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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한일 고등학생 문화 PR 어워드는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를 주제로 한 새로운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기존과 같은 왕래형 프로그램 

개최가 어려운 오늘날 인터넷을 활용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접목한 새로운 국가 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은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웃 국가이며, 쌍방의 문화 유입은 나날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워드에서는 그러한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상호 이해를 최종 목표로 교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음악, 드라마, 캐릭터 등의 콘텐츠 분야부터 요리, 의복, 말 등 전통적인 분야까지 

다방면에 걸쳐 한일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했다. 

 

예선에서는 자신의 친근하고 관심있는 한국 문화(K-Culture), 일본 문화(J-Culture) 중 하나의 대해 

소개했다. 본선에서는, 예선에서 선택하지 않은 문화에 대해 조사하고 이해를 깊게 한 다음 비교와 

고찰을 실시했다.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한다. 여기서 생기는 상호 공유는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작은 

이해의 적립이 큰 이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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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요 

 

명    칭：한일 고등학생 문화 PR 어워드 2022 Presented by SAMYANG JAPAN 

 

목    적：한일 고교생의 상호이해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이를 위해 온라인 개최로 

실제 각국의 고등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미디어나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을 

넘어 각각의 가치관이나 문화, 사고방식의 차이를 배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각국의 왕래가 끊기면서 국제 교류가 미뤄지는 일이 잦아진 요즘이지만, 본 

사업과의 만남부터 어려운 관계가 이어지는 양국 관계에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    시：예선 2022 년 01 월 26 일（수）～03 월 17 일（목） 

     본 대회 2022 년 03 월 27 일（일）10:00～15:00 (KST, UTC+9) 

 

장    소：온라인（전달 회장：야마테가쿠인 중학교・고등학교） 

 

주    최：한일 고등학생 문화 PR 어워드 실행위원회 

소    관：동명여자고등학교 / 야마테가쿠인 중학교・고등학교 (자원봉사부) 

 

특별 협찬：SAMYANG JAPAN Co., Ltd.（삼양식품） 

 

협    찬：SNOW Japan Corp. (SNOW Corp.) 

TAKTOPIA & Co.  

DOKOGAKU Co., Ltd. 

협    력：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일본 문부과학성) 

SEVEN-ELEVEN JAPAN Co., Ltd. 

후    원：주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외교부) 

가나가와한국종합교육원 (교육부)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 

가나가와 신문사 

 

공식 HP：https://kr.culturepraward.com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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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고 

 

 

슬로건 

Share and Respect Together 

 

우리는 각기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은 파랗고 어디까지나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우리의 세계를 감싸고 있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 자유로운 하늘. 

그런 염원을 담아 로고 슬로건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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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념 

 

미션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비전 

‘작은 상호이해’에서 ‘큰 상호이해’로 

‘작은 상호이해’의 계기의 장이 되기 

 

활동 

문화는 경계가 없고 누구에게나 친근한 존재다. 

우리는 문화를 통해 미션 달성을 목표로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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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공통점이 있다=이해할 수 있다’는 아니다. 똑같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전혀 다른 곳에서 자란 소년들은 유학지에서 만났다. 

 

자기 나라의 문화와 상대 나라의 문화가 서로 융합되어 이루어짐을 알게 된 소년들은 ‘문화’를 통해 

의기투합했습니다. 그 곳에는 ‘미움’이나 ‘슬픔’은 없고, ‘이해’와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정’이 

생겼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왕래가 끊기 지금, 언론과 교과서에서 얻은 정보로 타국을 인식하고 

평가해버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현황에 대한 의문에서 탄생했습니다. 

 

 

컨셉 

 

‘문화’는 경계가 없고 누구에게나 친근한 존재가 아닐까요? 

‘문화’, 그것은 사람들을 연결시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고,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문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를 존중하고, 때로는 상대를 얕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내는 ‘문화’는 같은 순간, 다른 공간이지만, 경계도 언어도 넘어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사람들은 ‘문화’를 사랑하고 또 그 ‘문화’를 만들면서 성장합니다. 

‘문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지향하는 고등학생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한일 고등학생 문화 PR 어워드 2022 사업보고서 

- 9 -                                                                             

5. 예선에 대하여 

 

A) 개요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를 주제로 짧은 동영상(90 초 이내)을 제작하여 제출하는 내용,. 

참가자는 각자 생각하는 K-Culture, J-Culture 를 동영상 내에서 홍보하였다.  

(60 초를 채우지 않는 것은 금지, 동영상에서의 표현 방식은 제한하지 않는다.) 

 

B) 참가 자격 

・한일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2022 년 2 월 시점으로 고등학생이어야 한다.) 

・언어 구사 능력은 불문한다. 

 

C) 응모 형식 

・응모는 개인 또는 팀으로 진행하였다. 

・1 개의 팀 당 1~3 명으로 구성된다(팀 내 학년 차이는 불문한다.) 

 

D) 응모 방법 

① 먼저, 공식 사이트에서 참가 등록을 한다. (카카오채널 친구 추가) 

② 이어서, 제출 기간 내에 카카오채널 페이지에서 응모 절차를 진행한다. 

※서면 응모 접수는 불가합니다. 

 

E) 응모 인원 수에 대하여 

일본：공식 라인에서 참가 등록을 한 인원은 총 62 명 

한국：공식 카카오채널에서 참가 등록을 한 인원은 총 9 명 

⇒ 한일 합계 71 명 참가 등록, 최종적으로 30 팀, 합계 32 명 참가 

 

F) 예선 평가 방법 

・선택한 자신의 좋아하는 문화에 대하여 잘 홍보하고 있는가 

・응모 조건에 충족하는가 

※예선 실시는 실행 위원회 대표와 부대표 2 명이 진행하였다. 

 

G) 응모 작품에 대하여 

K-pop 커버 댄스, 한국 드라마 패러디, 문화 비교, 전통 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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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선에 대하여 

 

A) 개요 

일 시 ：2022 년 03 월 27 일（일）10：00 ～15：00 (KST, UTC+9) 

장 소 ：온라인（Zoom） 

집 합 ：09：50 (KST, UTC+9) 

참가수：9 팀（14 명） ※한국：3 팀, 일본：6 팀 

 

B) 타임 스케줄 

1 부 10:00 개회식 

10:30 특별 강의 

12:00 휴식 

2 부 12:40 프레젠테이션 발표 

14:00 참가자 교류회 

14:30 결과 발표 

15:00 폐회 

 

C) 심사 내용 

예선 심사에서 왜 자신이 그 문화를 선택했는지 설명한다. 

예선 심사 시, 선택하지 않은 문화를 선택하여 예선 심사에서 선택하고, 예선 심사에서 선택한 

문화에 대해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장르에 있어서, 한일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해 주십시오. 

 

D) 발표 예시 

홍길동씨는 예선에서 J-Culture, J-POP 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 경우, K-Culture, K-POP 을 

선택하여 계속 조사한다. 선택한 장르에 있어서, 한일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한다. 

 

E) 발표 형식 

프레젠테이션은 5 분 이상 10 분 이하로 하였다. 당일 온라인으로 발표하는 형식.  

발표는 일본어 또는 한국어로 한다. 발표 자료에는 영어도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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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심사 기준에 대하여 

이하의 점을 교육적 의도로 하고, 본선 심사의 평가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구분 심사 내용 배점 

A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하였는가 5 

B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를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는가 5 

C 발표가 A, B 양쪽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가 5 

D 발표를 통해 A, B 모두 공유되어 있는가 5 

E 각 사업자분들이 참가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인가 5 

 

G) 심사위원의 소개 (경칭략) 

 성명 소속 

심사 위원장 유혁수 가나가와대학원 외국어학연구과 구미언어문화전공(비교언어문화) 

가나가와대학 국제일본학부 국제문화교류학과 교수 

부심사위원장 고해정 SAMYANG JAPAN Co., Ltd. 대표 이사장 

심사위원 이마이시 후미 SAMYANG JAPAN Co., Ltd. 사업추진그룹 마케팅팀 

심사위원 오츠카 사호 SAMYANG JAPAN Co., Ltd. 사업추진그룹 마케팅팀 

심사위원 오오바 리나 SAMYANG JAPAN Co., Ltd. 사업추진그룹 마케팅팀 

심사위원 우에노 라이무 SNOW Japan Corp. 마케팅팀 

심사위원 오쿠보 미유 SNOW Japan Corp. 마케팅팀 

 

 

오프라인 회장의 모습           출처：통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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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특별 강연에 대하여 

가나가와대학의 유혁수 교수님로부터 ‘발밑을 똑바로 바라보며 trans-national 한 삶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강연자：유혁수 교수 

소  속：가나가와대학교 국제일본학부 국제문화교류학과 

가나가와대학 대학원 외국어학연구과 구미언어문화전공(비교언어문화) 

테  마：발밑을 똑바로 바라보며 trans-national 한 삶을!  

(일본어：足元をしっかり見つめながら、trans-nationalな生き方を！) 

시  간：약 90 분 

언  어：한국어 및 일본어 

 

[프로필]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 출생.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80 년에 일본 국비 장학생으로 일본에 

와서 동경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했음. (법학박사) 전공은 국제법, 국제관계(한일관계), 

외국인의 인권 등이다. 

1989 년 4 월부터 요코하마국립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후 2019 년 3 월에 퇴직하고 가나가와대학으로 

왔음. 현재는 국제일본학부 국제문화교류학과 교수로 있다. 1995 년부터 일년 반 Harvard Law 

School 에서、2003 년부터 1 년간 Johns Hopkins University 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풍요로움이란 복수의 선택지가 주어지고 다양성이 허용되는 사회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40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가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 양국의 

젊은 세대가 불필요하게 구애 받지않고 자유로운 삶을 보내는 것이 소망이다. 

 

특별강연 유혁수 교수             출처： 통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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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상품에 대하여 

구분 팀(명) 구성품 제공 사업자 

1 위 1(1) 아마존 상품권(한화 약 20 만원) SAMYANG JAPAN Co., Ltd. 

불닭볶음면 등 세트 *1 SAMYANG JAPAN Co., Ltd. 

SNOW 오리지널 굿즈 *2 SNOW Japan Corp. 

Learn！KOREAN with BTS 주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호치 오리지널 굿즈 SAMYANG JAPAN Co., Ltd. 

2 위 1(2) 불닭볶음면 등의 세트 *1 SAMYANG JAPAN Co., Ltd. 

SNOW 오리지널 굿즈 *2 SNOW Japan Corp. 

Learn！KOREAN with BTS 주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호치 오리지널 굿즈 SAMYANG JAPAN Co., Ltd. 

3 위 1(1) 불닭볶음면 등의 세트 *1 SAMYANG JAPAN Co., Ltd. 

SNOW 오리지널 굿즈 세트 *2 SNOW Japan Corp. 

호치 오리지널 굿즈 SAMYANG JAPAN Co., Ltd. 

참가상 A 6(10) 불닭볶음면 랜덤 4 봉지 SAMYANG JAPAN Co., Ltd. 

SNOW 오리지널 굿즈 세트 *2 SNOW Japan Corp. 

호치 오리지널 굿즈 SAMYANG JAPAN Co., Ltd. 

참가상 B 11(18) 호치 오리지널 굿즈 SAMYANG JAPAN Co., Ltd. 

참가상 A：본선에 출전한 참가자 대상 

참가상 B：예선에 응모한 참가자 대상 

※1：구분에 따라 각각 배포량(수량)이 상이함, 종류는 공통 

※2：구분에 따라 각각 배포량(수량)이 상이함, 종류는 공통 

  

를 사용해 촬영           출처: 입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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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홍보관련 

 

A) 온라인 (일부 발췌) 

매체명 URL 

HP https://jp.culturepraward.com 

https://kr.culturepraward.com 

YouTube https://www.youtube.com/channel/UCg1j3nPcma5rczTi97

Wv-UQ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culturepraward_jp/ 

https://www.instagram.com/culturepraward_kr/ 

note https://note.com/culturepraward 

Twitter https://twitter.com/culturepraward 

TikTok https://www.tiktok.com/@culturepraward 

LINE https://page.line.me/?accountId=004aexep 

Kakao channel https://pf.kakao.com/_xmSTxfb 

프레스 릴리스 (SAMYANG JAPAN Co., Ltd.)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42.000056173.

html 

Study in Japan（일본 유학 정보 사이트） https://www.studyinjapan.go.jp/ja/other/external/000150.

html 

JASSO Japan Educational Information 

Center, Seoul 공식 사이트 

https://www.jasso.or.kr/sub/sub04_01.php?mode=view&i

dx=870&ckattempt=1 

주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식 사이트 

https://jpn-yokohama.mofa.go.kr/jp-yokohama-

ja/brd/m_936/view.do?seq=760905&page=2 

주일 한국문화원 공식 사이트 https://www.koreanculture.jp/info_

event_view.php?cate=&page=2&

number=5544&keyfield= 

WEVITY (이벤트 공지 사이트) https://www.wevity.com/index_university.php?c=find&s=_

university&gbn=viewok&gp=3&ix=59978 

야마테가쿠인 중학교・고등학교 Facebook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50

7705264395233&id=108484850983945 

 

  

about:blank
about: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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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오프라인 

매체명 배포형태 학교 수 실시자 

포스터 우편 12 야마테가쿠인 중학교・고등학교 자원봉사부 

E-mail 40 TAKUTOPIA & Co. / DOKOGAKU Co., Ltd.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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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도 관련 보도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 기재 

 

매체명 일시 URL 

교외 프로그램 

대전 

2022/02/04 https://kininarukotomatome.com/japan-korea-high-

school-student-culture-pr-award-2022-c0201/ 

아사히 중고생 신문 2022/02/20 지면만 

타운 뉴스 2022/03/03 https://www.townnews.co.jp/0112/2022/03/03/614706.ht

ml 

산케이 신문 2022/03/23 https://www.sankei.com/economy/news/220322/prl22032

21154-n1.html 

통일일보 2022/04/06 http://news.onekoreanews.net/detail.php?number=89896

&thread=01r04 

 

 

 

                                  제공 : 통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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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영 관련 

 

A) 개요 

주최단체인 한일 고등학생 문화 PR 어워드 실행위원회는 소관 단체인 야마테가쿠인 중학교・

고등학교 자원봉사부의 관리감독 하에 공정한 운영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운영에 있어서는 

동명여자고등학교가 소관하였습니다. 

 

B）주최단체 

 

 성명 소속 

대표 호우즈미 노리히토 야마테가쿠인 중학교・고등학교 

부대표 박수민 동명여자고등학교 

 

C）소관단체 (경칭략) 

  

 성명 소속 

학교장 도키노리 아키히로 야마테가쿠인 중학교・고등학교 

학교장 지해성 동명여자고등학교 

고문 오하라 타미에 야마테가쿠인 중학교・고등학교 

담당 권세환 야마테가쿠인 중학교・고등학교 

담당 이창준 동명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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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조직 개요 (일본어 만) 

 

 

E）안심하고 참가하기 위한 준비 

CS 사이트를 공개하였다. 

응  모  규  약 ： https://cs.culturepraward.com/kr/terms 

개인정보보호방침： https://cs.culturepraward.com/kr/privacy  

 

F) 문의 

공식 카카오채널을 활용. 그 외, 공식 LINE 무료 통화, 문의 폼, 메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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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평가와 고찰 

 

본 어워드는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 자국 문화의 이해와 상대 문화 이해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되었다. 환경도, 언어도 서로 다른 양국이지만 어워드에서는 한일 각각 참가한 

고교생들이 ‘문화’를 도구로 소통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 모두 상대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는 본 어워드가 목적으로 한 ‘고등학생 상호 이해’의 첫걸음으로서 충분한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일 학생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무대는 많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을 이해, 그리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상호 이해를 신뢰로 연결한다. 

우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자신을 다시 한번 보는 것. 사람과 사람의 ‘작은 이해’가 

쌓여 곧 ‘큰 이해’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과 일본의 ‘Share & Respect Together ’가 더욱 깊어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어워드를 개최함에 있어 많은 지원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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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지막에-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매개로 한 상호이해와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일 

중고등학생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한일 고등학생 문화 PR 어워드” 가 참가 학생들은 물론, 

한일 양국의 많은 분들에게 큰 응원과 축하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한일관계가 양국 미디어로부터 “수교 이래 최악” 이라고 보도될 만큼 힘든 시기, 더욱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양국 국민들의 상호 방문과 교류가 멈추어 버린 지금 시기에 개최된 

“한일 고등학생 문화 PR 어워드” 행사는 주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한일 지역 

자치단체・민간 우호교류 촉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게도 큰 영감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한 호우즈미 군이 처음 총영사관을 방문해 

한일교류행사 개최 취지와 계획을 설명하고 협찬을 요청했을 때, 고등학생이 이 정도의 

비전과 실행력으로 한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실제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미래는 현재에 대한 문제의식과 변화를 갈망하는 작은 실천으로 만들어집니다. 한일관계 

또한 아무리 많은 갈등과 인식의 차가 내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걱정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고 그 소중한 인연들은 계속 

이어간다면 한일관계는 분명 이웃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한 가운데에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서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주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한상혁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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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심사결과 

 

1, 수상자와 그 발표 주제에 대해 
 

팀명 성명 테마 소속 나라/지역 

1 위 Mirai Ohishi 오오이시 미라이 한일 인기 캐릭터와 

그 역수입 

야시마가쿠엔 대학 

국제 고등학교 

일본/오기나와 

2 위 RINHANA 다치바나 하나 

하시구치 린 

한일 VTuber 나가사키 현립 쓰시마 

고등학교 

일본/나가사키 

3 위 nyanchi 우에다 나오 J-POP 과 K-POP 도쿄 도립 히가시 

고등학교 

일본/도쿄 

 

 

2, 1 위 팀의 해설 

한국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일본 캐릭터를 다루고 있었다.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SNS 를 통해 일본에도 바로 전파됐다며 구마모토에서 탄생한 캐릭터가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일본에 역수입된 경우 등에 대해 소개. 어떤 캐릭터가 각 나라에서 인기를 얻는지 

등 한일 캐릭터 비교를 실시했다. 

 

    

                                                                                                 ⓒ Mirai Ohi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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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참가자 설문지 보고서 

 

A) 설문지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 

[구현 개요] 

기간: 2022 년 1 월 26 일~2022 년 3 월 17 일 

대상: 모든 참가자(필수) 

목적: 홍보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양식: 온라인/1 질문 

N 번: 20 

실시: 한일 고등학생 문화 PR 어워드 실행위원회 

 

B) 설문지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2 

[구현 개요] 

기간: 2022/04/1 7~2022/04/21  

대상: 모든 참가자(선택 사항) 

목적: 수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다음 회계 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형식: 온라인 / 6 항목 약 40 질문 

필수: 약 10 분 

N 번: 12 

감사: 호치의 원래 상품  ※출처: SAMYANG JAPAN Co., Ltd. 

실시: 한일 고등학생 문화 PR 어워드 실행위원회 

 

C)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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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설문지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분석 

 

1. 이 상에 대해 어디서 들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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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설문지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분석 

 

1. 적격 주제 

①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② 응용 프로그램 형식은 무엇입니까? 

 

③ 예선 라운드는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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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참여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옵션】 

・ 보충 상품이 화려했기 때문에 

・ 외국인과 교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프로그램의 내용이 재미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대학 입학 포트폴리오의 경우 

・한국(일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외 

 

⑤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정보가 흐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보가 좀 더 체계적이라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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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토너먼트와 관련된 항목 

① 예선 결과 발표부터 실제 행사까지의 준비 기간은 얼마였습니까? 

 

② 이 대회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③ 보충 상품은 얼마나 충족됩니까? 

 

 



 

한일 고등학생 문화 PR 어워드 2022 사업보고서 

- 6 - 

 

④ 우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답 한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등상과 2 등상의 차이는 끔찍합니다.  

 

⑤ 특별 강연은 어땠습니까? 

 

 

⑥ 우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답 한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온라인 접속 상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연은 흥미롭고 흥미로웠지만, 파워포인트에서 교수님의 얼굴이나 교수님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고, 그의 목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거나 

화면이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해줬으면 했습니다.  

 

⑦ 그날의 진전은 어땠습니까? 

 

  



 

한일 고등학생 문화 PR 어워드 2022 사업보고서 

- 7 - 

 

⑧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어떻게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 기한을 초과한 참가자에게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오프라인 장소(유통 장소)의 스태프들이 협조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 화면 등을 일부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⑨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지만 연결 문제가 있습니까? 

 

⑩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어떻게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목소리가 너무 멀어서 들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마이크를 

조금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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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이해와 관련된 항목 

①  일본에 관심이 있습니까? (한국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 

 

② 나는 "예"라고 대답 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특정 관심 영역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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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본(한국)에 가본 적이 있나요? 

 

④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자신의 변화를 보았습니까? 

 

⑤ 나는 "예"라고 대답 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 한국을 좋아한다는 막연한 느낌에서 한국처럼 알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교류도 알고 

싶어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일본 문화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던 동시에 일본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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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시스템 관련 항목 

① 안심하고 이 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② 나는 "예"라고 대답 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특히, 어떤 종류의 보안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까? 

 

③ 우리는 "아니오"라고 대답 한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집행위원회의 지침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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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귀하의 문의에 대한 귀하의 응답은 어땠습니까? 

 

⑤ 우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답 한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태프들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집행위원회의 지침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⑥ HP 는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⑦ 우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답 한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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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웹 사이트의 정보를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⑨ 우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답 한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없음 

 

⑩ SNS, 유튜브 등의 내용을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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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우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답 한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회사의 메시지, 신청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쉬운 것이 좋았습니다.  

・ 목적과 목표를 결정하여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후원하는 회사들은 모두 매우 유명하고, 상품은 다른 한일 이벤트보다 더 

고급스러우므로, 그 강점을 최대한 끌어올린 PR 전략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 종합평가 관련 항목 

① 다음에 다시 참여 하시겠습니까? 

 

② 친구에게 계속 가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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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체 수상에 대한 인상을 공유하십시오. 

・한국에 대한 저의 일상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나는 또한 국제 

교류의 관점에서 실제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뻤습니다. 

・ 응답은 빠르고 참여하기 쉬웠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과 온라인 절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메인 레이스의 내용이 예선 문화의 반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테마 자체도 좋았고, 흥미로울 것 같아서 참여했지만, 구다구다로 끝난 후에만 경영진과 

그날의 진행이 그 인상을 남긴 것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나는 기한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획은 재밌었지만 지도 등에 대해 걱정이 많았어요.  

・테마로 선택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동시에 한국의 관점에서 일본을 알게 

되어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일본의 장점과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일본 인과 한국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며, 

실제로 SNS 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대화를 나누는 한국인들과 친구가 되어 '오니'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일본과 한국의 교류가 더욱 흥미로워 지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어려웠지만, 참가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이 느리고 떨어졌다는 것은 조금 실망스럽지만 전반적으로 안전했습니다.  

 

④ 만족도를 5 의 척도로 평가하십시오. (숫자가 높을수록 등급이 높아진다) 

평균평점 3.7/5.0 

만 족 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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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고찰 

 

1, 프로젝트 평가 

두 가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은 대체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홍보활동이 

불충분했던 점이나 참가자의 입장에 선 안내정보의 전달 등에 대해 개선을 실시해 나가고 싶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왕래가 끊긴 요즘이지만, 차세대 젊은 층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에 

일조할 수 있었다. 

 

2, 일본인과 한국인 학생 표창 

한일 관심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사업은 콘텐츠나 전통문화 등의 Culture 를 대화의 실마리로 

삼고 상호 매력 발신을 실시했다. 실제로 양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등에 대한 관심으로 점차 양국 국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설문에서는 "내가 주제로 선택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 알게 된 동시에 한국 쪽에서 본 일본을 알게 

돼 너무 즐거웠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일본의 좋은 점과 한일 간의 차이와 공통점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통해 상대를 안다는 것은 자신을 다시 보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방적인 발신, 수신이 아닌 서로가 서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상호 이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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