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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今年の 2015 年 8 月 15 日、終戦

70 年を迎えました。両国の国民間で
は往来が頻繁に行われるものの、戦争
経験者がほぼ生きていない現在になっ
ても、政府間の意見違いなどで、とも
に明るい未来を歩む関係づくりができ
ていないのが現状だと考えます。

このような情勢の中で、終戦 70 年
を記念し、日韓の「真の交流」を促
すのを目的とした、「第 1 回日韓掃除
ボランティア交流会」を行いました。

日程と場所は、2015 年 8 月 6 日
（木）〜 10 日（月）の 4 泊 5 日で、
韓国の人口約 25 万の観光都市「江陵

（ガンヌン）市」で開催しました。
江陵市のまちづくり組織や自治体の

市民の皆さんのご協力のもとで、日韓
合わせ約 50 名の方々に参加していた
だきました（日本から 4 名、韓国から
は学生から中年者まで幅広い年代の
方約 40 名）。参加者からは「毎年参
加したい」という前向きの言葉をいた
だき、盛大に終了しました。

올해 2015년 8 월15일 종전70년

을 맞이했습니다. 양국 국민 간의 왕래

가 잦아지긴 했지만, 전쟁 경험자가 거

의 살아있지 않은 현재가 되어서도 정

부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한일 양국이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 갈 수 있는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종전 70 주년을 

기념하여, 한일의 진정한 교류를 촉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1회 한일 청

소 자원 봉사 교류회"를 실시했습니다.

날짜와 장소는 2015년8월6일(목) 

~ 10일(월) 4박 5일의 일정으로 인

구 약 25 만명의 관광 도시 `강릉시 '

였습니다.

강릉시의 마을 만들기 조직이나 지방 

자치 단체의 사람들의 협력 하에, 한일 

양국을 합쳐 약 50 명의 인원이 참가

했습니다(일본에서 5 명, 한국에서는 

학생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연령층 약40명). 참가자로 부터 " 매

년 참가하고 싶다" 라는 긍정적인 코멘

트도 받고 , 성황리  에 종료되었습니다.

江陵市

2015.8.7　ヨンジン里海水浴場のゴミ拾い　영진리 해수욕장 쓰레기 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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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8　ギョドン自治体とのゴミ拾い交流会　교동 자치회와의 쓰레기 줍기 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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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交流会　한일 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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ガンヌンを楽しもう！　강릉시 관광기 !

CommentT h a n k s !  K o r e a ♥ J a p a n

感想を述べさせてもらいます。
１．海辺の掃除と江陵市内のごみ掃除　
みなさんがとても熱心に取り組んで
いました。 掃除をする心を共有でき
てとてもうれしかったです。本当の交
流ができ、幸せでした。こんな交流
がもっともっと進めばいいなあと実感
しました。
２．市民の自発性を引き出してまちづく
りをすすめているサポートセンターの
皆さんのすばらしい活動にふれること
ができて、よかったです。行政の施策
の違いがありますが、市民参加が基本
ということをあらためて実感しました。
３．はじめての韓国旅行でしたが、とて
も実り多いものになりました。貴重な
体験をさせていただいたウォンギョさん
と江陵市まちづくりサポートセンターの
皆様に感謝申し上げます。お世話にな
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またお誘いください。今度行くとき
は学校のトイレを 3 時間かけてピカピ
カにしたいです。　

소감을 밝히고자 합니다.

1. 해변 청소와 강릉 시내의 쓰레기 청

소 여러분들이 매우 열심히 노력했습니

다. 청소하는 마음을 공유 할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진정한 교류를 할 수  

있어서 행복 했습니다. 이런 교류가 더

욱 더 많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느꼈습

니다.

2. 시민의 자발성을 이끌어 마을 만들기

를 진행하는 지원 센터 여러분의 훌륭한 

활동을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행정 

시책의 차이는 있었지만, 시민 참여가 

기본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3. 첫 한국 여행 이었지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귀중한 체험을시켜 주신 원교 씨와 강

릉시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여러분 께 

감사드립니다.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갈 때는 학교의 화장실을 

3 시간에 걸쳐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습

니다.

Hitoshi Koy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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ウォンギョやキムさんのおかげで、江
陵市の皆さんと価値観の共有ができた
事が今回の最高の喜びです。

海を超えて価値観を共有できた仲
間がいるというのは贅沢だとおもいま
す。Facebook で江陵市の皆さんと
繋がれたので引続き交流していきたい
ですね。

まちづくりは人づくりでもあり、人の
心を動かす事が、人を作ることだと思
います。

私たちがゴミ拾いをした事が、地元
の人の目にとまり、大きな交流の輪に
なっていくような気がします。

日本から一緒に参加してくれた古山
さん、西條さん、そして、韓国と日本
の活動をつなげてくれたウォンギョとキ
ムさん、夜遅くまで最高のおもてなし
をしてくれた、江陵市まちづくりセン
ターの皆さんに感謝です。

毎年の恒例行事にしたいです！

원교 나 형재 씨 덕분에 , 강릉시의 여러 

분들과 가치관을 공유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여행의 최고의 기쁨 이었습니다.

바다 를 넘어 가치관을 공유 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대단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Facebook에서 강

릉시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해서 교류하고 싶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사람 만들기이며, 사람 

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쓰레기 줍기

가 현지인의 눈에 띄어 큰 교류의 고리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함께 참여 해준 코야마씨, 사 

이죠씨, 그리고 한국과 일본 활동을 이어 

준 원교와 형재씨 밤늦게까지 최고의 대

접을 해 준 강릉시 마을 만들기 센터의 여

러분 감사합니다. 매년 연례 행사로 하고 

싶습니다 !

今回、江陵市でのボランティア活動は
色んな人との出会いを通して、たくさん
のことが学べた有意義な時間でした。

まずは良い人との出会いがありまし
た。江陵市で出会った地域の方々のお
もてなしは、今思い出しても頭が下が
ります。常に心を開いて接してくれた
江陵市の方々のおかげで、本当に楽し
い毎日でした。

次には優秀な人との出会いがありま
した。江陵市のまちづくりセンターの
皆さん、そして各地域で参加している
地域の皆さんによって、変わっている
まちの姿は素晴らしかったです。まち
づくりはその地域のことを一番よく知っ
ている人によって行われた時、一番輝
くのだと実感しました。

最後にまた会いたい人との出会いがあ
りました。これは、まさに江陵市で出会っ
た全ての方々と是非もう一回会いたいと
のことです。今回の経験を今後の自分の
活動に是非活か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번 강릉시에서의 자원 봉사 활동은 여

러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습니

다. 강릉시에서 만난 지역 주민 분 들의 

환대는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다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해 

준 강릉시 분들 덕분에 매일매일이 기대되

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능력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강릉시 마을 만들기 센터 활

동가 여러분, 각 지역에서 참가하는 지역 

주민 분들에 의해 변화하고있는 마을의 모

습은 훌륭했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그 지

역을 가  장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때 빛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과의 

만남이있었습니다. 강릉시에서 만난 모든 

분들과 꼭 다시 만나서 이번 여행을 추억

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험을 향후 자신의 활동에 꼭 살

려 가고   싶습니다.

Hyung-jae Kim Kesuke Sakam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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センターの皆さん、お母さんたちの笑
顔が心に残っています。お会いしたみな
さんは、よりよく暮らすために知恵を出し
実践をしていて、楽しみながらも頑張っ
ている方たちでした。

人の関係や一緒に暮らしを作ることは、
楽しいだけでなく、調整のめんどうさ、
モチベーションの違い、ほかたくさんの
課題があると思います。その課題解決を
前向きに頑張り楽しめる人がつながりあっ
て、年代の隔たりなく暮らしの新しいコ
ミュニティーができていくとよいと感じま
した。

そうじや環境の美化はどこの国でも、
どんな世代でも、共感できて長く続けら
れるつながり方なんだと実感しました。昔
から地域の美化や環境改善として花を植
えたり、教育としての清掃活動をします。
自分の住む場所が好きで、それを表す行
動の一つがそうじ。一緒にそうじして、問
題解決とともに好きなまちを自慢しあえた
らすてきだなと思います。

3 年前に始めたご掃除活動。たまたま
始めたこの活動でしたが、いつの間にか
自分の人生の中でなくてはいけない大事
なものになっていました。YellowHat の
鍵山さんの『ひとつ拾えば、ひとつき
れいになる』という本や、鍵山さんの約
40 年間の掃除活動から、「誰でもできる
ことを誰でもできないぐらい徹底して行
う」という「凡事徹底」に感銘を受けた
私は、いつか、自分が生まれた地元でも
仲間と皆で掃除ができればとずっと思って
いました。

終戦 70 年になった今でも、両国の政
府の意見はなかなか合わない状況です。
このような情勢の中で、小さなことです
が、掃除を通じて日韓両国の皆様が汗を
かきながら、少しでもつながるきっかけに
なる事を祈りながら、毎年行いたいと思
いました。

無茶な自分のお願いを聞いてくれた、
江陵市の皆さんに心から感謝を申し上げ
ます。

센터 여러 분과 지역의 어머니들의 미소

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여러분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서

로 지혜를 자아내고 실천을 즐기고 노력하

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와 더불어 살아

가는 삶을 만드는 것은 즐거움만이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의 어려움, 서로의 

의욕 차이 등등 많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긍

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연대를 이루

어, 나이에도 구애없는 풍요로운 삶을 위

한 새로운 커뮤니티가되어 가면 좋다고 느

꼈습니다.

청소 및 환경 미화는 어느 나라에서도 

어떤 세대도 공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

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한 애향심, 그 행

동 중 하나가 청소. 함께 청소하며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며 다함께 자신들의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멋지

다고 생각합니다.

3 년 전에 시작하신 청소 활동. 우연히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어느새 자신의 삶

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YellowHat의 카기야마 씨의 "하나를 

주우면 하나가 깨끗해 진다"라는 책과 카

기야마 씨의 약40년간의 청소 활동으로 

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행하는 것'이라

는 정신에 감동한 저는 언젠가 제 고향에

서도 모두와 함께 청소활동을 할 수 있었

으면 하고 계속 생각해 왔었습니다.

현재 종전 70년이 된 지금도 양국 정부

의 의견은 좀처럼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작은 일이긴 하지만, 

청소를   통해 한일 모두가 같이 땀을 흘리

면서 조금이라도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

면 하는 희망을 품고,정기적으로 추진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리한 저의 부탁을 들어주신 강릉시의  

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드립니다.

Yumiko Saijo Won-gyo 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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