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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根から、世界とつながる
交流事業

みんなの海を守ろう「海岸清掃奉仕活動」
島根県とロシア間の花の道

未来と夢に向かって情熱を注ぐ青年たち ―「2013 北東アジア交流の翼 in しまね」
翼をください ―青年交流事業 IN 寧夏

草の根に日米の交流が？！

　今年7月2日から7月8日まで、外国の観光客が少ない島根県に83人のアメリ
カ人がやってきました。毎年開催される日米草の根交流サミットのためでした。
ジョン・万次郎とウィットフィールド船長(Whitfield)の交流を続け、両国の間に良
い関係を作ろうという目的で、20年以上前に始まったサミットです。
　2日の夜、アメリカの国旗を持ち、サミットの緑のTシャツを着た通訳ボラン
ティア、島根大学の学生、島根県職員が参加者を米子鬼太郎空港と出雲縁結び
空港で歓迎しました。長い旅でくたびれた表情の顔が島根県のみなの温かい

「ようこそ」で癒されたようでした。
　そして、バスに乗り、松江の一畑ホテルに向かいました。夜の町を見ながら、み
んな、キレイだとよく言っていました。ホテルに到着すると、疲れた皆さんが早速
部屋に入りました。
　3日の朝、1890年に松江市に住んだ小泉八雲の孫である小泉凡（こいずみ 
ぼん）さんが参加者に歴史などについてミニ講座を行いました。評判は非常に
良かったそうです。
　暑い夜に60年に1度の大遷宮を迎える出雲大社に行き、神様の前で開会式
が行われました。テキサス州のカルスバーグ（Calsburg）から来た中高校生が流
暢な日本語で交流の大切さについて話し、温かい喝采を受けました。
　そして、しまねワイナリーへ移動し、レセプションがありました。会場が元気な
声で盛り上がっていました。おいしい焼き肉を食べる間に、島根県の伝統的な

芸能である大社の大土地神楽の上演がありました。
　翌朝から地域分科会が始まり、参加者が県内の各地域へ出発しました。3日
間、地域のホストファミリーの家に泊まり、実際の日本の生活に触れる機会がた
くさんあったようです。安来節を踊ったり、石見銀山のことを学んだり、隠岐の島
のジオパークを回ったり、楽しい経験をして、島根県の魅力を理解できたことで
しょう。
　最後の日に、参加者とホストファミリーのみんなが松江市のイングリッシュ
ガーデンに集まり、閉会式が行われました。地域分科会の映像を再生し、市町村
の名前が出たとき、いつも温かい声や拍手が上がりました。閉会式が終わり、宍
道湖に面する庭園で松江の伝統的な文化に触れながら、最後のレセプションを
しました。おいしい地域の料理を食べる最後のチャンスだと思い、参加者のみん
ながたくさん食べました。
　サミットの最後を迎えた参加者の心にはきっと「さよなら」ではなく、「じゃ、ま
た!」という気持ちが残ったでしょう。一人の参加者が「東京には何度も行ったこと
があるが、島根県には本当の日本が残されている!この伝統的な経験が日本に
行くアメリカの観光客に期待されているよ!頑張ってください!」と言いました。そ
れは間違いなく真実です。これからも島根県とアメリカの間にこのような交流が
続くように祈っ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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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YunheeGuo Tian LinLi Kun

　올해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외국 관광객이 적은 시마네현에 83명의 
미국인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미일 풀뿌리 교류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회의는 존 만지로와 휘트 필드(Whitfield) 
선장의 교류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양국이 좋은 관계를 쌓으려는 목적으로 
약 20여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2일 밤에 요나고 기타로공항과 이즈모 엔무스비공항에서 녹색 티셔츠를 
입고 미국 국기를 손에 든 통역 자원봉사자, 시마네대학 학생, 시마네현 
직원이 참가자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긴 여정에 지친 참가자들의 얼굴이 
시마네 현민들의 따뜻한 환영으로 위로받은 듯 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마쓰에의 이치바타호텔로 향했습니다. 밤거리를 
보면서 모두들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지친 방문단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일 아침에는 1890년에 마쓰에시에 살았던 고이즈미 야쿠모의 손자인 
고이즈미 본(小泉凡) 씨가 참가자들을 위해 역사에 관한 미니 강좌를 
열었고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운 밤중에 60년에 한 번 있는 신전 수리를 마친 이즈모타이샤로 가서 
신 앞에서 개회식을 열었습니다.  텍사스주 칼스버그에서 온 
중고등학생들이 유창한 일본어로 교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 후 시마네 와이너리로 이동해서 리셉센을 거행했습니다. 리셉션장이 
경쾌한 목소리로 물씬 달아올랐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먹는 동안 시마네현의 
전통 예능인 다이샤 오도치카구라(大土地神楽)가 상연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지역분과회가 시작되어 참가자들은 현내의 각 
지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3일 동안 홈스테이 가정에 머물며 일본인의 
실생활을 접하는 기회를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야스기부시 춤을 추거나 
이와이긴잔 은광에 대해 배우거나 오키노시마 지오파크를 돌면서 즐거운 
경험을 하고 시마네현의 매력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참가자들과 홈스테이 가족 모두가 마쓰에시의 

잉글리시가든에 모여 폐회식을 열었습니다. 지역분과회의 영상영상이 
상영되었는데 시정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뜨거운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폐회식이 끝나고 신지코가 마주보이는 정원에서 마쓰에의 
전통문화를 접하는 마지막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맛있는 지역 요리를 먹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참가자들은 마음껏 음식을 즐겼습니다.
　회의 마지막날을 맞이한 참가자들 마음 속에는 분명 ‘안녕, 잘 있어’가 
아니라 ‘또 만나’라는 느낌이 남았을 것입니다. 한 참가자가 ‘도쿄는 
여러번 가봤는데 시마네현이야말로 진정한 일본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 일본을 찾는 미국 관광객들이 기대하는 건 이런 전통적인 
경험이에요. 힘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분명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시마네현과 미국 사이에 이런 교류가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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みんなの海を守ろう「海岸清掃奉仕活動」 高侖希
　今年も夏休みを迎えて韓国の中高生が島根県にやってきました。真夏の厳しい
暑さが続く7月23日から7月30日までの7泊8日間、18名の生徒たちは海岸清掃を
はじめ、地元学校との交流、ホームステイ、ごみ処理施設の見学、島根県観光を経
験した後、無事帰国しました。私は去年に続いてこの事業の通訳として全日程を
生徒たちと一緒にしました。 
　「綺麗な海を守るための韓日青少年の奉仕活動」という長い名前のこの事業
は、韓国の中高生が島根県の高校生と一緒に海岸に漂着したごみを拾うボラン
ティア活動です。今年で4回目を迎え、今まで56名が参加した充実した事業です。 
　ところで、どうして韓国の生徒たちが日本に来て海岸のごみを拾うのでしょう
か？その理由は国を超えた地球規模の課題、つまり環境問題と関係があります。
私たちが何気なく捨てたごみの一部は雨や風によって川に入り、やがて海へ流れ
出します。それから、海流や風によって海岸に漂着します。このようにして海に出た
ごみは全世界で年間600-700万トンに上ると言われています。島根県は韓国とと
ても近い距離にあるので、韓国から流れてきたペットボトルやガラス瓶、プラス
チック容器などの生活ごみが多く、それを拾いに韓国の生徒たちが島根県を訪れ

たわけです。
　特に今年は本土から2時間半ぐらい船に乗って隠岐を訪ね、島前と島後を回り
ながら掃除活動をしました。蒸し暑さと雨が心配でしたが、運よくずっといい天気
が続きました。しかし、風が強くて結局最後の掃除は海岸に積もったごみを確認
する程度で終える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 
　全国各地から集まった生徒たちは海を連想させる青いTシャツを着て、一生懸
命にごみ袋の中にごみを詰めていきました。韓国だけでなく、日本や中国、北朝鮮
からのごみも目に入りました。夏の日差しと強い風と闘いながら集めたごみをバ
ケツリレーのように手から手へと渡して低い丘を越えて一箇所に集めた時は、胸
がいっぱいになりました。 
　島根県の隠岐高校、隠岐島前高校、出雲西高校の生徒たちとはごみを拾う活動
のみならず、バーベキューやゲーム、絵を楽しみながら親しくなる時間を持ちまし
た。言葉は通じなくてもすぐ仲良くなって、笑ったりはしゃいだりしていました。
 　週末は地元の家庭でホームステイをし、最後の日は勾玉づくり体験をしてか
ら、生徒たちは韓国に帰りました。約1週間騒がしかった周りが静かになると、少し

●Japanese

寂しい気持ちになりました。  
　掃除の直後に綺麗になった海岸は、再びごみが積もっ
て掃除前に戻ってしまうそうです。それでは私たちの掃除
活動は無意味なものなのでしょうか？そうではないと思い
ます。この奉仕活動の真の目的は、ごみを拾う行為にある
のではなく、むやみに捨てた
ごみが招いた結果を自分の
目で確認した生徒たちがご
みを捨てないようになるこ
と、さらに環境問題に関心を
持ってみんなの海を守ろうと
する意識を持つことにあるか
らです。これからもっと多くの
生徒たちに島根県で環境の
大切さを感じてほしいです。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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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시마네현을 
찾았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한창이던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7
박 8일 동안, 18명의 학생들은 해안 청소활동, 지역 학교와의 교류, 
홈스테이, 쓰레기 처리시설 견학, 시마네현 관광을 마치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 행사의 통역을 
맡아 전 일정을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한일청소년 봉사활동>이라는 긴 이름의 이 
행사는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시마네현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해안가에 
쌓인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며 지금까지 
56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내실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학생들은 일본에까지 와서 해안가 쓰레기를 줍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국가 단위를 넘어선 전지구적인 과제, 즉 환경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버린 쓰레기 중 일부는 비와 바람에 
의해 강으로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들게 됩니다. 그 후, 해류와 바람에 의해 
반대편 해안가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다로 흘러든 쓰레기는  
전세계적으로 연간 600-70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마네현은 한국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흘러든 페트병,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등 생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고 그것을 주우러 한국 
학생들이 시마네현을 찾은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시마네현에서 두 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는 
오키섬도 방문해서 섬 두 곳을 돌며 청소를 했습니다. 무더위와 비가 
걱정되었지만 운 좋게 계속 좋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결국 마지막 청소는 해안가에 쌓인 쓰레기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들은 바다를 연상시키는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열심히 쓰레기 봉지 속에 쓰레기를 채워나갔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북한의 쓰레기까지 눈에 띄었습니다. 여름 햇살과 세찬 바람과 
싸워가며 그렇게 모은 쓰레기를 손에서 손으로 건네며 낮은 언덕을 넘어 
한 곳에 모았을 때는 뭉클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시마네현의 오키 고등학교, 오키도젠 고등학교, 이즈모니시 고등학교의 
학생들과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 뿐만 아니라 바베큐, 게임, 그림 그리기 
등을 같이 하며 서로 친해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말이 안 통해도 금새 
친해져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주말에는 지역분들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시마네현의 유명 특산품인 곡옥으로 목걸이를 만드는 체험을 한 뒤, 
학생들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약 일주일간 왁자지껄하던 주변이 
조용해지니 다소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가 끝난 직후에 깨끗해진 해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쓰레기가 쌓이고 청소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청소봉사활동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봉사의 참된 목적은 쓰레기를 줍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버린 
쓰레기가 낳은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청소년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는 것, 더 나아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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みんなの海を守ろう「海岸清掃奉仕活動」 高侖希
　今年も夏休みを迎えて韓国の中高生が島根県にやってきました。真夏の厳しい
暑さが続く7月23日から7月30日までの7泊8日間、18名の生徒たちは海岸清掃を
はじめ、地元学校との交流、ホームステイ、ごみ処理施設の見学、島根県観光を経
験した後、無事帰国しました。私は去年に続いてこの事業の通訳として全日程を
生徒たちと一緒にしました。 
　「綺麗な海を守るための韓日青少年の奉仕活動」という長い名前のこの事業
は、韓国の中高生が島根県の高校生と一緒に海岸に漂着したごみを拾うボラン
ティア活動です。今年で4回目を迎え、今まで56名が参加した充実した事業です。 
　ところで、どうして韓国の生徒たちが日本に来て海岸のごみを拾うのでしょう
か？その理由は国を超えた地球規模の課題、つまり環境問題と関係があります。
私たちが何気なく捨てたごみの一部は雨や風によって川に入り、やがて海へ流れ
出します。それから、海流や風によって海岸に漂着します。このようにして海に出た
ごみは全世界で年間600-700万トンに上ると言われています。島根県は韓国とと
ても近い距離にあるので、韓国から流れてきたペットボトルやガラス瓶、プラス
チック容器などの生活ごみが多く、それを拾いに韓国の生徒たちが島根県を訪れ

たわけです。
　特に今年は本土から2時間半ぐらい船に乗って隠岐を訪ね、島前と島後を回り
ながら掃除活動をしました。蒸し暑さと雨が心配でしたが、運よくずっといい天気
が続きました。しかし、風が強くて結局最後の掃除は海岸に積もったごみを確認
する程度で終える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 
　全国各地から集まった生徒たちは海を連想させる青いTシャツを着て、一生懸
命にごみ袋の中にごみを詰めていきました。韓国だけでなく、日本や中国、北朝鮮
からのごみも目に入りました。夏の日差しと強い風と闘いながら集めたごみをバ
ケツリレーのように手から手へと渡して低い丘を越えて一箇所に集めた時は、胸
がいっぱいになりました。 
　島根県の隠岐高校、隠岐島前高校、出雲西高校の生徒たちとはごみを拾う活動
のみならず、バーベキューやゲーム、絵を楽しみながら親しくなる時間を持ちまし
た。言葉は通じなくてもすぐ仲良くなって、笑ったりはしゃいだりしていました。
 　週末は地元の家庭でホームステイをし、最後の日は勾玉づくり体験をしてか
ら、生徒たちは韓国に帰りました。約1週間騒がしかった周りが静かになると、少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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寂しい気持ちになりました。  
　掃除の直後に綺麗になった海岸は、再びごみが積もっ
て掃除前に戻ってしまうそうです。それでは私たちの掃除
活動は無意味なものなのでしょうか？そうではないと思い
ます。この奉仕活動の真の目的は、ごみを拾う行為にある
のではなく、むやみに捨てた
ごみが招いた結果を自分の
目で確認した生徒たちがご
みを捨てないようになるこ
と、さらに環境問題に関心を
持ってみんなの海を守ろうと
する意識を持つことにあるか
らです。これからもっと多くの
生徒たちに島根県で環境の
大切さを感じてほしいです。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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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시마네현을 
찾았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한창이던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7
박 8일 동안, 18명의 학생들은 해안 청소활동, 지역 학교와의 교류, 
홈스테이, 쓰레기 처리시설 견학, 시마네현 관광을 마치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 행사의 통역을 
맡아 전 일정을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한일청소년 봉사활동>이라는 긴 이름의 이 
행사는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시마네현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해안가에 
쌓인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며 지금까지 
56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내실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학생들은 일본에까지 와서 해안가 쓰레기를 줍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국가 단위를 넘어선 전지구적인 과제, 즉 환경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버린 쓰레기 중 일부는 비와 바람에 
의해 강으로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들게 됩니다. 그 후, 해류와 바람에 의해 
반대편 해안가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다로 흘러든 쓰레기는  
전세계적으로 연간 600-70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마네현은 한국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흘러든 페트병,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등 생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고 그것을 주우러 한국 
학생들이 시마네현을 찾은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시마네현에서 두 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는 
오키섬도 방문해서 섬 두 곳을 돌며 청소를 했습니다. 무더위와 비가 
걱정되었지만 운 좋게 계속 좋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결국 마지막 청소는 해안가에 쌓인 쓰레기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들은 바다를 연상시키는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열심히 쓰레기 봉지 속에 쓰레기를 채워나갔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북한의 쓰레기까지 눈에 띄었습니다. 여름 햇살과 세찬 바람과 
싸워가며 그렇게 모은 쓰레기를 손에서 손으로 건네며 낮은 언덕을 넘어 
한 곳에 모았을 때는 뭉클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시마네현의 오키 고등학교, 오키도젠 고등학교, 이즈모니시 고등학교의 
학생들과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 뿐만 아니라 바베큐, 게임, 그림 그리기 
등을 같이 하며 서로 친해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말이 안 통해도 금새 
친해져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주말에는 지역분들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시마네현의 유명 특산품인 곡옥으로 목걸이를 만드는 체험을 한 뒤, 
학생들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약 일주일간 왁자지껄하던 주변이 
조용해지니 다소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가 끝난 직후에 깨끗해진 해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쓰레기가 쌓이고 청소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청소봉사활동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봉사의 참된 목적은 쓰레기를 줍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버린 
쓰레기가 낳은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청소년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는 것, 더 나아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시마네현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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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根県とロシア間の花の道 タチアナ・クラピヴィナ
　島根県の花である牡丹は、2009年からロシアへの輸出がはじまりました。島
根県庁のブランド推進課、松江市役所とJAくにびきが輸出担当ですが、私も日
本とロシア側の連絡窓口として翻訳、通訳、共催のお手伝いを積極に行ってい
ます。今回は花の交流に関する仕事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2012年8月に私の島根県庁での仕事が始まり、10月にロシア沿海地方のウ
ラジオストク市で行われた「松江ブランド展inロシア」に通訳者として参加しまし
た。牡丹はもちろん、お茶、和菓子、醤油、化粧品といった島根県のブランドが二
日間出展され、多くの市民が見て、販売もされました。
　牡丹の経済交流のおかげで文化交流が誕生しました。ウラジオストク国立経
済サービス大学付属ドゥビニン (Dubinin) 学校の生徒達が牡丹の絵を描きまし
た。2013年5月の松江牡丹祭りに行きたいという気持ちも出てきました。私が島
根県文化国際課とブランド推進課と相談し、文化国際課によって受け入れること
が決まりました。
　4ヶ月間の準備期間を終え、5月に牡丹輸入業者とドゥビニン学校の生徒達が
23名来県しました。牡丹祭りのステージでロシア民俗衣装を着てコンサートを

披露し、ロシアと日本の子どもによる牡丹の絵を展示し、松江市八束町と隠岐郡
の西ノ島町の学校の訪問・交流、そしてロシアに興味を持っている住民との交流
会も行いました。ロシアのグループは島根県に惚れ惚れし、大満足の気持で
帰って行きました。
　引き続き、2013年6月にサンクト・ペテルブルグ市に出張しました。今までは
牡丹がロシアのウラジオストク市とハバロフスク市で販売されていました。今後
ロシアのヨーロッパ側にも進出する予定です。サンクト・ペテルブルグの「牡丹会
議」に参加してきました。私の役割は島根県側の会議参加への準備と現場の通
訳でした。サンクト・ペテルブルグ訪問によって同市の花市場と牡丹輸出の潜在
力への理解が深まりました。
　2013年9月初旬に島根県文化国際課がウラジオストク市で「島根ウィークin
ウラジオストク―2013」という事業を主催しました。島根県を紹介するため、グ
ループメンバー23名がジャズと石見神楽のコンサートを2つ、島根県の誇る抹
茶と和菓子サービス、神楽面の絵付けのイベントと、島根県の神話、神楽、子ども
達の牡丹の絵を出展しました。友たちになったドゥビニン学校の生徒達も展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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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開会式に来て、自分が描いた絵を見る喜びを隠せませんでした。島根の参加
者たちはドゥビニン学校の学長に招待され、生徒達による歌、ダンス、バレエの
コンサートも見ました。来年ドゥビニン学校の生徒達にまた来ていただいて、絵・
書道の勉強、ロシア民謡・バレエのコンサートを行うというアイディアが生まれま
した。文化国際課の支援を得て、この案をぜひ実施したいと思います。
　ロシア沿海地方と島根県、ロシアと日本の交流に貢献出来る仕事に就くこと
ができ幸せに思っています。双方の花の道がもっと広くなりますように!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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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마네현의 꽃인 모란은 2009년부터 러시아에 수출되었습니다. 
시마네현청의 브랜드 추진과와 마쓰에시청, JA 쿠니비키가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일본과 러시아의 연락 창구로서 번역과 통역, 공동 
이벤트 개최를 돕고 있습니다. 이 지면에서는 꽃과 관련된 교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2012년 8월부터 시마네현청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해 10월에 
러시아의 연해지방인 블라디보스토크시에서 열린 ‘마쓰에 브랜드전 in 
러시아’에 통역으로 참가했습니다. 이틀간 모란을 비롯한 차, 화과자, 
간장, 화장품 등 시마네현의 브랜드가 전시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아왔고 

판매도 이루어졌습니다.
　모란을 통한 경제교류 덕분에 문화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경제서비스대학 부속 두비닌학교의 학생들이 모란을 
그림으로 그렸고 2013년 5월에 마쓰에 모란축제에 참가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시마네현 문화국제과 및 브랜드 추진과와 
상의했고 문화국제과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에 모란 수입업자와 두비닌학교의 학생 
등 총 23명이 시마네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모란축제 무대에서 러시아 
민속의상을 입고 콘서트를 열었고 러시아 아이들과 일본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쓰에시 야쓰카초(八束町)와 오키군(隠岐
郡) 니시노시마초(西ノ島町)의 학교를 방문하여 교류를 했고 러시아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과도 교류회를 가졌습니다. 러시아 방문단은 

타치아나 크라피비나

시마네현과 러시아 
사이의 꽃길

시마네현에 반했고 크게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어서 2013년 6월에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 출장을 갔습니다. 
지금까지 모란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와 하바로프스크시에서 
판매되었는데 앞으로 러시아의 유럽 쪽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란 회의'에도 참가하였는데 제 역할은 시마네현측 
회의 참가 준비와 현장 통역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방문을 통해 양 
시의 꽃 시장과 모란 수출의 잠재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2013년 9월 초에 시마네현 문화국제과가 블라디보스토크시에서 
'시마네 위크 in 블라디보스토크-2013'이라는 사업을 주최했습니다. 
시마네현을 소개하기 위해 23명의 방문단이 재즈 콘서트와 이와미카구라 
콘서트를 열고 시마네현이 자랑하는 녹차와 화과자를 대접했습니다. 
카구라 가면에 그림을 그리는 이벤트도 열었고 시마네현의 신화와 
카구라에 관한 판넬과 어린이들의 모란 그림도 전시하였습니다. 친구가 된 
두비닌학교 학생들도 전시 개회식에 와서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마네현 참가자들은 두비닌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초대되어 아이들의 노래와 춤, 발레 콘서트를 보았습니다. 
내년에 두비닌학교의 학생들이 다시 시마네를 방문해서 그림과 서예 공부, 
러시아 민요와 발레 콘서트를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문화국제과의 지원을 받아 이 안을 꼭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러시아 연해지방과 시마네현, 러시아와 일본의 교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서로간의 꽃길이 더욱 넓어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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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根県とロシア間の花の道 タチアナ・クラピヴィナ
　島根県の花である牡丹は、2009年からロシアへの輸出がはじまりました。島
根県庁のブランド推進課、松江市役所とJAくにびきが輸出担当ですが、私も日
本とロシア側の連絡窓口として翻訳、通訳、共催のお手伝いを積極に行ってい
ます。今回は花の交流に関する仕事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2012年8月に私の島根県庁での仕事が始まり、10月にロシア沿海地方のウ
ラジオストク市で行われた「松江ブランド展inロシア」に通訳者として参加しまし
た。牡丹はもちろん、お茶、和菓子、醤油、化粧品といった島根県のブランドが二
日間出展され、多くの市民が見て、販売もされました。
　牡丹の経済交流のおかげで文化交流が誕生しました。ウラジオストク国立経
済サービス大学付属ドゥビニン (Dubinin) 学校の生徒達が牡丹の絵を描きまし
た。2013年5月の松江牡丹祭りに行きたいという気持ちも出てきました。私が島
根県文化国際課とブランド推進課と相談し、文化国際課によって受け入れること
が決まりました。
　4ヶ月間の準備期間を終え、5月に牡丹輸入業者とドゥビニン学校の生徒達が
23名来県しました。牡丹祭りのステージでロシア民俗衣装を着てコンサートを

披露し、ロシアと日本の子どもによる牡丹の絵を展示し、松江市八束町と隠岐郡
の西ノ島町の学校の訪問・交流、そしてロシアに興味を持っている住民との交流
会も行いました。ロシアのグループは島根県に惚れ惚れし、大満足の気持で
帰って行きました。
　引き続き、2013年6月にサンクト・ペテルブルグ市に出張しました。今までは
牡丹がロシアのウラジオストク市とハバロフスク市で販売されていました。今後
ロシアのヨーロッパ側にも進出する予定です。サンクト・ペテルブルグの「牡丹会
議」に参加してきました。私の役割は島根県側の会議参加への準備と現場の通
訳でした。サンクト・ペテルブルグ訪問によって同市の花市場と牡丹輸出の潜在
力への理解が深まりました。
　2013年9月初旬に島根県文化国際課がウラジオストク市で「島根ウィークin
ウラジオストク―2013」という事業を主催しました。島根県を紹介するため、グ
ループメンバー23名がジャズと石見神楽のコンサートを2つ、島根県の誇る抹
茶と和菓子サービス、神楽面の絵付けのイベントと、島根県の神話、神楽、子ども
達の牡丹の絵を出展しました。友たちになったドゥビニン学校の生徒達も展示

●Japanese

の開会式に来て、自分が描いた絵を見る喜びを隠せませんでした。島根の参加
者たちはドゥビニン学校の学長に招待され、生徒達による歌、ダンス、バレエの
コンサートも見ました。来年ドゥビニン学校の生徒達にまた来ていただいて、絵・
書道の勉強、ロシア民謡・バレエのコンサートを行うというアイディアが生まれま
した。文化国際課の支援を得て、この案をぜひ実施したいと思います。
　ロシア沿海地方と島根県、ロシアと日本の交流に貢献出来る仕事に就くこと
ができ幸せに思っています。双方の花の道がもっと広くなりますように!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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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마네현의 꽃인 모란은 2009년부터 러시아에 수출되었습니다. 
시마네현청의 브랜드 추진과와 마쓰에시청, JA 쿠니비키가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일본과 러시아의 연락 창구로서 번역과 통역, 공동 
이벤트 개최를 돕고 있습니다. 이 지면에서는 꽃과 관련된 교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2012년 8월부터 시마네현청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해 10월에 
러시아의 연해지방인 블라디보스토크시에서 열린 ‘마쓰에 브랜드전 in 
러시아’에 통역으로 참가했습니다. 이틀간 모란을 비롯한 차, 화과자, 
간장, 화장품 등 시마네현의 브랜드가 전시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아왔고 

판매도 이루어졌습니다.
　모란을 통한 경제교류 덕분에 문화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경제서비스대학 부속 두비닌학교의 학생들이 모란을 
그림으로 그렸고 2013년 5월에 마쓰에 모란축제에 참가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시마네현 문화국제과 및 브랜드 추진과와 
상의했고 문화국제과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에 모란 수입업자와 두비닌학교의 학생 
등 총 23명이 시마네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모란축제 무대에서 러시아 
민속의상을 입고 콘서트를 열었고 러시아 아이들과 일본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쓰에시 야쓰카초(八束町)와 오키군(隠岐
郡) 니시노시마초(西ノ島町)의 학교를 방문하여 교류를 했고 러시아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과도 교류회를 가졌습니다. 러시아 방문단은 

타치아나 크라피비나

시마네현과 러시아 
사이의 꽃길

시마네현에 반했고 크게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어서 2013년 6월에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 출장을 갔습니다. 
지금까지 모란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와 하바로프스크시에서 
판매되었는데 앞으로 러시아의 유럽 쪽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란 회의'에도 참가하였는데 제 역할은 시마네현측 
회의 참가 준비와 현장 통역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방문을 통해 양 
시의 꽃 시장과 모란 수출의 잠재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2013년 9월 초에 시마네현 문화국제과가 블라디보스토크시에서 
'시마네 위크 in 블라디보스토크-2013'이라는 사업을 주최했습니다. 
시마네현을 소개하기 위해 23명의 방문단이 재즈 콘서트와 이와미카구라 
콘서트를 열고 시마네현이 자랑하는 녹차와 화과자를 대접했습니다. 
카구라 가면에 그림을 그리는 이벤트도 열었고 시마네현의 신화와 
카구라에 관한 판넬과 어린이들의 모란 그림도 전시하였습니다. 친구가 된 
두비닌학교 학생들도 전시 개회식에 와서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마네현 참가자들은 두비닌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초대되어 아이들의 노래와 춤, 발레 콘서트를 보았습니다. 
내년에 두비닌학교의 학생들이 다시 시마네를 방문해서 그림과 서예 공부, 
러시아 민요와 발레 콘서트를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문화국제과의 지원을 받아 이 안을 꼭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러시아 연해지방과 시마네현, 러시아와 일본의 교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서로간의 꽃길이 더욱 넓어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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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来と夢に向かって情熱を注ぐ青年たち
―「2013 北東アジア交流の翼 in しまね」 李　琨
　今から長い歳月が流れて大海を前に立ったとき、おそらく当時の青年たちは初め
て和太鼓というものを体験した、あの遠い日の午後を思い出すに違いありません。
　「北東アジア交流の翼inしまね」という交流プログラムは「若者同士の交流に
よる北東アジア地域の相互理解と友好感情を発展させる」との理念に基づき、
2002年から年に1回実施されています。今年の8月2日から7日まで、この交流プ
ログラムは「福祉」をメインテーマに、日本の島根県で行われました。中国、日本
（島根県）、韓国、ロシア4ヵ国で総勢20名の青年たちが島根県に集いました。
　6日間にわたり、各国の青年たちは島根県の高齢者介護施設を見学し、日本
の伝統文化である和太鼓を体感し、ホームステイし、熱気に溢れた意見交換会
を行い、一連の豊富で多彩な交流活動を体験しました。今回のとても得がたい
チャンスを通して、参加者は寝食や見学を共にして、言葉と文化の違いを乗り越
え、親交を深め、心と心との距離を縮め、深い友情を作ることができました。青年
たちは新たな出会いの中で、心の絆が結ばれたのです。
　北東アジア地域の各国は地理的に近く、文化的に相通じているとはいえ、参加
青年は性別や年齢や職業が異なっていますので、交流を深めるのはそう簡単なこ
とではありません。予想通り、青年たちは会った最初の頃は照れくさいためか、ほ
とんど無口で、少し緊張気味でした。が、交流活動が順調に進んでいくにつれて、
誰かが言った冗談に笑ったり、ゲームで勝って嬉しいとか、同じ料理を食べて同じ
ようにおいしいと言ったり、青年たちは知らないうちに同じ気持ちを共有するよう
になりました。交流がどんどん活発になり、会場は時には歓声に包まれました。
　交流活動の中で、青年たちが皆例外なく他人の発言に熱心に耳を傾け、真剣

に考えていることが、今でも目に焼き付いています。「交流」の最も大切な第一歩
は正に「傾聴」ではないかと、私は考えています。人と人との交流は根本的に言
えば、心と心との交流でしょう。双方とも先入観を捨て、心の扉を開き、「相手と仲
良くなりたい」と思う気持ちがあれば、言葉や文化の壁なんて全然問題ないし、
より親しく交わってみたら、さぞ「目からうろこが落ちる」ような多くの新鮮な異文
化体験と収穫を得られるでしょう。要するに、国や民族が違うとはいえ、結局はみ
んな同じ人間、同じ若者同士です。この原点に立ち、考えてみれば、実は皆さん
が幅広い共通点を持っているのだと、私はそう受け止めています。
　お別れのときはいよいよ近づいてきます。一緒にたくさんの思い出を作った
各国の青年たちは涙ぐみながら、熱い抱擁を交わし、またいつか、どこかで会い
ましょう、とお互いに固く約束しました。島根の6日間、各国の青年たちはお互い
に切磋琢磨し、情熱に満ちた交流をし、若者らしさを発揮し、青年交流の明るい
将来を物語りました。
　希望と夢とは、元々あるものと言えないし、ないものとも言えないのです。それ
は地上の道のようなものです。もともと地上には道はありません。歩く人が多くな
れば、それが道になるのです。各国の若者は希望と夢の化身のようです。帰国し
た青年たちに、島根での美しい盛夏の6日間を人生の大切な思い出と財産にし
て、他国の友達との絆を大切にし、北東アジアの世代友好のために力を尽くして
ほしいと大いに期待してやみません。
　北東アジア地域の青年のみなさん、来年、夏の花が咲き乱れ、そよ風の吹く島
根で会いましょう!

翼をください ―青年交流事業 IN 寧夏 郭天琳
　空の色が青からグレーへ変わり、じめじめした秋雨の音を聞くと、季節のペー
ジがめくられた実感があった。窓を透かして外を見ると、寧夏に出張した時のこ
とをふっと懐かしく思った。当時撮った写真をもう一回出したら、晴れた空と大地
と人の笑顔があふれるほどいっぱいだった。太陽の光が写真から外に舞い上が
るように輝いて、空が明るくなってきた気がする。
　今回寧夏に行くことになったのは「交流の翼・中国プログラム」のおかげだっ
た。「日中韓国民交流年」を記念するために、2002年から友好提携を結んでいる
島根県と中国寧夏回族自治区、韓国慶尚北道の3地域が共同して相互に青年を
派遣する交流プログラムを実施し始めた。この交流プログラムが「交流の翼」と
名づけられた。他国の青年たちと交流するために、与えられた「翼」を広げ、日本
島根県、韓国慶尚北道、モンゴルウブルハンガイ県の青年たち約20名が私の故
郷である中国寧夏回族自治区に集まった。
　8月の島根は蒸し暑く、まさに真夏の感じだが、銀川はもう悄然と早秋に入っ
ていた。天高く、青空が澄んで雲がのんびり流れ、だんだんと涼しい風が吹くよう
になった。蒸しトウモロコシのいい匂いが空気に浮かんで、遠くから西瓜の売り
声が聞こえる。秋は寧夏の一番いい季節である。
　シルクロードの北ルートの要衝となった寧夏は昔から東西交易と文化の交流が行
われた場所なので、様々な文化遺跡が残った。遊牧民族の歴史を書いた賀蘭山岩
画と西夏王族のお墓であった西夏王陵がこの中でもっとも有名なところである。文
化遺跡だけでなく、寧夏では特別な風景もある。「沙湖」という名勝地は砂漠の中で
湖があり、砂漠と湖の絶妙な風景がたくさんの観光客を引きつけている。一日半の
ホームステイが終わり、青年たちは沙湖に興味を持ち、バスの中で歌いながら、沙湖
へ向かった。退屈なはずの移動時間が各国青年の歌声と笑声の中で素早く経ってし

まった。沙湖に着くと、緑に慣れた日本青年たちが見たこともない砂ばかりの砂漠風
景に驚いた。砂の中に立ち、湖と砂漠をバックして、三人がうれしく飛び跳ねた。
　砂漠の景色を十分楽しんだ後、呉忠市の小学校の子供たちと一緒に書道の
練習をしたり、中国特別の「中国空中ゴマ」で遊んだり、言葉は通じないけれど、
楽しく交流した。寧夏の子供たちにとっても、今回の参加者の青年たちにとって
も、いい思い出になっただろう。
　幸せな時間は必ず短い。各国の青年たちが一緒に過ごした時間はあっと言う
間になくなり、いよいよ「交流の翼」の最終日を迎えた。寧夏滞在の最後の日に、
中国の伝統的な雑技を見学した。見るだけではなく、雑技団の団員たちと一緒
に雑技体験もした。皿を上手にぐるぐる回すために、青年たちは必死に団員さん
からコツを学び、いっぱい練習した。それで、帰りのバスの中でも、練習の姿の写
真を見たり、他の人とコツについて話したりして、とても賑やかだった。
　寧夏から出発する日になり、青年たちは連絡先を交換したり、写真を撮ったりして、
名残惜しく「さよなら」を言った。もともと縁がない青年たちは「交流の翼」で結ばれ、
まるで翼を持ったように、同じく寧夏に飛んで来た。「翼」があるから、お互いの交流が
できるようになった。自分の国のことをアピールと同時に他国のことを勉強し、自分の
考えを表現すると同時に、他国青年の考え方を理解する。見たこともないものや景色
を楽しみ、やったこともないのを体験し、自分と他人の絆を深め、自分の視野を広げ、
最後に他人とさまざまなことについて話し合う。それこそ交流の意義でしょう。
　青年たちだけでなく、興味がある人ならだれでも「翼」をつけて交流ができる
ようになってほしい。山本潤子（やまもとじゅんこ）が歌った「翼をください」のよう
に:「今私の願い事が/かなうならば/翼がほしい/この背中に鳥のように/白い翼
/つけてください。この青空に翼をひろげ/飛んでゆきたいよ」

●Japanes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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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부터 긴 세월이 흘러 드넓은 바다를 마주했을 때, 아마도 
당시의 젊은이들은 처음으로 일본의 전통북을 체험했던 먼 옛날의 오후를 
떠올릴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라는 교류 프로그램은 ‘청년들 간의 
교류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상호 이해와 우호를 발전시킨다’라는 이념 
하에 2002년부터 일년에 한 번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복지라는 테마 아래에서 일본 시마네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일본(시마네현), 한국, 러시아의 4개국에서 총 20명의 청년들이 
시마네현에 모였습니다.
　6일간에 걸쳐 각국의 청년들은 시마네현의 노인복지시설 견학, 일본 
전통북 체험,  홈스테이, 열띤 의견교환회 등 일련의 다채로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좀처럼 드문 이번 기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함께 합숙하고 
견학도 하면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친목을 다지고 마음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면서 깊은 우정을 다졌습니다. 청년들은 새로운 만남 속에서 
마음의 유대가 맺어진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각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상통한다고는 해도 
참가 청년들은 성별과 연령과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교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상대로 청년들은 처음 만났을 
때는 쑥스러움 때문인지 거의 말이 없었고 다소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류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면서 누군가 내뱉은 농담에 
웃거나 게임에서 이기면 기뻐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며 서로들 맛있다고 
대화하며, 어느새 같은 느낌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교류가 점점 
활발해지면서 교류장은 때론 환성에 사로잡혔습니다. 
　교류활동 중에 청년들 모두 예외없이 다른 사람의 발언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교류’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경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마음과 마음의 교류일 것입니다. 쌍방 
모두 선입견을 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와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언어와 문화의 벽 같은 건 전혀 문제되지 않고, 더 친밀하게 우정을 

나누면 필시 새로운 시야가 트이는 신선한 이문화 체험과 수확을 얻을 
것입니다. 즉, 국가와 민족이 달라도 결국 모두 같은 인간이며 같은 
젊은이들입니다. 이런 원점에 서서 생각해보면 실은 모두가 폭넓은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작별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함께 수많은 추억을 쌓은 
각국의 청년들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다시 언젠가 
어딘가에서 만나자고 굳은 약속을 나눴습니다. 시마네에서 보낸 6일간 
각국의 청년들은 서로 절차탁마하며 정열에 가득찬 교류를 하고 
젊은이다움을 발휘하며 청년 교류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희망과 꿈이란 원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땅 위에는 원래 길이 없습니다. 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각국 청년들은 희망과 꿈의 화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귀국한 
청년들이 시마네에서 만끽한 한여름의 6일간을 인생의 소중한 추억과 
재산으로 삼아 다른 나라 친구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동북아시아의 
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크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청년 여러분! 내년에 여름 꽃이 피고 산들바람이 부는 
시마네에서 다시 만나요!

리 콘(李琨)

꿈과 미래를 향해 
정열을 쏟는 청년들
-2013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

　푸른 하늘이 회색 빛으로 바뀌고 촉촉한 가을비 소리가 들려올 때, 계절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실감이 났다. 창문 너머 밖을 바라보니 닝샤에 출장을 
갔던 일이 문득 그립게 느껴졌다. 당시에 찍은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자 
맑은 하늘과 대지와 사람들의 미소가 한가득 넘쳐나고 있었다. 햇살이 사진 
밖으로 날아오르듯 반짝거려서 하늘이 밝아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번에 닝샤에 간 것은 ‘교류의 날개・중국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우호교류를 맺어온 
시마네현과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한국 경상북도의 세 지역이 공동으로 
서로 청년들을 파견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이 교류  프로그램의 
명칭은 ‘교류의 날개’라고 지어졌다. 타국의 청년들과 교류하기 위해 주어진 

‘날개’를 펼쳐서 일본 시마네현, 한국 경상북도, 몽골 우르브한가이현의 청년 
약 20여 명이 내 고향인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에 모였다. 
　무더운 8월의 시마네는 한여름이라는 느낌이었는데 은천(銀川)은 
선선한 초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높고 투명한 푸른 하늘에는 유유히 
구름이 흐르고 바람은 선선히 불어오기 시작했다. 찐 옥수수의 맛있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고  멀리서부터 수박을 파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을은 닝샤의 가장 좋은 계절이다.
　실크로드 북쪽 루트의 요충지였던 닝샤는 예로부터 동서 교역과 문화 
교류가 이루어진 장소로 다양한 문화유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유목민족의 역사가 기록된 허란산 암각화와 서하왕족의 무덤인 
서하왕릉이 가장 유명하다.  문화유적뿐만 아니라 닝샤에는 특별한 풍경도 
있다. 사호(沙湖)라고 하는 명승지는 사막 한가운데에 호수가 있어서 
사막과 호수의 절묘한 풍경이 많은 관광객을 매혹시킨다. 하루 반나절의 
홈스테이가 끝나고 사호에 흥미를 느낀 청년들은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호로 향했다. 지루할 법한 이동시간이 각국 청년들의 노랫소리와 
웃음으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사호에 도착하자 푸르름에 익숙한 일본 
청년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래뿐인 사막 풍경을 보고 놀라버렸다. 
사막에 서서 호수와 사막을 배경으로 세 사람은 기쁜 듯이 뛰어올랐다. 
　사막의 풍경을 즐긴 후에는 우중시(吴忠市)의 초등학생들과 서예 
연습도 하고 공중팽이도 돌리며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즐겁게 교류하였다. 

닝샤의 아이들과 참가 청년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을 것이다.
　행복한 시간은 짧은 법이다. 각국 청년들이 함께 지낸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리고 드디어 ‘교류의 날개’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닝샤에 
머무는 마지막 날에는 중국의 전통 기예를 보러 갔다. 그저 보는 것만이 
아니라 기예단 단원들과 함께 기예 체험도 했다. 접시를 빙글빙글 돌리기 
위해 청년들은 필사적으로 단원들에게 비법을 배우고 열심히 연습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연습한 사진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법을 
이야기하는 등, 버스 안은 매우 떠들썩했다.
　닝샤에서 출발하는 날, 청년들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사진을 찍으며 
아쉬운 듯 인사를 주고 받았다. 원래 인연이 없던 청년들이 ‘교류의 날개’
를 통해 맺어져서 마치 날개를 가진 것처럼 함께 닝샤로 날아왔다. 날개가 
있기에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나라를 알리고 동시에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우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나라 청년들의 생각을 
이해한다. 본 적 없는 것과 경치를 즐기고 해본 적 없는 일을 체험하며 
타인과 인연을 맺고 시야를 넓혀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것이야말로 교류의 의의일 것이다.
　청년들 뿐만 아니라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날개를 달고 교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야마모토 준코(山本潤子)의 ‘날개를 주세요’라는 
노래처럼:
　「지금 내 소원이/이루어진다면/날개를 갖고 싶어요/이 등에 새처럼/하얀 
날개/달아 주세요. 이 푸른 하늘에 날개를 펼치고/날고 싶어요」

가쿠 텐린(郭天琳)

날개를 주세요
-청년교류사업 in 닝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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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来と夢に向かって情熱を注ぐ青年たち
―「2013 北東アジア交流の翼 in しまね」 李　琨
　今から長い歳月が流れて大海を前に立ったとき、おそらく当時の青年たちは初め
て和太鼓というものを体験した、あの遠い日の午後を思い出すに違いありません。
　「北東アジア交流の翼inしまね」という交流プログラムは「若者同士の交流に
よる北東アジア地域の相互理解と友好感情を発展させる」との理念に基づき、
2002年から年に1回実施されています。今年の8月2日から7日まで、この交流プ
ログラムは「福祉」をメインテーマに、日本の島根県で行われました。中国、日本
（島根県）、韓国、ロシア4ヵ国で総勢20名の青年たちが島根県に集いました。
　6日間にわたり、各国の青年たちは島根県の高齢者介護施設を見学し、日本
の伝統文化である和太鼓を体感し、ホームステイし、熱気に溢れた意見交換会
を行い、一連の豊富で多彩な交流活動を体験しました。今回のとても得がたい
チャンスを通して、参加者は寝食や見学を共にして、言葉と文化の違いを乗り越
え、親交を深め、心と心との距離を縮め、深い友情を作ることができました。青年
たちは新たな出会いの中で、心の絆が結ばれたのです。
　北東アジア地域の各国は地理的に近く、文化的に相通じているとはいえ、参加
青年は性別や年齢や職業が異なっていますので、交流を深めるのはそう簡単なこ
とではありません。予想通り、青年たちは会った最初の頃は照れくさいためか、ほ
とんど無口で、少し緊張気味でした。が、交流活動が順調に進んでいくにつれて、
誰かが言った冗談に笑ったり、ゲームで勝って嬉しいとか、同じ料理を食べて同じ
ようにおいしいと言ったり、青年たちは知らないうちに同じ気持ちを共有するよう
になりました。交流がどんどん活発になり、会場は時には歓声に包まれました。
　交流活動の中で、青年たちが皆例外なく他人の発言に熱心に耳を傾け、真剣

に考えていることが、今でも目に焼き付いています。「交流」の最も大切な第一歩
は正に「傾聴」ではないかと、私は考えています。人と人との交流は根本的に言
えば、心と心との交流でしょう。双方とも先入観を捨て、心の扉を開き、「相手と仲
良くなりたい」と思う気持ちがあれば、言葉や文化の壁なんて全然問題ないし、
より親しく交わってみたら、さぞ「目からうろこが落ちる」ような多くの新鮮な異文
化体験と収穫を得られるでしょう。要するに、国や民族が違うとはいえ、結局はみ
んな同じ人間、同じ若者同士です。この原点に立ち、考えてみれば、実は皆さん
が幅広い共通点を持っているのだと、私はそう受け止めています。
　お別れのときはいよいよ近づいてきます。一緒にたくさんの思い出を作った
各国の青年たちは涙ぐみながら、熱い抱擁を交わし、またいつか、どこかで会い
ましょう、とお互いに固く約束しました。島根の6日間、各国の青年たちはお互い
に切磋琢磨し、情熱に満ちた交流をし、若者らしさを発揮し、青年交流の明るい
将来を物語りました。
　希望と夢とは、元々あるものと言えないし、ないものとも言えないのです。それ
は地上の道のようなものです。もともと地上には道はありません。歩く人が多くな
れば、それが道になるのです。各国の若者は希望と夢の化身のようです。帰国し
た青年たちに、島根での美しい盛夏の6日間を人生の大切な思い出と財産にし
て、他国の友達との絆を大切にし、北東アジアの世代友好のために力を尽くして
ほしいと大いに期待してやみません。
　北東アジア地域の青年のみなさん、来年、夏の花が咲き乱れ、そよ風の吹く島
根で会いましょう!

翼をください ―青年交流事業 IN 寧夏 郭天琳
　空の色が青からグレーへ変わり、じめじめした秋雨の音を聞くと、季節のペー
ジがめくられた実感があった。窓を透かして外を見ると、寧夏に出張した時のこ
とをふっと懐かしく思った。当時撮った写真をもう一回出したら、晴れた空と大地
と人の笑顔があふれるほどいっぱいだった。太陽の光が写真から外に舞い上が
るように輝いて、空が明るくなってきた気がする。
　今回寧夏に行くことになったのは「交流の翼・中国プログラム」のおかげだっ
た。「日中韓国民交流年」を記念するために、2002年から友好提携を結んでいる
島根県と中国寧夏回族自治区、韓国慶尚北道の3地域が共同して相互に青年を
派遣する交流プログラムを実施し始めた。この交流プログラムが「交流の翼」と
名づけられた。他国の青年たちと交流するために、与えられた「翼」を広げ、日本
島根県、韓国慶尚北道、モンゴルウブルハンガイ県の青年たち約20名が私の故
郷である中国寧夏回族自治区に集まった。
　8月の島根は蒸し暑く、まさに真夏の感じだが、銀川はもう悄然と早秋に入っ
ていた。天高く、青空が澄んで雲がのんびり流れ、だんだんと涼しい風が吹くよう
になった。蒸しトウモロコシのいい匂いが空気に浮かんで、遠くから西瓜の売り
声が聞こえる。秋は寧夏の一番いい季節である。
　シルクロードの北ルートの要衝となった寧夏は昔から東西交易と文化の交流が行
われた場所なので、様々な文化遺跡が残った。遊牧民族の歴史を書いた賀蘭山岩
画と西夏王族のお墓であった西夏王陵がこの中でもっとも有名なところである。文
化遺跡だけでなく、寧夏では特別な風景もある。「沙湖」という名勝地は砂漠の中で
湖があり、砂漠と湖の絶妙な風景がたくさんの観光客を引きつけている。一日半の
ホームステイが終わり、青年たちは沙湖に興味を持ち、バスの中で歌いながら、沙湖
へ向かった。退屈なはずの移動時間が各国青年の歌声と笑声の中で素早く経ってし

まった。沙湖に着くと、緑に慣れた日本青年たちが見たこともない砂ばかりの砂漠風
景に驚いた。砂の中に立ち、湖と砂漠をバックして、三人がうれしく飛び跳ねた。
　砂漠の景色を十分楽しんだ後、呉忠市の小学校の子供たちと一緒に書道の
練習をしたり、中国特別の「中国空中ゴマ」で遊んだり、言葉は通じないけれど、
楽しく交流した。寧夏の子供たちにとっても、今回の参加者の青年たちにとって
も、いい思い出になっただろう。
　幸せな時間は必ず短い。各国の青年たちが一緒に過ごした時間はあっと言う
間になくなり、いよいよ「交流の翼」の最終日を迎えた。寧夏滞在の最後の日に、
中国の伝統的な雑技を見学した。見るだけではなく、雑技団の団員たちと一緒
に雑技体験もした。皿を上手にぐるぐる回すために、青年たちは必死に団員さん
からコツを学び、いっぱい練習した。それで、帰りのバスの中でも、練習の姿の写
真を見たり、他の人とコツについて話したりして、とても賑やかだった。
　寧夏から出発する日になり、青年たちは連絡先を交換したり、写真を撮ったりして、
名残惜しく「さよなら」を言った。もともと縁がない青年たちは「交流の翼」で結ばれ、
まるで翼を持ったように、同じく寧夏に飛んで来た。「翼」があるから、お互いの交流が
できるようになった。自分の国のことをアピールと同時に他国のことを勉強し、自分の
考えを表現すると同時に、他国青年の考え方を理解する。見たこともないものや景色
を楽しみ、やったこともないのを体験し、自分と他人の絆を深め、自分の視野を広げ、
最後に他人とさまざまなことについて話し合う。それこそ交流の意義でしょう。
　青年たちだけでなく、興味がある人ならだれでも「翼」をつけて交流ができる
ようになってほしい。山本潤子（やまもとじゅんこ）が歌った「翼をください」のよう
に:「今私の願い事が/かなうならば/翼がほしい/この背中に鳥のように/白い翼
/つけてください。この青空に翼をひろげ/飛んでゆきたいよ」

●Japanes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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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부터 긴 세월이 흘러 드넓은 바다를 마주했을 때, 아마도 
당시의 젊은이들은 처음으로 일본의 전통북을 체험했던 먼 옛날의 오후를 
떠올릴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라는 교류 프로그램은 ‘청년들 간의 
교류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상호 이해와 우호를 발전시킨다’라는 이념 
하에 2002년부터 일년에 한 번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복지라는 테마 아래에서 일본 시마네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일본(시마네현), 한국, 러시아의 4개국에서 총 20명의 청년들이 
시마네현에 모였습니다.
　6일간에 걸쳐 각국의 청년들은 시마네현의 노인복지시설 견학, 일본 
전통북 체험,  홈스테이, 열띤 의견교환회 등 일련의 다채로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좀처럼 드문 이번 기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함께 합숙하고 
견학도 하면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친목을 다지고 마음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면서 깊은 우정을 다졌습니다. 청년들은 새로운 만남 속에서 
마음의 유대가 맺어진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각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상통한다고는 해도 
참가 청년들은 성별과 연령과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교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상대로 청년들은 처음 만났을 
때는 쑥스러움 때문인지 거의 말이 없었고 다소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류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면서 누군가 내뱉은 농담에 
웃거나 게임에서 이기면 기뻐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며 서로들 맛있다고 
대화하며, 어느새 같은 느낌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교류가 점점 
활발해지면서 교류장은 때론 환성에 사로잡혔습니다. 
　교류활동 중에 청년들 모두 예외없이 다른 사람의 발언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교류’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경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마음과 마음의 교류일 것입니다. 쌍방 
모두 선입견을 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와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언어와 문화의 벽 같은 건 전혀 문제되지 않고, 더 친밀하게 우정을 

나누면 필시 새로운 시야가 트이는 신선한 이문화 체험과 수확을 얻을 
것입니다. 즉, 국가와 민족이 달라도 결국 모두 같은 인간이며 같은 
젊은이들입니다. 이런 원점에 서서 생각해보면 실은 모두가 폭넓은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작별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함께 수많은 추억을 쌓은 
각국의 청년들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다시 언젠가 
어딘가에서 만나자고 굳은 약속을 나눴습니다. 시마네에서 보낸 6일간 
각국의 청년들은 서로 절차탁마하며 정열에 가득찬 교류를 하고 
젊은이다움을 발휘하며 청년 교류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희망과 꿈이란 원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땅 위에는 원래 길이 없습니다. 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각국 청년들은 희망과 꿈의 화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귀국한 
청년들이 시마네에서 만끽한 한여름의 6일간을 인생의 소중한 추억과 
재산으로 삼아 다른 나라 친구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동북아시아의 
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크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청년 여러분! 내년에 여름 꽃이 피고 산들바람이 부는 
시마네에서 다시 만나요!

리 콘(李琨)

꿈과 미래를 향해 
정열을 쏟는 청년들
-2013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

　푸른 하늘이 회색 빛으로 바뀌고 촉촉한 가을비 소리가 들려올 때, 계절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실감이 났다. 창문 너머 밖을 바라보니 닝샤에 출장을 
갔던 일이 문득 그립게 느껴졌다. 당시에 찍은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자 
맑은 하늘과 대지와 사람들의 미소가 한가득 넘쳐나고 있었다. 햇살이 사진 
밖으로 날아오르듯 반짝거려서 하늘이 밝아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번에 닝샤에 간 것은 ‘교류의 날개・중국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우호교류를 맺어온 
시마네현과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한국 경상북도의 세 지역이 공동으로 
서로 청년들을 파견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이 교류  프로그램의 
명칭은 ‘교류의 날개’라고 지어졌다. 타국의 청년들과 교류하기 위해 주어진 

‘날개’를 펼쳐서 일본 시마네현, 한국 경상북도, 몽골 우르브한가이현의 청년 
약 20여 명이 내 고향인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에 모였다. 
　무더운 8월의 시마네는 한여름이라는 느낌이었는데 은천(銀川)은 
선선한 초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높고 투명한 푸른 하늘에는 유유히 
구름이 흐르고 바람은 선선히 불어오기 시작했다. 찐 옥수수의 맛있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고  멀리서부터 수박을 파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을은 닝샤의 가장 좋은 계절이다.
　실크로드 북쪽 루트의 요충지였던 닝샤는 예로부터 동서 교역과 문화 
교류가 이루어진 장소로 다양한 문화유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유목민족의 역사가 기록된 허란산 암각화와 서하왕족의 무덤인 
서하왕릉이 가장 유명하다.  문화유적뿐만 아니라 닝샤에는 특별한 풍경도 
있다. 사호(沙湖)라고 하는 명승지는 사막 한가운데에 호수가 있어서 
사막과 호수의 절묘한 풍경이 많은 관광객을 매혹시킨다. 하루 반나절의 
홈스테이가 끝나고 사호에 흥미를 느낀 청년들은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호로 향했다. 지루할 법한 이동시간이 각국 청년들의 노랫소리와 
웃음으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사호에 도착하자 푸르름에 익숙한 일본 
청년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래뿐인 사막 풍경을 보고 놀라버렸다. 
사막에 서서 호수와 사막을 배경으로 세 사람은 기쁜 듯이 뛰어올랐다. 
　사막의 풍경을 즐긴 후에는 우중시(吴忠市)의 초등학생들과 서예 
연습도 하고 공중팽이도 돌리며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즐겁게 교류하였다. 

닝샤의 아이들과 참가 청년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을 것이다.
　행복한 시간은 짧은 법이다. 각국 청년들이 함께 지낸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리고 드디어 ‘교류의 날개’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닝샤에 
머무는 마지막 날에는 중국의 전통 기예를 보러 갔다. 그저 보는 것만이 
아니라 기예단 단원들과 함께 기예 체험도 했다. 접시를 빙글빙글 돌리기 
위해 청년들은 필사적으로 단원들에게 비법을 배우고 열심히 연습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연습한 사진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법을 
이야기하는 등, 버스 안은 매우 떠들썩했다.
　닝샤에서 출발하는 날, 청년들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사진을 찍으며 
아쉬운 듯 인사를 주고 받았다. 원래 인연이 없던 청년들이 ‘교류의 날개’
를 통해 맺어져서 마치 날개를 가진 것처럼 함께 닝샤로 날아왔다. 날개가 
있기에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나라를 알리고 동시에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우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나라 청년들의 생각을 
이해한다. 본 적 없는 것과 경치를 즐기고 해본 적 없는 일을 체험하며 
타인과 인연을 맺고 시야를 넓혀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것이야말로 교류의 의의일 것이다.
　청년들 뿐만 아니라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날개를 달고 교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야마모토 준코(山本潤子)의 ‘날개를 주세요’라는 
노래처럼:
　「지금 내 소원이/이루어진다면/날개를 갖고 싶어요/이 등에 새처럼/하얀 
날개/달아 주세요. 이 푸른 하늘에 날개를 펼치고/날고 싶어요」

가쿠 텐린(郭天琳)

날개를 주세요
-청년교류사업 in 닝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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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根から、世界とつながる
交流事業

みんなの海を守ろう「海岸清掃奉仕活動」
島根県とロシア間の花の道

未来と夢に向かって情熱を注ぐ青年たち ―「2013 北東アジア交流の翼 in しまね」
翼をください ―青年交流事業 IN 寧夏

草の根に日米の交流が？！

　今年7月2日から7月8日まで、外国の観光客が少ない島根県に83人のアメリ
カ人がやってきました。毎年開催される日米草の根交流サミットのためでした。
ジョン・万次郎とウィットフィールド船長(Whitfield)の交流を続け、両国の間に良
い関係を作ろうという目的で、20年以上前に始まったサミットです。
　2日の夜、アメリカの国旗を持ち、サミットの緑のTシャツを着た通訳ボラン
ティア、島根大学の学生、島根県職員が参加者を米子鬼太郎空港と出雲縁結び
空港で歓迎しました。長い旅でくたびれた表情の顔が島根県のみなの温かい

「ようこそ」で癒されたようでした。
　そして、バスに乗り、松江の一畑ホテルに向かいました。夜の町を見ながら、み
んな、キレイだとよく言っていました。ホテルに到着すると、疲れた皆さんが早速
部屋に入りました。
　3日の朝、1890年に松江市に住んだ小泉八雲の孫である小泉凡（こいずみ 
ぼん）さんが参加者に歴史などについてミニ講座を行いました。評判は非常に
良かったそうです。
　暑い夜に60年に1度の大遷宮を迎える出雲大社に行き、神様の前で開会式
が行われました。テキサス州のカルスバーグ（Calsburg）から来た中高校生が流
暢な日本語で交流の大切さについて話し、温かい喝采を受けました。
　そして、しまねワイナリーへ移動し、レセプションがありました。会場が元気な
声で盛り上がっていました。おいしい焼き肉を食べる間に、島根県の伝統的な

芸能である大社の大土地神楽の上演がありました。
　翌朝から地域分科会が始まり、参加者が県内の各地域へ出発しました。3日
間、地域のホストファミリーの家に泊まり、実際の日本の生活に触れる機会がた
くさんあったようです。安来節を踊ったり、石見銀山のことを学んだり、隠岐の島
のジオパークを回ったり、楽しい経験をして、島根県の魅力を理解できたことで
しょう。
　最後の日に、参加者とホストファミリーのみんなが松江市のイングリッシュ
ガーデンに集まり、閉会式が行われました。地域分科会の映像を再生し、市町村
の名前が出たとき、いつも温かい声や拍手が上がりました。閉会式が終わり、宍
道湖に面する庭園で松江の伝統的な文化に触れながら、最後のレセプションを
しました。おいしい地域の料理を食べる最後のチャンスだと思い、参加者のみん
ながたくさん食べました。
　サミットの最後を迎えた参加者の心にはきっと「さよなら」ではなく、「じゃ、ま
た!」という気持ちが残ったでしょう。一人の参加者が「東京には何度も行ったこと
があるが、島根県には本当の日本が残されている!この伝統的な経験が日本に
行くアメリカの観光客に期待されているよ!頑張ってください!」と言いました。そ
れは間違いなく真実です。これからも島根県とアメリカの間にこのような交流が
続くように祈っています。

●Japanese

Ko YunheeGuo Tian LinLi Kun

　올해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외국 관광객이 적은 시마네현에 83명의 
미국인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미일 풀뿌리 교류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회의는 존 만지로와 휘트 필드(Whitfield) 
선장의 교류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양국이 좋은 관계를 쌓으려는 목적으로 
약 20여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2일 밤에 요나고 기타로공항과 이즈모 엔무스비공항에서 녹색 티셔츠를 
입고 미국 국기를 손에 든 통역 자원봉사자, 시마네대학 학생, 시마네현 
직원이 참가자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긴 여정에 지친 참가자들의 얼굴이 
시마네 현민들의 따뜻한 환영으로 위로받은 듯 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마쓰에의 이치바타호텔로 향했습니다. 밤거리를 
보면서 모두들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지친 방문단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일 아침에는 1890년에 마쓰에시에 살았던 고이즈미 야쿠모의 손자인 
고이즈미 본(小泉凡) 씨가 참가자들을 위해 역사에 관한 미니 강좌를 
열었고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운 밤중에 60년에 한 번 있는 신전 수리를 마친 이즈모타이샤로 가서 
신 앞에서 개회식을 열었습니다.  텍사스주 칼스버그에서 온 
중고등학생들이 유창한 일본어로 교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 후 시마네 와이너리로 이동해서 리셉센을 거행했습니다. 리셉션장이 
경쾌한 목소리로 물씬 달아올랐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먹는 동안 시마네현의 
전통 예능인 다이샤 오도치카구라(大土地神楽)가 상연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지역분과회가 시작되어 참가자들은 현내의 각 
지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3일 동안 홈스테이 가정에 머물며 일본인의 
실생활을 접하는 기회를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야스기부시 춤을 추거나 
이와이긴잔 은광에 대해 배우거나 오키노시마 지오파크를 돌면서 즐거운 
경험을 하고 시마네현의 매력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참가자들과 홈스테이 가족 모두가 마쓰에시의 

잉글리시가든에 모여 폐회식을 열었습니다. 지역분과회의 영상영상이 
상영되었는데 시정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뜨거운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폐회식이 끝나고 신지코가 마주보이는 정원에서 마쓰에의 
전통문화를 접하는 마지막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맛있는 지역 요리를 먹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참가자들은 마음껏 음식을 즐겼습니다.
　회의 마지막날을 맞이한 참가자들 마음 속에는 분명 ‘안녕, 잘 있어’가 
아니라 ‘또 만나’라는 느낌이 남았을 것입니다. 한 참가자가 ‘도쿄는 
여러번 가봤는데 시마네현이야말로 진정한 일본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 일본을 찾는 미국 관광객들이 기대하는 건 이런 전통적인 
경험이에요. 힘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분명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시마네현과 미국 사이에 이런 교류가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풀뿌리에 미일 교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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