모님의 마음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만

약 피해자감정만을 고려하게 된다면 공평한 재판은 이

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은 정신장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과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신의 아이가 살인사건

에 의해서 살해되었을 때 저 자신도 지금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병자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는 것은 평등한 법률이고 재판을 전

제로 생각한다면 도리에 어긋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회장 4 :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합

니다. 이 증명서는 일본정부의 법무성에 의해서 발행

되지만 외국인등록증

의 영어명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Alien 

registration card 입니

다. 저의 견해로는 영

어의 alien 이란 다른 

혹성(惑星)즉 지구가 

아닌 곳 에서 온 사람

을 가리킵니다. 저의

질문은 저는 아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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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라는 나라의 출신인데 왜 일본정부는 저희

와 같은 사람들을 alien 이라고 부를까요? 

 

카타히라 : 그렇네요 우선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저

의 의견은 조금도 일본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

니라는 점, 저의 개인적인 감상을 말하고 있을 뿐 입

니다. 일본인은 역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의식은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에 

대한 것은 잘 모릅

니다만. 그 에이리언 

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의 의식이나 일

본인의 의식을 표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 지문, 날인을 강요당하는 등 그러한 

문제도 있기에 일본인으로써 유학생과 교류해가면서 

생각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일 것이라고 저는 생

각하고 있습니다. 

 

회장 5 : 지문과 비슷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러나 지문이나 사진을 강요당하는 것은 세계중 어디에

서라도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가

면 지문을 찍히는데 아주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

으면 안됩니다. 물론 기본적 인권을 생각한다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에 입국 할 때는 긴 줄을 

만들어 순서를 기다리는 것도 없이 직원 분들이 친절

히 도와드립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신발이나 셔츠들

의 벗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것은 일본에서는 일

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관해서는 일본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뿐만이 아

니라는 것을 생각해주십시오. 

파키스탄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법의 독립에 관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근파키스탄에서 사법제

도의 운동이 있었습니다만 당신은 이것이 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린 :  2007 년 당시 파키스탄 전대통령 이였던 팔웨

이스 무샤라프는 최고재판관의 이프티카챠오도리 를 

교체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키스탄의 변호사들

은 최고재판관을 위해 정의를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하

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샤라흐는 최고재판관직을 정치

적인 이유에 의해서 박탈당했지 때문입니다. 이 운동

은 2 년간이어졌고 국민은 이 변호사들을 지원했습니

다. 사법사에 있어서 가장 큰 독립운도이라고 불릴만

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의 결관 2009 년 3

월 15 일 에 현재의 대통령 아쉬흐 아리 잘다리 가 최

고재판관직에서 박탈당한 최고재판장관을 복직시켰습

니다. 그리고 지금 복직한 그는 모든 재판관이 정치에 

관련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개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와 사법제도의 결별에도 임하고 있습

니다. 결과로서 소송의 단축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였

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2009 년 6 월 1 일에 시행되었

습니다. 국민은 이 개정이 사법제도를 독립시킬 것 이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가에 의한 영향

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이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까지와는 다르게 법의 밑에서 판가름 하게 되었습니

다.  

 

야마시타 :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각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질문에 나왔던 범죄 피해자에 대

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등 아주 중요한 문제들 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도 포함해서…… 

 

회장 : 저는 영어를 제 1 언어로 하고 있는 나라의 출

신으로 alien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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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alien”이라는 것은 실제로 미

국 그리고 아마 영국에서도 외국인이라는 의미의 법률

용어로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Alien registration card 에 관한 Alien 은 정확한 

사용법 입니다. 그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민에 관

한 문제로 어느정도의 사람들을 이민시킬까? 의 문제

입니다. 

 

야마시타 :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게***************** 

 

야마시타 : 그럼 재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금 

전에 제시했던 각국의 justice system 의 문제점의 

해결점에 관해서 스피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린 : 법률은 도덕, 공평, 평등에 기초되어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사법제도는 빠르게 , 효률적으로, 

그리고 재판관은 최소한의 시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파키스탄에서는 약

300 만 건의 재판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수인(囚

人)들도 재판소에서부터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사법제도는 각자가 독립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은 정치체제나 국제압력으

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 것들 

전부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공적(功績)이나 

평판(評判), 경험에 기초해서 재판관을 임명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재판관의 

선정을 하는 것이 재판관의 편견이나 불공평등 한

쪽으로 치우친 법 지배를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

는 생각합니다. 이데올로기 또는 재판관의 정치적 

관계가 판결을 내릴 때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것과 

같은 일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재판관으로부터 

부정부패를 뽑아내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부정한 

재판관은 즉시 기소 되어야 하고 성실한 재판관은 

승진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법제도와 일반시민의 양

쪽에 침투 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레오나르드 : 법 정비에 의해서 정부적 조직, 비정

부적조직 양쪽 다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안되

고 더욱더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부정부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법제도는 정부관계로부

터 격리되어 정치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카멜룬 정부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영국법과 프랑스법의 이중 시스템을 

조화 시켜서 하나의 시스템을 발전 시키는 것에 엄

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카멜룬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어권지역의 독립운동

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위의 문제와 같이 중요한 

책무입니다. 관련입법이 성립되지 않으면 안되고 국

민의 인권도 좀더 존중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

한 모든 목표를 달성한다면 우리들의 사회는 좀더 

훌륭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타히라 : 시작하기 앞서 방금 전의 에어리언의 문

제입니다만 저의 대답이 잘못되었다는 점, 사과 드

립니다. 

문제점의 개선책입니다만 첫 번째 기본적 인권에 

관해서는 시민이 정부의 해동을 감찰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는 미디어가 경찰 쪽에서의 정보에 의존하지 말아

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사용방법으로서 재판이 

끝날 때 까지는 정말로 그 사람이 범죄자 인가를 

보류해서 보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찰의행동들 자백의 강요 등 을 감

시하는 방법 사기화 녹음 이라고 하는 취조의 과정

을 녹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자백을 얻어냈

는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이고 몇 번

이고 10 시간, 1 주일 동안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자

백이라면 그 자백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헌법 제 9 조의 문제 입니다만 여기에 

있는 일본분들 에게는 여러가지의 이론(異論)이 있

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일미안전보장조약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

서는 이라크전쟁에 실질적으로 참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미국과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과 같은 상황에서 중동(中東)의 사람들과 어떻게 생

활 해가야 하나?  무기를 수송한다. 즉 자신의 친구

에게 칼을 건네고 그 친구가 사람들 찌른다. 이 때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이 끝나는 것 인가? 그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만두기 위해서는 일미안

보조약의 파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9 조에 관해서입니다만 일본에 미군이 

있다는 점과 일본에서 MD 시스템이 가동하고 있다

는 것은 아시아에 있어서 상당한 위협이라고 느끼

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사람도 보통의 위협이라고는 

느끼고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의 북한

이라고 하는 의식뿐만이 앞서서 그것에 대항 하려

고 하는 의식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협을 받

고 있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위협을 

주고 있는 쪽일 지도 모릅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

에게 대해서 위협을 주고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

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51 번째의 주(州)가 아닌 아시아의 일국으로

서 일본으로서 행동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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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시아 : 인권을 지키는 것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

도 국가라고 하는 큰 조직을 만드는 이상 아주 중

요한 것 입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다수의 인권문제활

동가들이 정부에 의해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그들을 위험인물 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

니다만 물론 그러한 사실은 일절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새로운 법에 관하는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만 이것은 20 년전에 뉴질랜드에

서 시작되어 그 뒤에 유럽이나 캐나다, 미국, 오스

트레일리아로 퍼져간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중남미

의 몇 군대 인가의 국가에서도 이 사법제도를 취하

기 시작 했습니다. 이것은 수복사법(修復司法)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사법제도와는 다

른 것 입니다. 이 생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문제를 

함께 해결 해가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발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설명을 받을 권리, 유효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가해자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중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

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 하고 있습니다. 이 제

도는 가해자에게 형벌을 주고 또한 피해자에게 무

엇인가의 배상을 지불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

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나쁜 영향

밖에 주지 않습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배상금으로 

막대한 돈을 받는다고 해도 가해자에 대한복수심은 

분명 마음한구석에 남아 있어서 그것이 때로는 폭

력이라는 형태가 되어서 새로운 범죄를 낳을 지도 

모릅니다. 

 

야마시타 :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질의응답 및 의견

발표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발표한 해결방법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발언을 

부탁 드립니다. 

 

회장 : 우리나라에서는 수 년 전부터 부패방지감시

기관이라고 불리는 기관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관

의 구조는 감시기관

이 범죄자들을 찾아

서 투옥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

들의 국가에서는 사

법제도를 감시하는 

이와 같은 조직이 성

립되어 있습니까? 우

리들은 아직 출판업

계의 발행물을 감시

하는 신문평의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행물의 

안에는 재판으로 죄

가 명확해지기 전에 

유죄인 것과 같이 써

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 써져 있는 사람이 신

문평의회의 도움으로 무죄라고 알려지게 되면 쓰여

진 사람은 그 기사 발행물을 재판소에 가지고 가는 

것이 가능 합니다. 당신들의 나라에도 보도를 감사

하는 것과 같은 평의회가 존재합니까? 

 

노린 : 파키스탄에서는 어떤 조직이 있어서 조직은 

정치가문의 부정부패가 있는가? 없는가? 를 감시하

고 있습니다만 안탑갑게도 그 조직자체도 부정부패

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중에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 재판소에 도입되었

고 곧 바로 기능해서 효과를 올릴 것 이라고 희망

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관해서 말하면 정부는 미디어에 대해 엄

격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독립해있지만 

때때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에는 

미디어가 공평성을 가지게 하기 위한 조직이 있습

니다. 만약 미디어가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이라

고 보도해버린 때에는 미디어는 독립으로 움직이고 

독립으로 개선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즉 

파키스탄에게 있어서는 미디어가 독립해 있다는 것

입니다. 

 

레오나르드 : 부정부패는 전세계의 문제이며 그것을 

대처하는 조직은 세계 중 어디라도 있다고 생각합

니다. 그러나 모든 조직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부정부패에 맞설 수 있

는 방법은 의식의 개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 안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자

식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과 같이 처

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

해야 하지 않을 까요?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거짓

말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부모님의 말을 잘 듣게 하

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행위는 아이들에

게 거짓말을 하는 태도를 키워서 그들이 성장했을 

때 그 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부정부패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생각의 

완전한 변화가 부정부패를 전멸시킨다고 생각합니

다. 

 

카타히라 : 일본에 관해서 입니다만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지금 추진 되어져 있고 재판원재판이 도입되

고 곧 있으면 재판이 나올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재판이 짧은 시간, 간단

하게, 긴 시간 의논 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인

해서 잘못, 누명 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미디어를 감시하는 조직은 있는 것 인

가? 라는 질문입니다만 일본도 일단 그러한 조직은 

있습니다「미디어와인권위원회」라는 것을 들으신 분

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문

사나 방송국에 제출하는 권고는 강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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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러한 미디어

의 움직임을 역으로 정부가 감시해 가자는 움직임

이 있습니다. 사생활보호법에 의해 피해자의 이름을 

보도기관에 공표하지 않는 등 그러한 정보의 컨트

롤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감시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시민의 목소리를 낳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랑시아 : 똑같이 콜롬비아에서도 정부나 사법제도 

중에 부정부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법에 의해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조차 

부정부패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부나 정치가 등의 

Top 의 자리에 선 사람들 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

면 이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은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역단위부터 시

작하는 것 입니

다. 전의 패널분

이 말한 것 처럼 우리들은 가족안에서 부터 사고방

식 자체를 바꾸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복사법과 같은 시스템이 

좋은 것 입니다. 콜롬비아에서는 고향의 지역사회부

터 수복사법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와 

지역사회전체와의 사이에서 화해를 도모하려고 하

는 것에 의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했습

니다. 경찰도 사법도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스스로 대처하는 것으로 정했습

니다. 이 시스템은 실적이 쌓이고 지금까지도 성공

적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5 년전 정부는 수복사법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도

입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잘 기능 했지만 정부에 의

해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도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아니라 지역사회

가 수복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시스템운용 했다면 

몇 십년이상 성공적으로 지속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방금 전에 말씀 드린 지역사회 이외에도 수복사법

을 도입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앞으로 두 곳 존재합

니다. 이것은 사회문제의 개선이나 또는 지역전체로

서의 생활의 질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이 지역사

회는 10~15 년전 까지는 아주 빈곤하고 폭력이 끊

이지 않는 마을 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사회

는 아직까지 빈곤 합니다만 폭력은 보이지 않습니

다. 왜냐하면 폭력에 의한 피해를 주민의 마음에의 

고려나 마음의 교육에 의해 없애려고 했기 때문입

니다. 수복사법은 정치화나 비효율, 누명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람들이 어

떠한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는지 사법의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스스로 부정행위를 

고칠 책임 지겠지요. 또한 피해자도 이와 같이 책임

을 집니다. 피해자는 그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행

동합니다. 가정이나 지역사회도 똑같이 피해자나 가

해자를 돕기 위해서 함께 행동합니다. 물론 이 시스

템은 감정이 관련되기 때문에 단순한 것이 아닙니

다. 단지 사람들의 감정 위에 서서 행동하는 것에 

의해서 피해자 가해자 양자의 시선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양자의 입장을 이해 했을때 그 상황을 해

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복사

법은 지역사화부터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정치도 없고 금전적인 징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장 : 콜롬비아 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

신은 범죄자와 대화를 하는 것 으로 부정부패을 해

결하려고 하고 폭력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

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전세계의 일정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

다. 그러나 몇 명인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

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이곳에 자신의 나라에서의 경

찰이나 관헌의 인간이 와있지 않은지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약 정부

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한다면 정부는 사람

들 전원이나 경찰전부의 정부조직을 동원해서 억압 

해옵니다. 만약 부정부패의 문제에 맞서고 싶다고 

발언 했다면 보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는 부

정부패에 맞서는 것은 그만두자 시간이 해결해 준

다. 라고 발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은 

어려울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건을 정치적 논리적으로 해

결하는 대신에 생명공학의 테크놀러지에 의해서 우

리들의 머리로부터 부정부패를 하게하는 대에 관한 

DMA 를 찾아서 그것을 뽑아내는 것을 추구해야 되

는 것이 아닌가? 장래 우리들은 정부의 리더들에게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되어 그 결과 그들의 국가는 

부정부패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시아 : 우리들은 그「테크놀러지」를 자신들의 마

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들은 스스

로의 세대를 우리들 만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 하

지만 스스로의 마음이나 가족의 마음을 바꾸는 것

은 가능합니다 미래 어떠한 아이들 사이에서 범죄

가 DNA 에 의한 것 이라고 하는 발언에는 반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이익을 가지는 것만을 가르치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 우리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들은 어떠한 때라도 그것을 가지면서 자라게 됩

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익을 기대하는 것에 의해

서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장 : 수복사법제도는 콜롬비아의 어느 곳에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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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었을까요? 그 제도는 폭력을 폭력을 줄이는 

것이나 강자와 약자의 차를 줄이는 것에 관해서 어

느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

요. 

또한 저의 친구에게 어떤 E-mail을 쓴 주부의 이야

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 중에서도 자신은 병에 결

려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그 친구는 그 메일을 

다른 친구에게 송신하고 드디어 인터넷에 투고 했

고 최종적으로 그 병원은 그 코멘트를 발견했습니

다. 병원은 그녀를 병원에 피해를 주었다고 고소했

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녀는 무죄이 였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

까?  

 

프랑시아 : 수복사법은 10 년전에 시작되어 200 의 

지역사회가 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는 최근 5 년간에 이정도 밖에 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마을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빈곤하고 폭력

이 끊기지 않는 마을 이였습니다. 그 제도는 사람들

이 자신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서 그리

고 복수로부터 서로 죽이는 것을 끝내기 위해서 시

작 되었습니다. 그 지역사회의 리더는 가해자에게도 

패해자 에게도 접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자도 나중에는 장래의 범죄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규모는 작았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처음에는 

지역사회를 따라서 접견했습니다. 그것이 수년간 계

속 되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앞에 

앉아서 서로의 사이를 돌려 놓르려고 하는 것은 간

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중개(仲

介)하는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

안에서만 가능 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중개의 전문

가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로는 아직까지 

마을은 빈곤한 사람들은 있지만 생활의 질은 향상

되었고 폭력발생률은 내려 갔습니다. 그 제도는 정

치와의 관계를 끊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정상

의 지원을 정치가와 연결되어있지 않은 조직으로부

터 얻고 있습니다. 수복사법제도는 지역사회의 힘을 

나타내는 좋은 견본이면서 콜롬비아의 몇 곳의 다

른 지역에서도 도입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

가에의 제도도입은 아직 어려운 상황 입니다. 3 년전

의 대통령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역시 부정

부패에 의해서 오염되어 벼렸습니다. 

 

야마시타 :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

문에 질의응답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의 종합

토론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테마는 사법의 문제였습니다. 화제는 누명이

나 정치부패, 차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로 퍼져나갔

습니다만 어느 것이든지 흥미 깊은 것 이였습니다. 

사법은 국가나 사회의 정의를 관철하기 위한 것 이

라고 처음의 인사말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각국이 

공통으로하는 정치부패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

럼 justice system 이 반드시 우리들의 justice 에 꼭 

들어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justice 가 

있고 우리들의 justice 가 있고 개개인에 의해 다른 

justice 가 있습니다. 많은 인간이 공생하는 사회 속

에서 우리들의 justice 를 보다 좋은 형태로 실현하

는 것은 어떠한 형태가 좋을까? 여러분도 생각해 

주세요. 이것으로 종합토론을 끝내겠습니다. 긴 시

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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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문 조사 집계 결과 참가자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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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설문 조사 집계 결과 

 

설문 조사는 제 7 회 다국적 합숙에서 각 기획 반성과 참가자의 목소리(의견)를 듣기 위하여 취하기 시

작한 것이다. 처음으로 인상적 이였던 기획, 지루했던 기획을 집계한 것을 아래에 나타냈다. 다음으로 참가

자가 “다국적 합숙을 통해 배운 것” 마지막으로 의견 요망을 정리했다.  

 

 

 

아이스 브레이킹 

○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모두”를 의식하고 몰두하는 것에 재미있고 좋았다. 

○ 서투르면서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유학생과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 인원수가 너무 많아 의사 소통이 어렵다. × 자기소개에서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 

분과회 

○ 타국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 지금까지 몰랐던 자신의 나라의 일면이 보였다. 

○ 새로운 관점을 발견했다. × 자신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다. 

× 자신이 선택한 분과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 장소비율을 좀 더 생각해 주길 바랬다. 

다른 문화 소개 

○ 모두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원을 만들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춤을 추거나 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 같은 지구에 이렇게 나라마다 특징이 있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참여할 수 있었다. 

○ 이름도 모르는 처음 만난 사람과 사이 좋게 춤출 수 있었다. 

댄스 시간 

○ 함께 춤춰서 즐거웠다. ○ 많은 소중한 친구가 생겼다. 

○ 유학생의 분위기가 무척 즐거웠다. ○ 음악으로 장내의 사람들과 일체감이 되어 춤을 춰도 위화감이 없

었다. 

○ 언어적 지식이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즐길 수 있었다! 최고! × 방이 좁았기 때문에 

종합 토론 

○ 식견이 넓어진 것 같다. ○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고 토론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좋

았다. 

× 중요한 토론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어려웠다. 가까운 문제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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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 번역이 충분하지 않았다.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다. × 참가자 전원의 참여 의욕을 느낄 수 없었

다. 

모두의 시간 

○ 스포츠는 언어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 전날 만난 사람과 더 친해졌다. 

× 규칙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다. × 시간이 더 길어도 좋았다. 

휴식 시간 

○ 누군가에게 말을 걸면 모두 응해 주었다 ○ 바로 친구가 되었다 × 무엇을 해야 좋은지 모른 채 한가했

다. 

이 합숙을 통해 배운 것 

・자신부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자신이라는 개인이나 인간성 

・벽을 만들지 않는 것. “다르다”에 대하여, 그것이 왜 그런지 알려고 하는 것 

・다른 나라에서 자란 까닭으로 가치관 사고 방식의 차이를 알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외국인과 대화하

기 위한 마음가짐 

・어느 나라 사람도 모두 같은 인간이라는 것. 모두 함께 춤추면서 느꼈다 

・많은 사람이 있고, 모두 각각 다르다고 생각했다. 

・자국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어가 공용어이지만 영어에만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일본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마음이 있음으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일본 불교의 이야기를 통해, 신도와 일본 종교의 변천 등을 알 수 있었다  

・나라는 달라도 자신이 호의를 가지고 말을 걸면, 상대방도 그것에 부응하여 웃는 얼굴로 말을 걸어 준

다. 

・일본인의 언어 커뮤니케이션의 낮음 

기타 의견, 요망, 감상 

・같은 국적으로 굳어진 이미지가 강했다. ・1 박 2 일은 인원에 비해 좀 짧다. 

・정말 즐거웠다. 반년에 한 번 개최하고 싶다. 

・아주 잘 구성되어 있고 충실한 이틀을 보냈다 

・일본인의 소극성, 수줍음이 두드러졌다. 더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합숙이 더 있으면 좋겠다. 

설문 조사 강평 

설문 조사에서 이 합숙이 만족도 높은 합숙 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즐거웠다”, “다른 문화를 알게 되

었다”,“몰랐던 문화와 의견에 접촉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자신이라는 인간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국인 = 서양 이라는 구도의 일본

을 알았다” 라고 하는 의견도 많았다. 타인을 아는 것 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알게 되면서 자기를 알고, 

자신을 바꿔 나간다. 다문화공생에 향한 소지가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한편, 과제도 많이 보였

다. 

방 분배나 시간관리 등 스텝의 준비부족과 미비를 지적한 것. 또한 종합 토론의 주제에 대해 어렵다, 내

용을 좀더 깊게 하길 원한다는 요구, 지적도 많이 받았다. 다문화 공생 사회로의 도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곤란한가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아는 좋은 기회로 교훈화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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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감상문********************* 

 

다국적 합숙을 마치고 

가고시마대학, 가고시마 국제대학 비상근강사 한상균 

저는 2009 년 6 월 13 일 (토) ~ 6 월 14 일 (일)까지 1 박 2 일 동안 

가노야에 있는 “오스미 자연 청소년 자연의 집”에서 열린 2009 년 

(제 9 회) 다국적 합숙에 참가하여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실로 많은 

스텝과 참가자들이 하나가 되어, 시간 낭비가 아닌 매우 충실한 1 박 

2 일을 보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 드립니다. 제가 느낀 것을 간단하

게 말하자면, 세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여러 나라가 있습

니다. 각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살아 있습

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다국적 합숙에 참가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과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은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다국적 합숙은 상대방을 알기 위한 첫걸음, “만남”의 장소였

습니다. 

저는 올해로 일본 체류 기간 16 년이 되었지만, 이렇게 많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만난 것은 16 년 만에 

처음인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16 년 전에 일본에 와서 지금까지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고 했지만 이번처럼 

짧은 기간에, 게다가 한 장소에서 만난 것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세계는 넓고, 그리고 각 국가는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즉, 국가는 다르지만, 그 

나라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생각은 세계 어느 나라도 동일하다는 것 입니다. 이제는 다문화 사회 다양화 사

회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중심으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가치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좁고 얕은 생각과 가치관을 전파하지 않으

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국적 합숙 점점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합숙 감상 

법문학부 인문학과 3 학년 토오리야마 코코로 

 

저는 처음으로 이 다국적 합숙에 참가했습니다. 시작 전에는 최근 전혀 외국어를 접하지 않았던 것도 있

고, 불안한 마음 이였습니다. 하지만 합숙을 마친 지금은 갔다 와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국가의 문화 소개를 보는 것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 때

의 주위 참가자 분들의 다른 문화를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자세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노래와 춤의 소개 때는 어김없이 모두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노래하거나 춤을 좋아하는 생

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분과회와 종합 토론을 체험하고 강하게 의식한 것은 각 나라가 각각의 문제를 안고 있고, 사람들은 그 속

에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특히 종합 토론에서는 자국의 상황에 대한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공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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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분과회는 소말리아 분쟁에 대해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만, 이것도 또 깊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

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고 ‘어떻게’가 아닌, ‘거기 사는 사람에게 평화란 어떤 것인가?’ ‘자신의 나라의 

언론 보도의 한 분…’ 등, 분과회 이외에도 참가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선택은 두 개뿐이라는 것

이 안타까운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1 박 2 일의 이 합숙, 정말 내용의 꽉 찬 좋은 캠프였다고 생각합니다. 

스텝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국적 합숙에 참가하면서  

가고시마대학 법문학부 인문학과 후쿠미야 토모요 

 

처음으로 참가했는데 분과회 및 문화 소개, 게임 등 다채로운 내용을 통해 각국의 사람들과 말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날 분과회는 “언론의 자유”에 참가했습니다. 중국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며 중국의 패널

리스트가 중국 국내 언론의 자유에 대해 너무 비관하지 않고 “개선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

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의 의견도 나오고, 국가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

습니다. 단, 설문 조사 분석이 가혹한 것이 유감이었습니다. 귀중한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답 자의 

국적별로 분석하는 등의 경우에 더 흥미로운 고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은 다른 문화 소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패션 이였습니다. 참가자가 각 출신 국가의 전통 의상을 

선보였습니다. 의상의 특색과 화려함 이상으로 내 인상에 남은 것은 입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민족 의상에 몸을 감싸고 손을 흔들며 걷는 각국의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밝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표정

에서, 출신 국가와 자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전해져,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것과 문화 공생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다음날 종합 토론의 주제는 “justice” 각국의 사법 시스템과 문제가 소개되고, 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

루어졌습니다. 각 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알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게임 및 분과회, 숙박 객실이 함께하는 등 함께 했던 유학생과 인사와 미소로 금방 마음을 터놓고, 휴식 

시간에 생활 습관이나 유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어깨, 팔꿈치가 뻣뻣해지지 않고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외국인에 대한 마음의 벽을 없애는 위해서는 이 다국적 캠프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과회는 

놀이와 음악 등의 부드러운 테마에서 사회 문제와 경제 등 딱딱한 주제까지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다국적 합숙의 매력입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한 동경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고민과 문제를 

공유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숙에 참가하여 각 국의 문제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스텝 여러분, 참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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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국적 합숙 실행 위원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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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 합숙 리뷰 

가고시마대학 대학원 이공학연구과 

총무 오카다 타카시 

 

“사람과의 만남이 있으니 참가해 보지 않겠느냐?” PC 의 메신저를 열어보니 작년 다국적 스텝의 가벼운 

권유를 받았다. 다국적 합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지 않은 채 우선 스텝으로 참가 해보기로 했

다. 첫 번째 모임에 참가하니 일본어와 영어를 사용하면서 담담하게 논의가 

진행되어 있어서, 그 박력에 압도되었던 것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래도 주

위를 돌아보면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스태프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 

교류가 깊어지면 기쁘다고 생각하여, 한층 의욕이 생겼다. 

스텝에게 주어진 준비 기간은 단 2 개월. 솔직히 이 기간만으로는 부족하다

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금방 지나간 2 개월은 충분했다. 그 이유는 스텝 간

의 연계가 밀접하게 도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총무 홍보를 담당하고, 개최

할 수 있도록 모색하면서 노력했지만 준비 방법을 몰랐으며, 도중 횡설수설하

게 되었다. 그 때 나를 지지해 주신 것이 미키 언니, 히로시, 마키노, 카마짱, 

코다마 씨, 밧시, 등 다른 많은 다국적 스텝이었다. 첫날 접수처에서 단 4 명

밖에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할 수 있을지 불안에 했지만, 그 불안도 날아가는 것처럼 마감 때 참가자

가 400 명 이상이 되어 안심하고 6 월 13 일 까지 돌진 수 있었다. 

1 박 2일 합숙에서는 각국의 유학생이나 외국인과 접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어도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기뻤다. 스텝으로 일하는 틈틈이 이름표를 빼서, 일반 참가자로 많은 사람과 

접할 수 있었다. 재미있었던 것은 유학생과 심야 늦게까지 말하고 있을 때 “피곤하지 않은가?” 라고 질문하

면, “나는 어린 시절,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관례였다. 지금 시간이 즐겁기 때문에 전혀 

피곤 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던 것이다. 풍족한 생활을 당연하게 지낼 수 있는 날들이 행복

이라 느끼지 않았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이 2 일 통해서 이번 주제인 ‘다문화 공생 사회 구축에의 도전’이

라는 본연의 자세에 대해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공간을 공유 할 수 있는 

경험에서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경계선이라는 느낌 없이 서로의 생각을 들어 보는 것이 캐치볼의 처음 단

계라고 느꼈다. 지내온 환경이나 인생은 국적에 관계없이 천차만별이다.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은 아마 불가

능에 가까운 것이다. 차이는 있는 것이 당연하다. 말로 잘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

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월을 하지 않고 회색 영역과 잘 사귀어가는 것이 공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의미에서 선량한 면이 있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문화의 수용이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이 다국적 합숙이다. 아이치현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에 

가지 않아도 꿈의 이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은 이 곳뿐. 나는 정신을 차리니 대학원 2 학년. 무사히 졸업 해 

버리면 내년에는 다국적 스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하다. 유급 할까 고민도 해왔다. 만약 그것을 실행해 

버리면 부모님에게 혼이 나겠지.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정도 가치가 있는 이벤트였다고 생각한다. 이 책자

를 보고 있는 분은 일반 참가자, 어쩌면 스텝으로 다국적 합숙에 참가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분명 생각

이나 감정이 변화 될 것이 틀림없다. 

 



90 

 

“국제 교류”의 뿌리에 접하며 

가고시마대학 법문학부 법정책학과 

회관 튜터 KUFSA 담당 히다카 아오이 

 

다국적 합숙에 참가는 스텝으로서 올해로 2 번째였던 것이지만, 지난해 느낀 것과는 또 다른 충실감과 성

취감, 그리고 자신에 과제에 주의해야 할 것이 되었다. “다문화 공생 사회 구축에의 도전”을 목표로 준비하

고 있던 우리였지만, 과연 그 준비 과정에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 다시 

묻고 싶다. 

올해는 지난해의 반성을 살리는 형태로 KUFSA 에 유학생에 대한 호소를 의뢰

하고, 메인 스텝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말을 걸어 합숙에 준비를 진행해왔다. 

먼저 부딪친 것이 언어 장벽이다. 다음은 업무 방식의 차이, 생각의 차이인 것이

다. 방대한 작업량을 협력하여 처리해 나가는 것은 같은 국가 간의 사람이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더욱 모국어가 다른 사람끼리 함께 하는 것의 어

려움을 새삼 느끼게 했다. 나 이외의, 특히 기획을 총괄했던 부서의 일본인 직원

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공동 작업을 지낼 때 소중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상대를 “받아들인다”자

세를 잊어버리면, 서로의 거리가 순식간에 멀어진다. 일본인 스텝이 많지만 그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일

본어로 회의가 진행해 버려, 유학생을 내버려 두고 해 버리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것이 뛰어난 예제 것이

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올해 협력 해준 유학생 담당자는 서로 타협하려는 우리에게 스스로 다가와주는 사

람이 대부분이었다. 그 부드러움과 협력 태세에 힘입어, 당일까지 함께 작업을 해 나갈 수 있었다. 어느 틈

에 벌써 일본인 방식을 상대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면 개인적으로도 많이 반성할 점이 떠오

른다. 

올해 제일 반성으로서는 “왜 다국적 합숙을 할 것인가”를 일본인, 유학생 스텝 모두에게 확인하고, 서로 

공통 인식을 갖는 기회를 만족하게 만들 수 없었던 것이다. 1 박 2 일 대형 이벤트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

고 끝내는 것 ≠ 성공 이라는 인식이 과연 어느 정도의 스텝의 머릿속에 있던 것일까. 다른 나라, 다른 문

화, 다른 풍습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슨 뜻인지 실감할 수 있었을 것일까. 이 캠프는 국제 교류의 

구현을 통합하는 형태로, 오스미 청소년 자연의 집에서 1 박 2 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다시없는 훌륭한 기

회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로지 준비가 힘들었다, 바빴다라는 감상뿐 끝내 좋은 이벤트가 아니라고. 그래서 

참가자 이상으로 합숙에 많은 준비를 해온 메인 스텝은 준비 과정부터 당일까지 느낀 것이나 얻은 것을 잊

지 않았으면 하고, 앞으로의 인생에 환원하고 싶다고 생각 할 것이다. 나 자신도 앞으로의 자신의 에너지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다가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는, 혼자 독선적인 접근 방식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다문화 

공생 사회 구축에의 실현은 있을 수 없다. 3 개월 미만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몸으로 재인식한 것이다. 그것

에 집중해서 좋았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제 9 회 다국적 합숙에 관계 협력 해주신 모든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들고 싶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두

는 쓸 수 없다.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지지해 준 동료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고 

싶다. 이 캠프에서 생긴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가도록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 캠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1 박 2 일을 위해 노력하는 메인 스텝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기뻤습

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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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합숙을 마치고 

가고시마여자단기대학  

시마다 아이카  

 

 당일을 맞이해 준비가 분주 것에 비해서는, 당일은 거기까지 큰 문제없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다. 

선발대로서 분과회 위치와 각 숙소의 종이를 붙인 것이 매우 힘들었다. 팜플렛에 

실려있는 지도가 잘 알지 못하고, 또 기도 객실과 탁아소, 참가 인원이 늘고 숙박 객

실에 변경이 있을 것 등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 번 붙여 실수했다, 카타히라 씨랑 와

카마츠 씨과 협력하면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아이스 브레이킹를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분과회의 시간은 주최자 (노구치 씨)의 원활한 진행과 고급 통역사 분 (手嶋 씨)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 문제없이 시간은 흘러갔다. 하나 느낀 것은 분과회의 참가자가 매우 의욕적으로 분과회에 참가하고 있

으며, 보다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노구 치 씨의 분과회는 테마에서 보더라도 미래의 생

태학를 생각했다. 조금 높은 수준의 화제였기 때문에 노구치 씨 자신은 조금이라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환

경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진행 방법이었다. 그러나 지금 참가자 설문 조사를 보고 되돌아 보

면, “에코비렛지 소개는 알았지만,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했다” “노구치 씨 자신의 환경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었다”등 양보다 질을 요구 의견이 눈에 띄었다. 참가자의 요구에 맞추어 80 분 (설문 조사 시간을 

제외하고 70 분)에서 어떻게 양질의 분과가 있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처음 이 캠프에 참여한 것이지만, 합숙 당일은 물론 그 이전의 준비 단계에서 배우는 것은 많았다. 당일

에 대한 준비 기간부터 당일까지의 기간은 각국의 유학생에 대한 배려와 각 스텝에 대한 배려가 중요했다. 

스텝의 업무는 예상보다 바쁘고, 학교 공부와 양립시키는 것이 힘든 경우도 있었다 하더라도, 당일 즐거웠

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내 자신의 다문화 공생에 첫걸음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다국적 합숙 감상 

가고시마 국제대학 

종합 토론 담당 조자룡 

 

다국적을 알게 된 것은 원래 스텝이 입고 있던 T 셔츠였다. 그리고 이전의 보고서를 읽고 신선하게 생각

했다. 그 두께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인쇄되어 있던 다양한 의견을 보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종합 토론은 그 일부이다. 이번 준비 중에 이공계를 전공하는 학생과 몇몇 만

났다. 모두는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과 계의 나보다 말을 잘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을 논하는 것은 전공이 상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언론의 자유”라는 분과회에서 중국의 많은 미묘한 문제를 언급했지만, 

내 생각과 같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논의 후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언

론은 근질근질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사람들을 부추겨 세우도록 한다. 

실제로 방송에서 전문가가 해설하는 과제를 모두가 대화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의미 깊다고 생각한다. 

종합 토론도 마찬가지다. 비난이 강하지만, “엉덩이가 아프다”는 많은 의견은 토론 내용과 관계 없다. 앞

으로 인쇄되는 내용을 읽으면 공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다. 능숙한 통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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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본어의 의견을 영어로, 영어의 의견을 일본어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번역 수 없는 것이 있다. 예

를 들어 “친구”라는 것. 다른 언어로 “친구”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데, 친구에 대해 외국인은 일본인과 다

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일상에서의 “공생”는 어렵다. 하지만 심리학자가 말한다. 인간은 여러 가지 체험하고, 흥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뻗어나가는 것이다. 다국적 합숙이 좋은 체험을 하는 기회로 있으

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염원의 T 셔츠가 만들어 있지 않지만, 보고서는 말하길 바라는 것이다. 

 

제 9 회 다국적 합숙을 마치고 

가고시마대학 법문학부 법정책학과 

분과회 담당 카타히라 토모히로 

 

“이제 내년에는 다국적 스텝은 하고 싶지 않아”유학생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다. 

“일본인 스텝의 의견만 통하고 자신의 의견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계기는 사소

한 엇갈림 이었지만, 지금까지 쌓아있던 불만이 단숨에 넘쳐 던 것 같았다. 우리 

일본인 스텝의 무심한 행동이 어느새 소외감을 미쳤다. 유학생의 이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다국적 합숙을 하고 있는 것일까”하고 허무감에 

빠지고, 생각에 잠겨 버린다. 유학생과 함께 일을 하기 어려운 언어 문제, 문화 습

관의 문제, 사소한 계기로 엇갈림, 상대에게 소외감을 미치게 하였다. 

올해 다국적 캠프는 굉장했다. 정말 분위기가 좋고, 참가자들의 웃는 얼굴이 매

우 인상적이었다. 많은 유학생들이 함께 노력해 주었다. 스텝의 노력도 있지만, 이것은 무엇보다 회관 튜터

도 하고 있는 KUFSA 담당의 공헌이 크다. 그녀의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과 유학생의 배려, 그리고 그것

에 응답했던 유학생의 협력이 없었으면 이번처럼 즐거운 다국적 합숙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한 다국적 합숙도 준비 단계에서 외국 유학생들에게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스텝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보고서에서도 썼지만, 다국적 캠프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유학생 (스텝에 한해 없이 모든 유학생)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함

께 준비하는 일본인 스텝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일본인 스텝은 “공생 사회”라는 주제를 위

해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생각 할 필요가 있다. 회의를 일본어만으로 말하는 것, 설명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일을 맡기지 않을 것, 바쁘니까 유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 등 이런 사소한 것이 문제이다. 자신의 보통

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소외감을 미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에서 바꿔보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교제에서는 유학생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학생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 함께 술을 마시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노는 것도 좋다. 단지 그 때 머리 

위에 이런 문제가 있음을 생각했음 좋겠다. 이렇게 하면 분명 생각지 못한 순간에 그, 그녀의 진짜 마음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가는 것,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생각해 두는 것, 이러한 겹쳐 쌓임이 앞의 

공생 사회이다. 다국적 합숙 스텝이야 말로, 그것을 실천하고 가면 좋겠다. 다시는 유학생에게 소외감을 미

치지 않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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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합숙 감상 

가고시마대학 법문학부 법정책학과 

기록, 종합 토론 담당 야마시타 치에 

 

해석이 아닌 변혁을. 

나의 좌우명이다. 원래는, “철학이 지금까지는 사회의 해석에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의 변혁을 위해 사용하자”라는 말이다. 제멋대로 언어의 후

반만을 뽑아 철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석에 시종하지 않고 자신이나 주위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에 쓰고 싶다는 의미로 바꾸어 좌우명으로 하고 있다. 이

번 다국적 합숙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말을 실감할 수 있었던 합숙이었다. 후회

뿐 이었지만, 자신의 적극적인 개선 사항이 되기도 했다. 

이번 내가 담당하는 부서는 챠이코로(육아), 기록, 그리고 종합 토론이었다. 종

합 토론은 끝까지 헤맸다. 어쨌든 테마가 정해지지 않는다. 결국 최종적인 주제가 정해진 것은 합숙 이전 

화요일. 게다가 “사법”이라는 통역도 이해를 구하기도 어려운 테마. 물론 실전에서는 준비 부족은 부정할 

수 없었다. 토론자로 맛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회장의 의견 반영도 생각보다 못했다. 2,3 일에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했다. 패널 라인이 좋고, 처리 형태가 되었다. 

자세한 원인 등에 대해서는 종합 토론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무엇보다도 유학생을 변경

하지 않고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계속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다. 만

일 가능하다면, 사람과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요구 싶지 않다고 

라고 말하면 좋은 모양으로 떨어져 버리는 느낌이 든다. 결국 일을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 관계의 커

뮤니케이션이 어렵다. 할 수 만 있다면 혼자서 하고 싶다. 그 영향이 알기 쉬운 형태로 나와 버렸다. 다국

적은 커뮤니케이션, 일본 교육의 장.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할 수 없다. 원래 자각이 없었다. 이번에 

드디어 알기 쉬운 형태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의사 소통 능력 부족, 귀찮다 생각한 일면

을 이벤트 결과에 따라 눈앞에 대해서 붙여졌다. 자신의 성장을 다국적 합숙의 메인 이벤트라고 해도 좋은, 

종합 토론의 실패를 보상 해 버린 것은 너무 후회된다. 그러나 나로서는 아주 큰 수확이었다. 

올해는 합숙 전체에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 요인은 유학생을 잘 끌어들인 것이다. 분위기가, 즐거

웠다, 라는 이벤트에는 반드시 유학생이 분위기 좋은 역할의 중심에 있어 줘서 더욱더 일본식의 힘든 시설 

규칙을 잘 전해주기에 충돌이 적었고, 서로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일본인 스텝만이 이룰 수 없고, 당연히 

유학생만으로도 이 내용과 규모는 실현될 수 없다. 물론 실제로는 뒤에서도 문제가 산더미 같다. 그렇지만, 

그런 풍이 조금은 느껴진다. 그래서 자신이 담당하는 종합 토론이 제대로 유학생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불발

로 끝나버린 것이 너무나 아쉽다. 

내년에는 취업활동이 있어, 메인 스텝은 할 수 없다. 

4 회 합숙 참가 기회 중 내가 직원 참여하게 된 것은 2 회뿐이었다. 기록만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느낀 

실감은 좀처럼 얻을 수 없었다. 작년 보고서에 실린 글. 역시 기록으로 합숙을 해석하는 태도를 철저하게 

했다. 나 자신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올해는 합숙을 통해 자신을 변혁하는 인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

한다. 

 

Yusuf Shuaib Bin Ibrahim 

석사과정 지구 환경 과학 전공 

가고시마 대학 유학생회 스포츠 ･세크레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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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먼저, 다국적 합숙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성공을 이끌기 위해, 모든 스

탭에 의한 멋진 노력에 대해 최대한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스태

프의 한명으로서, 세계에서 모인 다른 문화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모은다는 어

려운 일을 실현 시켰습니다. 실행위원회의 스태프들의 협력과 열의가 없었다면, 

이 다국적 합숙을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열의

와 의욕이, 결과적으로 다국적 합숙의 품질과 효율을 크게 향상 시켜, 모든 스테

프들에게 “축하해”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2007 년에 일반 참가자로서 참

가하였고 올해는 행운처럼 스태프가 되어, 처음으로 “마음의 가시”를 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의

견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에 의한 팀웍의 이해, 건설적인 미팅, 그리

고 일본어 능력의 향상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저 한번 참가하는 것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

고,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문화・종교・사회에 대해 알고 세계의 많은 친구를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분과회의 주최자로서, 이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국가를 소개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묺와와 생각을 참가자와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한다면, 우리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즐기며, 또한 엔터테이먼트가 아닌 교육의 일환의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다행입니다. 

 우리들 스태프는 때로는 모든 참가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결점

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스태프가 많은 노력을 하며, 가능한 한 완벽에 가까운”최고의 일”을 성

공하려 했다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이 이벤트가 올해보다 더 품질 좋게 매년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의 벽을 허문다면, 이 이벤트를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

으며, 글을 마칩니다. “뜨리 마카시”(감사합니다) 

 

 

Md. Imranul Hoq 

박사과정 응용 생명 과학 전공 

가고시마 대학 유학생회 회장 

 

 저는 다국적 합숙 2009 주최자의 한명으로서, 스태프와 자원 봉사자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소비하여, 이 이

벤트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원이 자신의 일을 해냈

으며 포기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참가자를 즐겁게 할수 있었고, 그들로

부터의 질문과 요청에도 제대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스태프를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벤트를 실현하여 그 운영을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있습

니다. 이 계획과 미팅 등을 하는 등, 많은 노력만이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었습니다. 

스태프는 많은 일과 책임을 떠 맡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가능한 한 즐기는 일도 그

것에 해당합니다. 참가자가 다국적 그 순간과 프로그램을 즐기는 것을 보았을 때, 우

리들이 면밀히 계획하려는 것이 바른 길이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또한 그 한편으로, 한명의 참가자로서, 다국적 합숙이라는 이벤트는 외국인과 일본

인이 우정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공생을 이루는 것은 색이 다른 각 국의 문

화를 발견하여, 자신과 무엇이 닮았고 무엇이 달랐는 가를 보며, 우리들의 아름다운 댄스와 노래 등의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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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 일본인과 외국인에게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일본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 중에서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는 우리들의 문화와 습관의 다른 점을 뛰어 넘기 위

한 다리가 되었고, 우정을 다지기 위한 약속을 굳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참가자로서 분과회를 즐겼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역사와 문화를 다른 참가자와 

공유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각각의 언어와 문화의 벽을 걱정할 필요 없이 스포츠를 함께 즐긴다는 것은 

방글라데시를 소개할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밤의 이문화 소개도 좋았습니다! 출연자들은 정말 멋졌고 세계의 각 국에서 모인 텔런트처럼 보였습니

다. 댄스와 음악 등의 퍼포먼스를 보는 동안, 나는 세계를 여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객이 참가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중요하며, 이문화 소개의 밤은 대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다국적 합숙이라는 이벤트가 앞으로도 매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과 일본인의 문화

와 재능이 섞여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여러 사람의 관계와 결속을 촉진하기 위해. 

다국적 합숙을 토애, 저는 확실히 다양성의 통일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문화 공생 사회와 다국적 합숙 

가고시마대학 법문학부 법정책학과 

실행 위원장 카지하라 리나 

 

“‘다문화 공생 사회 구축에의 도전’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는 다국적 캠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08 년도부터 스텝을 시작하고 심각하게 생각이다. 다국적 캠프는 훌

륭한 이벤트라고 생각하지만, 다국적 합숙이 성공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가난과 

폭력이 사라지지는 않으며,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 “다국적 캠프의 성공 = 다문화 공생 사회의 실현”이라는 도식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대학 학점도 안 주는데 어째서 그렇게까지 해서 다국

적 합숙 스텝을 열심히 해?”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는 “다국적 것이 걱정이 되

어 어쩔 수 없다”, “어쨌든 즐거우니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다국적 합숙 스텝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어쨌든 매일이 충실해서 즐겁다. 그러나 “그러고 보니, 왜 자신은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것일

까?”라고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했을 때, 명확한 대답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런 상태에서 실행 

위원장을 하고 말았으니 무책임하고 한심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실행 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도 있다. 그것은 “다국적 합숙”라는 행사 자

체의 즐거움이다. 2008 년 스텝을 하던 때는 스텝 경험이 있는 분이 적고, 신인이 책임자이고 혼자 다른 부

서를 담당하는, 이른바 “이상(異常)”인 상태였다. 게다가 나는 둘째 날, 아니, 다국적 합숙의 최대 이벤트인 

종합 토론의 장. 종합 토론 스텝을 한 것은 나름대로 재미 있었고, 나에게도 매우 공부가 좋은 경험이 되었

다. 하지만 신인 책임자라는 이상, 어쨌든 눈앞에 있는 일에 필사적 이였고, 반대로 일이 허술하게 되면 불

안을 느끼고 있던 나날을 보내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합숙 당일도 둘째 날에 대비하여 첫날은 무너져 

둘째 날 종합 토론 후 즉시 시설의 청소에 착수 그대로 대학에 돌아갔다. 즉, 분과회 및 문화 소개 등에서 

밖에 맛볼 수 없는 다국적 특유의 재미를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올해는 다국적 전체에 관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솟아 나온 것도 그 때문 인지도 모른다. 실행 위원장의 

일도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작년보다 많은 스텝과 유학생에게 접촉하는 기회를 얻었다. 종합 토론 일색이

던 지난해와 달리 스텝과 유학생과 잡담을 하거나 농담을 나누는 기회도 늘었다. “어느 부서에 문제가 있다

면, 그것은 저절로 전체에 파급한다. 나는 전체를 바라보며 부서가 문제없이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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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뭔가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나가 지원하도록 하자”라고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위원장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해내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작년보다 여유를 가지고 일

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합숙 당일. 오스미 가는 버스 안에서도 흥분하였고, 2 회 참여

했던 분과회도 충실했다. 문화 소개도 처음으로 볼 수 있었고, 밤에 많은 사람과 음악에 맞춰 춤 것도 인생 

첫 체험이었다. 말하려고 하면 끝이없지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실감이 그 이틀에 차 있었다. 

“이제 다국적 합숙이 끝나는 건 생각할 수 없다. 스텝 모두에게도, 또 이렇게 수시로 만날 수 없게 된다.” 

몇 번 그렇게 생각한 것 인가.  

다국적 합숙을 하는 의의 중 하나는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이 “즐거움”을 전하는 것은 아닐까. ‘다문화 

공생 사회 구축에의 도전’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공생 사회는 좋은 것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 그 전달 방법으로, 다문화 공생 사회를 “체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가고시마에 사는 일본인과 유학생이 1 박 2 일 합숙하는 작은 “다문화 공

생 사회”를 실현한다. 이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세계가 일상 생활이나 사회의 속박에 얽매어 있는 우리를 

끌어당겨, 매혹해 “또 다국적 합숙에 참가하고 싶다”, “좀더 국제 교류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한다. 

합숙이 끝나고 일상 생활로 돌아오지만 그 즐거움을 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꼭 그 마음을 소중히 

하기를 바란다. “다문화 공생 사회를 실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이 갖는 것이 ‘다문

화 공생 사회 구축에의 도전’이라는 목표를 합숙에 그치지 않고 이 현실 세계에서도 달성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다문화 공생 사회를 갈망만으로는 실현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현실 세계에서 어떤 문화가 

어떤 문제가 세계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현황 파악 및 분석 및 해결책 제안 및 실행, 다문화 공

생 사회를 실현함에 있어서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다국적 합숙 이틀 이벤트 내용은 일상 생활에서 

결코 알 수 없는 세계 문화 제반 문제를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있다. 합숙 첫날은 매우 즐기고, 

둘째 날 오전 중 자버리거나, 도중에 이벤트에서 나가버리는 사람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 공생 사회

의 실현은 이상이고 해야 할 것과 동시에 어려움을 수반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 스텝들

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의 현실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가난은 사라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폭력이 

없어지는가? “국제 문제 라니, 너무 어려운 자신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포기하

지 마라. 전문가들에 의해 많은 논의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실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국적 합숙을 만나서, 스텝을 해서 정말 좋았다. 다국적 합숙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만남, 지탱할 수 있

던 나는 아주 운이 좋았다. 특히 나는 다름아닌 “2009 년”실행 위원장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작년

부터 스텝을 했던 사람이 올해도 스텝을 하고 있고, 다국적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과 절차탁마 할 수 

있었다. 신인 스텝도 동기가 높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유학생이나 시설 분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지원이 있었다. 밤마다 늦게 돌아오는 불효 딸을 부모님은 한 번도 꾸중 하지 않고 지켜 봐주셨다. 특히 가

정 생활이 다국적 합숙 스텝을 하면서 가장 먼저 폐를 끼치는 것은 부모님이고, 가족이다. 저를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 새삼 감사하고 싶다. 그리고 다국적 합숙이 가고시마에서 세계로 “다문화 공생 사회 구축에의 

도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속 이벤트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97 

 

8. 다국적을 지지해 준 협력가 
*************************************************************************************** 

● 챠이코로 

・우스노 아스카 ・히라죠 아야카 ・코바에 나나 ・시로야마 아야미 

・안도 리나 ・쯔지 사토미 ・와키모토 유미카 ・핫토리 카오루 

 

가족 단위의 참가도 많고, 이번 합숙에서 대해 보호자가 안심하고 분과회 및 종합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탁아를 실시하고 있다. 그 탁아를 매년 맡아 주시는 것이 “ちゃいころ” 여러분이다. “ちゃいころ”은 가고

시마대학 소속 아동 심리 연구회 “Child Psychology”의 약칭. 1977 년 설립 이후, 일요일 학급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놀며, 동시에 상처가 없도록 지켜보겠다는 

매우 뼈있는 역할을 맡아 주셨다. 그 덕분에, 보호자는 안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아이들은 상

처 없이, 친구를 많이 만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올해는 위의 여덟 분의 협력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방송부 

・야마사키 슈스케 ・야마오 우미히코・오다 미호 ・코와라타 유리 

 

방송부 분들은 합숙 음향 전반을 담당 받았다. 본 캠프 첫 기

획인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2 일째의 마지막 인사까지 모든 기획

은 방송부 분들의 도움 없이는 이뤄지지 못했다. 음향 확인 및 

녹음, 마이크 설치뿐만 아니라, 사회와 출연자와 협의 등을 포함

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작업을, 방대한 양의 소화해주셨다. 스텝

의 실수로 불편을 끼쳤을 때도 어떻게든 가장 좋은 방법을 취하

려고 진지하게 대응 해 주셔서, 몇 번이나 도와주셨다. 

올해도 협력 받은 위의 네 분,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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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1. 2009 다국적 합숙을 되돌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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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 다국적 합숙을 되돌아 보며 

“2009 다국적 합숙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졸업을 맞이하는 스텝이 많은 가운데, 내년 2010 년도의 

보고서 작성을 작성하면서 생각한 것이다. 2010 년도 다국적 합숙에 각각 참여하면서 졸업 후 미래를 내다

보며, “2009 년만의 다국적 합숙은 무엇이었는가?” “자신에게 있어서 다국적 합숙은 무엇이었는가” 모두 논

의 하면서 완성 된 것이 제 2 부이다 

2009 년도의 특징은 “KUFSA 담당”이라는 부서를 신설하여 다국적 합숙을 일본인과 유학생 함께 만들려

고 한 것이다. 예년 유학생 스텝이 줄어들고, 일본인 스텝만으로 합숙의 운영을 하는 것은 다국적 합숙의 

이념에 위배된다고 생각해, KUFSA 담당을 시작했다. 유학생과 함께 합숙을 성공시키려는 시도는 어느 정

도의 성과는 얻을 수 있었지만, 과제도 많다. 유학생과 일본인 스텝 모두의 의견도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가 되었으면 싶다. 

또한 졸업을 앞둔 스텝이 많은 가운데 집필한 것이 “다국적 합숙 Before & After”이다. 문자 그대로, 다국

적 합숙에 참가하기 전과 참가 후의 자신을 객관시하여 쓴 것이다. 우리 스텝에게 있어서 이 다국적 합숙에

서 얻은 것은 헤아릴 수 없고, 다국적 합숙이 없었으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업 

활동을 하면서 집필하는 것, 유학을 결심하고 유학 전에 집필하는 것, 각각의 가슴에 품고 있는 생각은 다

양하지만, 각각이 다국적 합숙에서 얻은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걸어 주었으면 좋겠다.  

(카지하라 리나) 

 

2. 유학생 함께 ~ KUFSA 담당에서 본 다국적 합숙  (히다카 아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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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메인 스텝부터 시작한 “다문화 공생”  

2001 년부터 시작 된 이 “다국적 합숙” 2009 년 제 9 회를 맞이했다. 매년 이 합숙을 기획・계획・운영까

지 하는 메인 스텝의 색상은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 2009 년 스텝이 알고 있는 매년 공통점인 어떠한 것

에 의문이 떠올랐다. 

“왜 메인 스텝의 대부분이 일본인인가.” 

물론, 각 분과위원회 주최, 종합 토론 토론자들을 포함, 합숙 실현을 위해 최선을 주신 분들은 국적 불문하

고 폭넓게 도움을 주신다. 매년 참가 해 주시고, 토론자 및 주최자가 되어 주시는 분 들도 계신다. 

“다문화 공생 사회 구축에의 도전”을 내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스텝의 대부분은 일본인. 

생각도, 방식도, 관점도, 일본인의 방식으로 온 것은 아닐까 의문을 품었다. 주로 대학생으로 구성된 스텝이

면서 유학생들이 스텝으로 오지 않은 것은 왜 일까. 그리고 그 상황은 “당연”하게 되어 버렸다. 

1 박 2 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다문화 공생 사회를 참가자들에게 체험하고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

을까, 조금이라도 생각해 달라는 계기를 가져오는 역할을 갖는 이 합숙. 

그럼 그것을 발신하는 스텝 측에서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소리에 따라, “일본인만 

만드는 모양을 먼저 바꾼다” 를 위해 “KUFSA 담당”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설립했다. 

 

2-2. KUFSA 담당 설립 

KUFSA 는 가고시마 대학 유학생회, 의 약어이다. 가고시마 대학에 유학 온 유학생 간의 우호 관계를 구

축할 수 있도록, 또한 일본인과의 교류・친교가 깊게 하여 서로 다가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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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위원으로 선출 된(치우치지 않게 각국 1 명씩 목표로 하고 있다) 20 명 정도의 실행 위원이 존재한다. 그

들을 중심으로 매월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고, 거기에 참가하는 것으로 일본인과 유학생 간의 연결이 생긴

다. 

KUFSA 담당자는 가고시마 대학 유학생과 연계하여 다국적 합숙을 일본인・ 유학생의 울타리가 아니라 

창조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KUFSA 네트워크에서 메인 스텝을 함께 할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데서 시작되었다. 다양한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10 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메인 스텝으로 함께 활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학생 스텝과 일본인 스텝 사이의 연결의 존재를 의식하고, “협력”을 의식하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을 제시 하였다. 

 

2-3. 협동하는 것으로 생겨난 변화 

① 회의・이력서에서 사용할 언어를 두 언어로 

→ 지금까지 회의에서도 무엇이든 일본어로 모두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고시마 온지 얼

마 안되어 일본어를 아직 모르는 스텝과 준비를 진행한다. 상호 공통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 ① 이력서

는 일본어・영어 모두에서 작성 ② 회의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발언 

하는 것을 기초로 했다. 

② KUFSA 와 연계하여 참가자 증가 

→ 2009 년, 의식적으로 홍보도 널리 이루어 졌다. 그 홍보 속에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가지는 네트워크

의 호소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런 노력으로, 430 명이라는 최대의 참가자를 모집 할 수 있었다. 

③ 스텝 간의 충돌과 주의 

→ 제 1 언어의 차이에 의한 오해, 작업의 속도 차이로 인한 충돌은 자주 일어났다. 일본인 특유의 “공기

를 읽기” 분위기는 통하지 않는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떻게 했으면 하는가”  “왜 그것을 하지 않

으면 안 되는가?” 등 항상 주어를 “나는” 발언하며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2001 년부터 행해

진 것이지만, 역시 그 안에서 충돌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때마다 “차이”와 마주하며 서로 다가가기 위한 

대화는 빠지지 않았다. “다문화 공생”의 어려움을 스텝 간이 체험하고 있었다. 

 

2-4. 유학생 스텝이 느낀 것 

Q. 2009 다국적 합숙 당일과 준비의 스타일은 어땠습니까? 

A.다국적 합숙 준비 스타일은 좋았지만, 종합 토론, 분과회, 문화 소개는 새로운 진화가 필요하다. 종합 

토론에 대해서는 80 %의 참가자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조금 슬펐다. 주제

가 너무 자세하면 재미 없다, 혹은 모두 피곤했는가? 원인을 제대로 생각 할 필

요가 있다. 

Q. 다국적 합숙 준비 스타일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A.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2 시간 만으로 충분하다. 스텝들은 회의에 앞서 서로 

메일링 리스트에서 이미 논의하여 있기 때문이다. 회의는 결정을 내리기만을 위

한 장소이며, 스텝 이외의 사람에게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결론을 얻으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장의 역할은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잘못된 것들을 제

거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 관리는 중요하다. 유학생은 언어가 가장 큰 문제. 좋은 생각

을 그들에게서 얻으려면 그것을 도울 통역이 필요하다. 회의에서는 “왜”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해결책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따라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Q. 당신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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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년 이 합숙을 위해 새로운 스텝이 의욕을 가지고 들어온다. 확실히 새로운 사람들은 충분한 경험이 

없다. 그래서 선배 스텝들은 극도의 압력을 주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올리면서, 용기를 주며 도와

주어야 한다. 물론 준비 기간 동안 실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고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을 판정하기엔 다른 사람의 것은 확인할 수 없고, 그들은 보통이기 때문이다. 모

두 다른 사람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심으로의 배려와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다. 효과

적으로 그들에게 일을 시킬 경우 약간의 부담을 주는 것은 좋은 것이 있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하지 말

라. 기계도 매번 압력을 부여하는 경우 손상되는데, 또한 인간이라면 어떨까? 특히 마음의 일부분. 그

리고 만약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분노, 불만족, 그리고 문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혹시 다음의 합숙으로 다음 세대를 지원 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

의 스텝은 학생이고, 공부하고, 자고, 먹고, 여러 가지의 일들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만일 일상 생

활 혹은 본래 해야 할 일이 어떤 하나의 일에 의해서 방해가 되고 있다면 나에게 있어선 말되 안 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만약 그들이 아침까지, 혹은 밥을 먹는 것을 잊을 정도로 일하면, 컨디션을 무너뜨

리고, 특히 일본인 스텝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는 하다. 나는 일본인 스텝의 노력과 

업무 방식이 자랑하고 정말 놀라고 있다. 하지만 때때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일을 하

는 것도 중요하다. 이 합숙은 스텝에게는 유학생・외국인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다른 아이디어를 얻고 

있고, 효과적인 대화와 더 나은 이해에 다른 방식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이 관심을 가

지도록 궁리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합니까? 일본인 학생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다른 사람은 

각각 다른 생각,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합숙에서 만들 수 있던 우정, 당일뿐만 아

니라 영원하기를 바랄 뿐이다.  

 

유소흐･슈아이브･빈･이브라힘 

석사과정 지구환경과학 전공 

가고시마 대학 유학생회 스포츠･서기 

 

2009 다국적 합숙의 메인 스텝의 일원으로서, 나는 이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스텝과 

자원 봉사자들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모두 자신의 일에 힘껏 노력

하고, 결코 일을 내버리지 않는 것이다. 스텝들은 참가자들이 즐기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참가자의 요망에 답하려고 했다. 그 중에는 대단한 일을 해

내는 스텝도 있었다. 그러한 것도 다국적 합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많

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텝의 업무는 어려운 것이다. 그

러나, 계획을 수립하고, 미팅을 하는 등 모든 노력은 다국적 합숙을 성공으로 이

끌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스텝은 아주 많은 일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

은 즐길 수 있었다.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참가자가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

면 충실감이 넘쳤다. 

한편, 이 이벤트의 참석자로, 나는 다국적 합숙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외국인과 일본인의 인연을 더 강

하게 하는 주요 도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국적 합숙은 어떤 목적을 겸비한 “다문화 공생 사회”라는 것

이다. 즉, 다양한 나라의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내고, 자신과 그 비슷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아는 것. 노래와 

춤에서 우리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여기에 일본에서의 일상에서 우연한 만남으로 

새로운 외국인과 일본인의 친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다국적 합숙이 서로의 문화의 연결이 되고, 우리들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여 서로의 우정이 맺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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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참가자로 분과회를 즐겼다.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방글라데시의 역사와 문화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

는 기회가 되었다. 스포츠는 언어 문제와 문화의 장벽을 제거하고 참가자에게 방글라데시를 소개하는 독특

한 방식 이였다. 그러한 것도, 각 나라에서 자신들만의 게임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 소개도 나는 좋아한다. 공연은 아주 좋다. 마치 전세계의 연예인 쇼 같다. 공연을 보고 있으면, 

노래와 춤을 통해 이미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공연은 공연에도 관객도 영향을 주고 있다. 

관객인 사람들도 모두 함께 쇼에 참가하기 때문이다. 하나 하나의 공연으로 관객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한 것이다. 

다국적 합숙과 같은 행사는 매년 개최되어야 한다. 다국적 합숙은 외국인과 일본인, 각각의 문화와 재능

을 섞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다국적 합숙은 국적이 다른 사람과의 신뢰 관계와 조화 등을 구축 해

준다. 다국적 합숙을 통해 나는 다양성 안의 조화를 발견한 것이다. 

 

모하마드・이므란・우루・호크 

박사 과정 응용생명과학 전공 

가고시마 대학 유학생회 회장 

 

2-5. 일본인 스텝의 에피소드 

 

할랄(halal) 에서 본 다른 문화 이해 

가고시마 대학 법문학부 법정책학과 

실행 위원장 카지하라 리나 

 

다국적 합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문화 이해”가 요구된다. 상대방의 가치관

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고는 “다문화 공생 사회”는 있을 수 없다. 내 나름

대로 유학생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

다. 그러나, 이 "다가가다"라는 행동의 주어는 단지 "일본인"만이 아니다. 나는 외부

와의 연락 원으로, 할랄에 대해 정보 취급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때문에 일

방적이 아니라 양쪽이 다가가지 않으면 공생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

기 자신이 아직 유학생이나 다른 문화와 부딪혀 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알았다. 

무슬림은 술과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럼, 가축과 조류는 우리, 무슬림이 아닌 사람처럼 먹을 수 있는 가 하면 그렇지 않다. 무슬림에게 동물의 

혈액은 몸에 독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고기를 자르는 경우는 경동맥을 자르지 않고 자른다. 이렇게 된 고

기는 “할랄 (halal)”이라고 불리고 있다. 할랄은 시판 고기와 다르기 때문에 예년 합숙에서는 육류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식단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고기가 없으면 역시 불평이 생긴다. 따라서 2009 년도는 업

체에게 할랄 고기를 제공하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1 일째의 저녁에 300 인분의 할랄 음식을 제공하는 데 

성공했다. 

미리 부탁 것은 단지 할랄만이 아니다. 술과 돼지가 먹지 못하는 경우, 고추 기름, 콩소메, 민속주, 미림

도 사용할 수 없다. 일본 음식의 양념에 민속주, 미림은 빼놓을 수 없으며, 기름, 콩소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중국 요리, 수프 류도, 대부분의 요리들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몇 번 업체로 식단을 FAX 로 보내달

라고 하고, 하휘즈 선생님께 여러 번 확인 받았다. 업자 분들도 두세 번 식단 변경을 부탁했다. “모두가 같

은 요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라고 준비한 식단은 이슬람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차별, 대우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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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가 생겨 버렸다. 식당에 제공하는 식단표에 술・기름 등의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할랄 

고기만큼은 다른 테이블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음식은 먹어도 문제 없다고 안심하고 식단을 확

인하지 않고 식사를 한 유학생이 많았다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그것으로 문제는 없다지만) 그러나, 일본인

용으로 만들어진 식단표를 시설 쪽에서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정을 모르는 학생은 자신이 무슬람이 아

닌 것을 먹어 버렸다고 착각하고 말았다. 내가 시설 쪽에 다시 확인하고 식단에 문제가 없음을 전했지만, 

그 때 “뭐야... 이제 됐어!”로 심하게 말해 버렸다. 

모두에게 맛있는 밥을 먹어 주었으면 했는데, 자신의 실수로 유학생에게 불쾌감을 주어 버렸다. 모처럼 

여러 번 식단 검사를 하휘즈 선생님에게 부탁하여 시설에 몇 번이나 FAX 를 보냈는데, 그것이 전부 물거품

이 되어 버렸다. 나는 그것에 무척 충격 받아 견딜 수 없었다. 

어쨌든 분해서 “내 실수 같다”, “그때 이렇게 했음 좋았다”라고 몇 번이나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납

득이 가지 않는 점이 몇 가지 있었다. 그러한 것도,  

“아무래도 무리”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다. 나는 무슬림이 아니다.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이 식사 때 어

떤 것을 조심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먹고 있는가 “100 %”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래서 이번과 같이 어떻게든 주의하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무슬림이 아닌 이상 식단

까지 주의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로는 어쩔 수 없다. 그것이 나에게는 최선 이였던 것이다. 게다가 식사 

시간이 시작된 후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인식까지 30 분 걸렸다. 그럼 왜, 유학생들은 다른 일본인 스텝과 

시설 분들 식단에 대한 질문하지 않았는가? 일본인 식사 스텝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단 한마디 “이 

식단에 술과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것은 사실인가?”라고 한마디 들으면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이다. 그런데도 

왜, 내가 올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는가? 우리 일본인은 무슬림과 다른 유학생들에게 “배려”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슬림이나 유학생에게 “해야 한다”는 불가능 하다. 이렇게 된 이상, 무언가 있을 때는, 

제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때 “왜 다른 스텝에게 식단에 

관하여 듣지 않았나?”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그런 것은 잘 말해주지 않으면 곤란해. 우리는 무슬림이 아니

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게다가, 우리 스텝들이 당신들에게 할랄이 아닌 것을 먹일 것 같아? 이 

식단, 몇 번이나 확인 했어. 우리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조금 우리를 신뢰해주었으면 싶은데”라고 

말했음 좋았다. 일본인만이 다른 문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자신의 본심을 상대에

게 부딪치지 않으면 다른 문화도 서로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도 먼저 자신

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학생과의 에피소드 

가고시마 대학 농학부 생물환경학과 

다른 문화 소개 오가와 유야 

 

다국적 합숙 2009 년에는, 유학생과 함께하는 다국적 합숙을 만들어 갔다는 인상이 강하다. 

스텝 중에는 KUFSA 담당하는 담당자도 있으며, 유학생을 이끌어 다국적 합

숙 제작에 주력하고 있었다. 나도 문화 소개 기획 담당으로 다국적 합숙을 만들

어 가는 가운데, 유학생과의 관계는 작년보다 더해져 많은 것이 되었다. 유학생

의 협력 없이는 만들 수 없는 다른 문화 소개의 기획 담당이 되어, 유학생과의 

관계도 증가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었다. 영어가 전해지지 않아서 연락・확인

부족, 소집 시 모이는 것의 안 좋음, 기도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

일 당황하지 버리는 등... 가장 큰일 이였던 것이 내 자신 안에 다른 문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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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갈 예정에 없었던 유학생이 공연을 하려고 준비를 해 온 것이 직전에 알게 되었다. 다른 문화 소개 담

당의 유학생이 공연의 의뢰를 그 공연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연락이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그 

공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믿어 버린 것이 원인이었다. 프로그램상의 공연을 늘리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몰

랐던 나는 그 돌발적인 공연에 대해 무슨 말해야 할지 몰라 화나고 슬퍼한 적이 있다. 최종적으로 공연은 

해 주었지만, 싫은 기분으로 만들어 버려서, 유감이었다. 

나는 이번 다국적 합숙에서 처음으로 유학생과의 문제를 체험했다. 문제는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지금까

지는 유학생과의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유학생”을 피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유학생을 뭔가 특별한 존재

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유학생과 접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으키지 않도록 표면적인 방식으

로 끝내고 있었다. 하지만 진심으로 유학생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은 유학생과의 충돌 때문이다. 조금씩 트

러블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충돌하는 것에 도전하는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내 안에는 아직도 "도망가다"의 

부분이 많지만, 그것을 알아챈 것은 클지도 모른다. 

다국적 합숙 제작 측은 유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의견을 말하며, 고민하여,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하지만 자신의 지식으로는 다국적 합숙에 대한 생각에 뜨겁고, 고민에 잠긴 일본인 스텝이 많은 다국적 

합숙 개최를 진행하는 멤버도 일본인이 많다. 일본인 기반의 다국적 합숙을 유학생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

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스텝의 교체도 치열하고, 다국적 합숙의 의도를 모르는, 갑작스럽게 맡은 스텝에

게는 이상적인 합숙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좀 더 유학생에 대해, 동조하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

지 않으면 이상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느꼈다. 단, 유학생에 대해서도 좀 더 협력적으로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도 있다. 

과제를 극복하면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다국적 합숙은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2-6. 향후 전망, 다국적 합숙에서 시작하는 다문화 공생 

국경을 넘으면 문화도 바뀐다. 먹는 방법 하나, 사람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 모두 다른 것은 흔하다. 가고

시마는 규슈의 최남단 지방의 현으로, 현의 경계가 국경을 넘어 “더불어 산다”를 진심으로 실현시키려는 시

도가 매년 학생들의 손에 의해 행해진다, 그것이 “다국적 합숙”이다. 이 합숙에 참가하지 않으면 “일본인인 

자신”을 의식하는 것도 없었다고 느끼는 참가자도 있지 않았을까. 또 반대로, 일본인과 맞닿아보고, 자신의 

출신 국가 이외의 참가자와 맞닿아보면서, “차이점”에 새삼 깨닫게 되는 유학생도 있었을 것이다. 

몇 개월의 준비를 통해 메인 스텝 각자가 생각하는 것은 많이 있다. 함께 준비하고 나가는 가운데, “어떻

게 해도 이해 할 수 없다”, 그러나 서로가 찾은 순간도 있다. 일본인은 언제나 싱글벙글하고 있지만, 실제

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읽을 수 없다. 외국인들은 일이 가득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마이 페이

스 일까.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등등. 서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는 부분이 나오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찬스다. 부딪치지 않은 채, 모르는 채, 서로 자신의 선입견이라는 필터

를 통해, 상대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문제이다. 차이를 실제로 체감하고, 마주하는 것이 가능

한 다국적 합숙은 좀처럼 얻을 수 없는 경험이 가능한 장소임을 이번 준비 단계에서 재확인 할 수 있었다. 

KUFSA 담당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설립하고, 외국인과의 협력을 시도한 2009 년 다국적 합숙 이었지만, 

과제도 많이 남아있다. 다국적 합숙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 것은, 메인 스텝만의 문

제만은 아니지만, 역시 현저한 추세이다. 모국어의 대화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어 “더불어 산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 자신과 다른 부분이 있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과 상대의 문화에 대한 이해 등 근본적인 부분의 

차이에 대한 포용력 없이는 공생은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동정과 배려의 혼동이 일상적인 교류와 한정적인 

교류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다양한 나라에서의 메인 스텝이 자연스럽게 모여 “더불어 산

다”는 것에 진심으로 도전하여 가는 것이 이상이다. 하지만 벽을 넘기 위한 한 걸음이 아직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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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국적 합숙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다문화 공생의 해방감과 기쁨의 경험을 여러 차례 맛볼 수 있다. 

한 순간에 실현한 그 즐거움을 참가자는 잊을 수 없다. 이 즐거움을 일상적으로도 실현하려고, 많은 사람들

이 생각해야 한다. 다문화 공생의 해방감과 기쁨이 국가나 지역에서 “당연하다”의 의미로 정착하는 것을 바

라게 된다. 그리고, 일본에 “다문화 공생 사회”를 실현시키는 것이 된다. 

작은 세계 마을인 다국적 합숙에 참가하고, 메인 스텝이 되는 것은, 공생 사회를 실현하는 계기이다. 규슈 

최남단에서 시작된 작은 계기를 만드는 것이 세계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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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국적 합숙 Before & After 
***************************************************************************************************** 

 “일본인이 뭐야.” “함께 산다는 어떻게 것이지” “문화가 뭐야” 어째서, 왜, 라고 자신에게 묻는 것이 늘었

다. 일본인, 인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겠다 라고 느끼게 되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척도가 실은 아무 것 없는 고정관념 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주눅들었던 것은 지금도 잊지 않는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조직에 속해 움직이는 것이 많았기 때문인지, 하나의 것을 협

력하여 만들다, 라는 것에는 익숙했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일

본인”뿐 한정되어 있던 것이다. 말할 것도 없다, 라고 할까, 요점은 “공기를 어느 

정도 읽기” 집단에 속해 있었다고 해서 좋을 것이다. 그럼 자신과 사용 언어가 다

른, 배경도 다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하자고 할 때에, 그 축적된 경험이 되살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 인가. 노하우는 확실히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은 처음부터 경

험하지 않으면, 머리만 큰 사람이 된다고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백문이 불여일견. 

다국적 합숙 스텝이 되고 나서, 생각이 길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의견을 이론적으로 상

대에게 "전하자"라고 의식하도록 유의하게 되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까지 나는, “전하다”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벡터가 자기 쪽에서 상대 쪽으로만 향하지 않았다. 정열은 결코 일

방적으로 강요가 아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언어의 캐치볼이 시작된다. 어쩌면 평행선 그대로 끝날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것이 정말 자신이 전하고 싶은 것이라면, 중간에 도망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전달 방법

이 안 좋았나”라고 되돌아 보는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대 일본인이든지 일

본인 이외의 사람이든지 공통이다. 대화, 라고 쉽게 말하지만, 실은 일본인끼리도 할 수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나게 한다. 

잘난 척 말하고 있지만, 생각하게 됐다, 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전혀 별개이다. 현재 자신은 3 년간 다국

적 합숙을 경험하고 이지만, 역량 부족 (언어 능력, 의사 소통 능력 포함)에 매우 침울해 져 있다. 서로의 

“차이”를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속상한 것 밖에 느끼지 않는다, 라고 생각

해 버리는 자신에게 자기혐오를 하는 것도 자주 있다. 하지만 그 벽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 벽을 

자체가 재미있다고 느끼고 있는 자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그만둘 수 없다. 일본에, 게다가 그 중에서도 가고시마에 온 유학생, 가고시마에서 생활하려고 지

내고 있는 일반 외국인, 그들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도전을, 대학에 있는 가운데서, 입구의 부분을 만진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있어서 큰 수확이다. 

같은 지구에 사는 친구 여야 할 그들을 “외국인”이라고 선 긋기를 하고 싶어하는 이 일본의 현상을, 이상하

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더욱 더 늘어날 수 있으면, 우선 일본의 다문화 공생은 실현하는 것이 아닐까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히다카 아오이) 

 

다국적 합숙을 만나기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은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한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이 합숙의 이름은 “다국적 합숙”이지만 합숙에서 내건 주제는 “다문화 공생 사회 구

축에의 도전”이다. 나는 본 합숙에 1 학년부터 참가하고 있지만, 참여를 결정했을 당시, 나는 이 2 개의 언

어에 대해 아무것도 의견이 없었다. 오히려 막연하다고 하지만 큰 주제이고, 이만큼의 주제를 내걸 수 있는 

이 합숙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왜 당시 나는 이 2 개의 언어에 아무런 이상도 느끼지 못했는가, 그것은 

“다문화 = 다국적”이라고 망설임 없이 믿었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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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다문화 = 다국적”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얻은 내 안의 큰 변화이다. 즉, 나라와 문화가 같지 않다는 

것을 이 합숙은 가르쳐 준 것이다. 그 것을 주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일까지 준

비와 합숙 운영을 통해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그리고 소속이 다른 여러 일본

인과 직접인 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 합숙은 매년 약 15 개국 지역, 400 명

의 참가자가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합숙에 불과 15 문화 밖에 없는 것은 아

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라고 해도 모두가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만난 중국인 중에는 정부라는 1 개의 주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갖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

도 있고, 그리고 비판적인 의견을 자신의 안에 있으면서도 발설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정부라는 주제에 뭔가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내 안에서의 중국인

으로서 공통 문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각각의 사상은 다른 것이다. 그들은 중국에 

돌아가면, 어쩌면 같은 사상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합숙의 대화의 장소에서는 

개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 아주 흥미로움과 동시에, 나는 “중국인”이라는 하나의 국가 또는 문화적 카테

고리의 위태로움도 느꼈다. 또한 “일본인”이라는 예를 취하여 봐도 참가자가 가진 문화는 수십 명, 수십 색

이다. 연령이나 성별 등 소속이라는 표면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지만, 실제 대화를 

통해 보면 더욱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었다. 같은 대학생도, 공정 무역이라는 2 년 동안 나는 몰랐다 활

동에 열심히 임하려고 하는 학생도 있고, 매일 국제 교류 활동의 연장선에서 참가하는 학생, 그리고 국제 

교류의 계기를 바라고 본 합숙에 참가한 학생도 있고, 그 생각과 국제 교류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존중되어야 하며, 또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이 만나면서 새로운 견해를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학생이라고 해도, 그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4 년간의 다국적 합숙 스텝 경험을 통해 나는 여기에 적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그

리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사람・문화・국가・지역을 1 개의 직선으로 나열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

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다문화”와 “다국적” 연결에 의문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물론 본 합숙에서는 “다문화 = 다국적”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여기에서 언급 싶었던 

것은 내 자신의 4 년간의 사고 방식의 변화이며, 이 합숙의 목표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문

화”라는 것은 매우 복잡한 개념이고, 무엇이 문화이고, 무엇이 문화가 아닌 것은 단언하기 힘들다. 그만큼 

많은 요소가 “문화”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것을 체험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합숙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평소의 비교 문화 등의 수업에서는 중국인이면 “중국인”, 미국인이면 “미국

인”이라고 사람을 묶는 것의 비교 문화가 쉽지만, 내 안에 의식이 확립된 것으로, 그 카테고리화 된 문화 

비교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 없게 되었다. 이 의식을 키운 것이 나의 무엇보다 큰 발전이다. (코다

마 카오리) 

 

처음 다국적 합숙 이라는 이벤트를 들었을 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합숙 하는 것이다” 라는 막연

한 이미지 밖에 없었다. 당초 스텝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쑥스러웠지만 그 정도의 의식 이었기 때문에, 기다

리고 있는 어려움과 즐거움 등은 생각지 않았다. 그럼, 그 어려움, 즐거움, 그리고 다국적 합숙을 경험 해보

고, 자신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생각 해 봤다. 바뀐 점. 가장 달라 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학생에 대한 생

각・접하는 방법, 그리고 국제 교류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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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내가 부끄러움을 탄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

무래도 유학생에 대해 부끄러움을 탔겠지 라고 생각했다. 가고시마 국제 대학 국제 

교류 서클의 주장을 하면서도 한심한 이야기이다. 어째서 부끄러움을 타고 있었던 

것일까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외국 유학생들에게 대해 어딘가에서 이상한 걱

정을 하고 있었던 것, 수준 낮은 자기 만족의 의식. 그것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유학생들에게 이상한 걱정하는 것은 스텝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유학생들

이 있는 가운데 어려운 일본어가 난무하는 회의는 유학생들에게 어렵다. 그 중에서

도 역시 영어, 중국어, 그 외의 언어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팜플렛은 물론, 회의 

자료도 일영 양쪽 모두 갖춘 체제였다. 가능한 유학생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라면, 예전까지 내 마음 어딘가에 언어의 장벽이 있

어서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어렵다는 것은 확실하다

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해 이렇듯 최대한 노력을 하려는 자세가, 예전의 자신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 유

학생들은 매우 친절하고, 매우 적극적이며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자

신이 할 테니까 이만 되었다, 라는 이상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러하니 이렇게 해달라는 뜻

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처음으로 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

고 생각했다. 

그리고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이 자신의 수준이 낮은 자기 만족이라는 것 이었다. 아마도 자신은 

지금까지 국제 교류, 상호 이해라는 것을 진심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

다. 대학에 들어와서 자신은 단지 외국인들과 얘기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냥 어딘가 만족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대화, 그 앞에 무엇이 있는가 까지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의 대학 행사에서도 그렇다. 

단지 사람을 모으고 그냥 끝나 버리는, 그 자리뿐이지 이후에는 교류가 계속 되지 않는 것도 흔하다. 그러

나 이렇게라도 자신이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았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저 모이는 것만으로

는 유학생도 불만으로 생각하고, 멀어져 버리는 것이다. 

즐거우면 된다는 생각은 나쁜 생각이 아니다. 즐겁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유학생들이 나라의 소개를 

하거나, 이야기를 했다고 하자. 그것을 자신이 생각하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 의미일까. 유

학생은 더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자문자답이 가

능 한 기회를 다국적 합숙이 주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의 자신의 양식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국

제 교류에 대한 생각을 크게 바꾸어 주었다. 

다문화 공생 사회 구축에 도전한다는 것은 매우 큰 주제이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주제이다. 나라의 수만큼 충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다른 나라의 친구를 사귀고, 서로 깊게 이

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무언가 보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다국적 합숙을 경험하고 보인 것처럼. (이와

야마 히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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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집후기 
*************************************************************************************************** 

 이 보고서의 특징은, 합숙이 끝난 다음해에 작성했다는 점이다. 매년, 년도내에 보고서가 완성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있으나, 왜 매년 그렇게 되는 것인가, 새롭게 검증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보고

서는 예년보다 많은 사람들의 힘에 의해 완성되었고, 2010 년도의 기록 담당에도 필요 최저한의 노하우를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010 년도 다국적 합숙을 맞이하면서, 작년의 다국적 합숙을 되돌아 보

는 것도, 우리들 스태프에게 있어서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고,2009년도의 컬러로서 제 2부를 만들기에 이르

렀다. 물론, 보고서는 년도내에 완성해야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보고서와 다국적 합숙이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다음해에 보고서의 작성을 하는 행위는 이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실감한 것은, 스태프가 대학생이라는 것에 의한 한계와,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의 과정이 외부에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몇년의 기록계는 대학 3 학년생이 담당했다. 그러나, 취없활동은, 

다국적 합숙이 끝난 뒤에 본격화된다. 이 방대한 보고서 작성과 취업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

깝다. 그 때문에, 다른 스태프, 보고서 작성을 모르는 새로운 스태프에게 인계하여, 취업 활동을 전념하지만, 

보고서 작성을 맡은 스태프는 무엇을 해야할 지 모르며,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집필, 원고 수집, 교정 등은 몇명이 분담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원고가 모인 뒤에 편집 작업

은 한명이 해야만 한다. 각 데이터의 연결, 사진 삽입, 문장의 첨삭 등은, 몇명이 이야기를 하거나 분담하여 

하는 것이 아닌, 1 대의 컴퓨터로 한명의 인간이 판단하여 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외부로 부터 보고서 

작성 과정을 보기 힘든 것이다. 대학생은 4 년간만 재학한다. 그리고 4 년간 다국적 합숙에 참가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보고서 작성에 관계하는 사람 한명이 취업 활동을 한다거나, 졸업을 한다면 그 누구도 보고

서 작성의 노하우를 모르는 것이 된다. 합숙 종료후에 작업이 본격화하는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모티베이

션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취업활동이 있거나, 작성 과정을 모르는 스태프에게 작업을 통

채로 맡기거나 한다면, 보고서에서 손을 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문제를 무시한 상태로 년도내에 

보고서를 완하지 못한 책임은 나에게도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 사과 드립니다. 

 다행히도, 2010 년도 다국적 합숙 보고서는 년도내에 완성할 수 있었다. 처음 스태프임에도 불구하고, 열

심히 분투한 오다 아사히씨, 진로의 고민을 하면서도 시간을 배부하여 필사적으로 작업을 한 나카지마씨에

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또한 한영중의 3 개국어는 보고서로 쓸수 없었지만, 2010 년도도 포함, 지금

까지의 보고서는 한영일중의 4 개 국어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었다. 우리들 스태프는, 다국적 합숙의 홈

페이지를 지금까지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다.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읽고, 한명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문

화 공생사회”에 흥미를 갖게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바쁜 가운데, 한영중 3 개국어로 번역을 해주신 여러분을 비롯, 이 다국적 합숙 보고서 작성에 협력해 주

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9 회 다국적 합숙 실행 위원장 

카지하라 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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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가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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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鎌田悠幹 日本  41 ＭＯＨＤ ＨＡＺＷＡＮ ＢＩＮ 

ＹＵＳＯＦ 

マレーシア 

2 井手迫美紀 日本  42 越智信一朗 日本 

3 片平知宏 日本  43 手嶋道男 日本 

4 ユーリズ バクティアル インドネシア  44 田中大揮 日本 

5 ＶＩＬＬＡＭＯＲ ＳＨＩＥＬＡ フィリピン  45 濱元亜衣 日本 

6 岡田行史 日本  46 宮野洋平 日本 

7 趙子龍 中国  47 小野祐佳 日本 

8 若松夏紀 日本  48 上野真理衣 日本 

9 濱屋啓太 日本  49 向江親太郎 日本 

10 嶋田愛佳 日本  50 木村清 日本 

11 宋詩媛 中国  51 木場彰一 日本 

12 ＡＮＩＳ ＵＲ ＲＥＨＭＡＮ パキスタン  52 城之園真代 日本 

13 ユソフ シュアイブ ビン イブラヒム マレーシア  53 平田杏菜 日本 

14 日髙葵 日本  54 西原千夏 日本 

15 児玉香織 日本  55 植木園麻未 日本 

16 中島まどか 日本  56 小川景一 日本 

17 小林基起 日本  57 川本聡美 日本 

18 梶原莉那 日本  58 山崎修輔 日本 

19 岩山浩司 日本  59 山尾海彦 日本 

20 永田勝彦 日本  60 小荒田裕理 日本 

21 蘇穎 中国  61 小田充穂 日本 

22 ＣＨＯ ＨＹＥＭＩＮ 中国  62 黄恵顯 台湾 

23 ＴＹ  ＭＵＲＰＨＹ アメリカ  63 王越 中国 

24 柳田泰 日本  64 馬渡菜生 日本 

25 吉井豊寛 日本  65 吉田祐基 日本 

26 ＳＭＩＴＨ  ＪＡＹ アメリカ  66 IQBAL ＫＨＡＮ ＭＯＨＡＭＭＡ

Ｄ 

バングラデシ

ュ 27 河ダソン 韓国  67 ＳＨＵＲＡＹＡ ＴＡＳＮＯＯＶＡ バングラデシ

ュ 28 鳥栖石 カナダ  68 KHAN ＮＡＷＭＩ バングラデシ

ュ 29 岡信太郎 日本  69 瀬角龍博 日本 

30 王林桐 中国  70 竹下俊一 日本 

31 小川裕也 日本  71 名嘉眞航 日本 

32 久保日香梨 日本  72 喜井建太 日本 

33 ＣＡＭＰＯＳ ＣＨＩＮＣＨＩＬＬＡ 

ＦＲＡＮＣＩＡ 

コロンビア  73 脇元克也 日本 

34 ＲＯＤＲＩＧＵＥＺ ＣＡＭＰＯＳ Ｊ

ＵＬＩＡＮ 

コロンビア  74 星田敬弘 日本 

35 山下智恵 日本  75 柳沼悠 日本 

36 韓尚均 韓国  76 坂本武弘 日本 

37 前川菜々 日本  77 土屋大樹 日本 

38 ＥＬＩＡＳ ＴＨＩＡＭ セネガル  78 山田雄吾 日本 

39 石橋恭平 日本  79 鈴木新 日本 

40 ＮＩＡＮＧ ＭＯＨＡＭＥＤ ＯＵＭＡ

Ｒ 

モーリタニア  80 樺山美和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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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里園直美 日本  121 IQBAL AFRAIMA ADARA バングラデシ

ュ 82 里園知香 日本  122 FERDOUS AHAMED バングラデシ

ュ 83 山下いのり 日本  123 SULTANA MOST AFIA バングラデシ

ュ 84 有村貴子 日本  124 李冬 中国 

85 テレシータ中島 フィリピン  125 高堅 中国 

86 鮫島亮二 日本  126 小島大昇 日本 

87 赤崎隆明 日本  127 郭鵬 中国 

88 西村宏子 日本  128 劉揚 中国 

89 村井宏彰 日本  129 篠原理江 日本 

90 仁賀善友 日本  130 内田里那 日本 

91 廣原寿竜 日本  131 樊思鳴 中国 

92 KWATI LEONARDO カメルーン  132 馮 双 中国 

93 松岡朝子 日本  133 中原 樹里 日本 

94 大木弓佳 日本  134 山崎 寛子 日本 

95 KATHY THI AUNG ミャンマー  135 徳田覚子 日本 

96 TIISEKWA ADILI タンザニア  136 佐賀恵 日本 

97 古田信一 日本  137 鈴木文乃 日本 

98 MAK GOON LOM マレーシア  138 羽生美奈子 日本 

99 NYLVYN MAYER PETER マレーシア  139 池田隆太郎 日本 

100 ANIS FARHANA BINTI IBRAHIM マレーシア  140 MICO AMＩGO ENCARNA スペイン 

101 王忠騰 中国  141 陳鐳鐳 中国 

102 姜燕珍 中国  142 鄭玉青 中国 

103 西岡セルソ ブラジル  143 熊華磊 中国 

104 MD ABDULLA AL MAMUN バングラデシ

ュ 

 144 SAEED MUHAMMAD パキスタン 

105 菅雄祐 日本  145 李民主 韓国 

106 ROSLEINE DIAN インドネシア  146 SOOMRO ANILA NAG パキスタン 

107 KOROWA ARINI MONIKA MEIDY インドネシア  147 KHAN AFSAR NOUREEN パキスタン 

108 BARANSANO CHRISTINE インドネシア  148 BOHARA MANOJ ネパール 

109 KITOLELEI フィジー  149 KHAN SOHAIL パキスタン 

110 玉利浩美 日本  150 SUHAIL BUSHRA パキスタン 

111 玉利由美子 日本  151 KHAN SALIB AHMAD パキスタン 

112 玉利祐人 日本  152 KHAN ASAD AHMAD パキスタン 

113 玉利友梨奈 日本  153 KHAN SOHA パキスタン 

114 MD IMRANUL HOQ バングラデシ

ュ 

 154 MYINT THEIN TUN ミャンマー 

115 李曼 中国  155 HOSSAIN MOHAMMAD ALAMGIR バングラデシ

ュ 116 GARRIDO MORENO RAUL スペイン  156 SULTANA JASMINE バングラデシ

ュ 117 RAHMAN バングラデシ

ュ 

 157 ALAM MOHAMMAD RIDWANUL バングラデシ

ュ 118 符晨星 中国  158 AFRA RAIHNA バングラデシ

ュ 119 UDIIN ABUL FAIZ MD BURHAN バングラデシ

ュ 

 159 GHANI SIDRA パキスタン 

120 MOSA SANZIDA SULTANA バングラデシ

ュ 

 160 ANWAR SOBIA パキスタ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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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ANWAR MUHAMMAD パキスタン  201 AKTHER HAFEZA バングラデシ

ュ 162 ANWAR IZA パキスタン  202 AHMED FARHAN バングラデシ

ュ 163 ANWAR ZOYA パキスタン  203 AHMED HIMAWARI バングラデシ

ュ 164 孫夢嬌 中国  204 DO HIEN ベトナム 

165 相良かおる 日本  205 TU MAI OANH ベトナム 

166 BASHIR AHMMAD バングラデシ

ュ 

 206 林貢平 日本 

167 福元俊 日本  207 HALL WILLIAM イギリス 

168 田原純一 日本  208 肱黒香里 日本 

169 山崎望 日本  209 上田美佳子 日本 

170 中島寛之  日本  210 魏一 中国 

171 安藤雪乃 日本  211 吉原直樹 日本 

172 太田麗子 日本  212 吉原和樹 日本 

173 YADAV VARADARAJU GNANESHWAR インド  213 永峯知明 日本 

174 石原寛樹 日本  214 緒方祐介 日本 

175 鄧黎明 中国  215 鵜口紘平 日本 

176 久保彩華 日本  216 謝新 中国 

177 DEVIN CARTER アメリカ  217 竹山依里 日本 

178 大前研斗 日本  218 大島卓 日本 

179 MULYILA ESTHER JAPHET タンザニア  219 岩崎育美 日本 

180 阮敏 中国  220 川崎昌達 日本 

181 楊文霞 中国  221 坂本悠三 日本 

182 倉橋桃子 日本  222 櫻井夏菜 日本 

183 許ボムアン 韓国  223 中岡志織 日本 

184 范姜閎韻 台湾  224 BIN ABRAHIM MUHAMAD SYAFIQ マレーシア 

185 金英善 韓国  225 BINTI ZAINAL NURUL IZZA マレーシア 

186 鄭殷先 韓国  226 平岡彩子 日本 

187 牧山真奈 日本  227 GYULEMETOV NIKOLAY ブルガリア 

188 ANASCO NATHANIEL フィリピン  228 益山めぐみ 日本 

189 ANASCO CHERRY フィリピン  229 RIKO HAMDANI インドネシア 

190 ANASCO JOSHUA ICHIRO フィリピン  230 PATRICK PRAYOGA インドネシア 

191 ANASCO JULIA AIKO フィリピン  231 水谷成美 日本 

192 上川畑智美 日本  232 中村ももえ 日本 

193 北國秀治 日本  233 藤元幸子 日本 

194 BACOLOD EUGENE TAN フィリピン  234 岡村由美子 日本 

195 MONTECILLO MENCHIE フィリピン  235 松山洋子 日本 

196 MONTECLARO HAROLD フィリピン  236 JUARUAH インドネシア 

197 RAGAZA JANICE ALANO フィリピン  237 SUSANTI RULLIYANA インドネシア 

198 SARNO BRIAN JOHN フィリピン  238 坂下千鶴子 日本 

199 RABOR JANICE  フィリピン  239 WIDIAS TUTY インドネシア 

200 AHMED SAGIR バングラデシ

ュ 

 240 LUSIA MANU インドネシ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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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LIDEMAN インドネシア  281 張子午 中国 

242 LAINING ASDA インドネシア  282 日高亜耶 日本 

243 NEEDA NURROHMAH インドネシア  283 音堅茉美 日本 

244 森山祥子 日本  284 内匠康博 日本 

245 山本貴士 日本  285 髙橋かすみ 日本 

246 森田豊子 日本  286 盛園茉耶 日本 

247 米田昌生 日本  287 濱田利奈 日本 

248 林利栄子 日本  288 草野辰朗 日本 

249 堂園尚史 日本  289 ＳＡＬＯＭＥ ＴＡＵＦＡ  トンガ 

250 若狭隆彦 日本  290 池田洋子 日本 

251 若狭美奈 日本  291 日髙淳一郎 日本 

252 若狭茜音 日本  292 福宮智代 日本 

253 若狭杏奈 日本  293 ＳＡＹＥＤ ＭＵＨＡＭＭＡＤ ＳＹ

ＡＦＥＥＱ 

マレーシア 

254 通山こころ 日本  294 樺山綾子 日本 

255 小森かおり 日本  295 西岡盛隆 日本 

256 高椋三樹 日本  296 除川創 日本 

257 WEBER JAN ドイツ  297 上井瑛子 日本 

258 山之内卓也 日本  298 藤元悠 日本 

259 川路梨紗 日本  299 角野加奈 日本 

260 牧保奈美 日本  300 三上拓朗 日本 

261 林恵里香 日本  301 乗濱静香 日本 

262 ＨＡＦＩＺＵＤＤＩＮ BIN ＭＯＨＡＭ

ＥＤ 

マレーシア  302 CHOUDHURY MALAY インド 

263 松田智恵 日本  303 CHOUDHURY DEEPANKAR インド 

264 黒川夕貴 日本  304 CHOUDHURY NILANJANA インド 

265 久保泰國 日本  305 CHOUDHURY ABHRONEEL インド 

266 柚木崎健太 日本  306 CHOUDHURY DIYANJANA インド 

267 豊西敬 日本  307 PAL SANDIPAN インド 

268 後藤あや 日本  308 MD.YEAMIN HOSSAIN バングラデシ

ュ 269 有江憲吾 日本  309 KHATUN MURSHIDA バングラデシ

ュ 270 新留靖貴 日本  310 前田英恵 日本 

271 岡部里美 日本  311 大津英理 日本 

272 渡久地翔太 日本  312 今村梨沙 日本 

273 谷口明子 日本  313 黒尾信 日本 

274 橋本佳代子 日本  314 若松拓郎 日本 

275 轟木克也 日本  315 貞谷貴裕 日本 

276 有馬美香 日本  316 松尾優作 日本 

277 有馬アハッマドリョウ 日本  317 中村祥吾 日本 

278 ＳＴＯＫＡＲＴ ＴＨＯＭＡＳ ベルギー  318 福島直彦 日本 

279 福盛三南美 日本  319 片岡理奈 日本 

280 程嘉男 中国  320 関美穂子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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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宮崎恭輔 日本  361 山崎真里菜 日本 

322 松井勇磨 日本  362 白石西南 日本 

323 冨山貴之 日本  363 平嶺純子 日本 

324 大川卓也 日本  364 古川聖音 日本 

325 松尾航太 日本  365 屋宮香世子 日本 

326 松尾哲人 日本  366 遠目塚幸子 日本 

327 山下美沙貴 日本  367 西直美 日本 

328 原元祐太 日本  368 古野安寿子 日本 

329 竹田侑里 日本  369 NORA インドネシア 

330 有賀美保 日本  370 ASKAR ZUHDI ASYAUQIY インドネシア 

331 片平祐介 日本  371 NIBRAS TASKIYAH QALBINA インドネシア 

332 佐藤賀俊 日本  372 AMIRA HIKARI インドネシア 

333 泉和佳奈 日本  373 野口英一郎 日本 

334 田嶋亜紀子 日本  374 村津蘭 日本 

335 大江佑季 日本  375 髙群勝彦 日本 

336 野尻彩歌 日本  376 李青 中国 

337 井手口優太郎 日本  377 宋暁萌 中国 

338 宮内尚之 日本  378 種子田実希 日本 

339 華山達也 日本  379 松山昌樹 日本 

340 児塔彬音 日本  380 松山聖姫 日本 

341 ＡＦＺＡＬ ＭＵＨＡＭＭＡＤ パキスタン  381 泉有香 日本 

342 ＡＦＺＡＬ ＳＡＩＭＡ パキスタン  382 尾脇こずえ 日本 

343 ＡＦＺＡＬ ＫＡＩＮＡＴ パキスタン  383 肥後綾子 日本 

344 ＡＦＺＡＬ ＨＩＲＡ パキスタン  384 三嶋弓子 日本 

345 ＡＦＺＡＬ ＳＡＭＥＥＮ パキスタン  385 CHENGA TSHERING ブータン 

346 ＪＵＮＧ ＪＵＹＡＮ 韓国  386 元ホウ州 中国 

347 尾崎夏美 日本  387 権相豪 韓国 

348 田邉明日香 日本  388 王浩 中国 

349 飯田恭子 日本  389 SANDER CHRISTOPH ドイツ 

350 苧野あすか 日本  390 呂燕妮 台湾・フィリピ

ン 351 平城亜弥華 日本  391 趙正操 中国 

352 小八重奈々 日本  392 杜林 中国 

353 城山彩美 日本  393 張旭潔 中国 

354 安藤理奈 日本  394 孫考利 中国 

355 辻さとみ 日本  395 林偉倫 台湾 

356 脇元憂美香 日本  396 李秋 中国 

357 服部薫 日本  397 葛芹然 中国 

358 野間滋 日本  398 仼暁紅 中国 

359 野間リツ子 日本  399 當清香 日本 

360 RIZTYAN インドネシア  400 李春揺 中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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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迫地陽平 日本  441 AMRIT KUMAR GIRI ネパール 

402 李美英 韓国  442 馬俊南 中国 

403 中尾真央 日本  443 姚燕 中国 

404 劉力暢 中国  444 鄧彪 中国 

405 李超慧 中国  445 蔡天培 中国 

406 李涵月 中国  446 張志勇 中国 

407 齋藤晃 日本  447 NGUYEN THI HOA ベトナム 

408 林将之 日本  448 NGUYEN TRONG QUYEN ベトナム 

409 謝寧 中国  449 馬媛 中国 

410 谷帥欣 中国  450 NGO THE NGHIA ベトナム 

411 温中敏 中国  451 XAIKHA KAO YANG ラオス 

412 隠居悠介 日本  452 WIJESUNDARA MENUKA スリランカ 

413 林錦彣 台湾  453 SAMRETH KUCH VUTHY カンボジア 

414 平口いづみ 日本  454 久保仁 日本 

415 小幡順子 日本  455 小松あけみ 日本 

416 帖佐理子 日本  456 太田原愛 日本 

417 村方千鶴 日本  457 帖佐徹 日本 

418 谷口晴夫 日本     

419 金田正博 日本     

420 福永梨々子 日本     

421 山下晃暢 日本     

422 久永明靖 日本     

423 塚本真理音 日本     

424 大徳昴平 日本     

425 柿元勇人 日本     

426 潟山望見 日本     

427 宇都彩香 日本     

428 靍田翔子 日本     

429 金南希 韓国     

430 吉田友美 日本     

431 小島亜衣 日本     

432 広瀬公子 日本     

433 黒葛原結愛 日本     

434 中俣菜穂 日本     

435 大久保由起子 日本     

436 中崎陽子 日本     

437 恒吉伸子 日本     

438 王宇 中国     

439 李震 中国     

440 何歓 中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