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3 회 일본환경회의 오키나와대회 

제 6 분과회 관련프로그램 

 

제 6 분과회 청년과 환경 제 1 부 

‘청년 X 환경 X 평화 X 경제 X 자기결정권 X 인권 (현상편) :  

청년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이란?’ 

 

일정: 2016 년 10 월 21 일 (금) 오전 9 시~오후 0 시 10 분 

장소: 오키나와국제대학 3 호관 202 교실 

 

코디네이터: 구시켄 히데아키 (오키나와국제대학 학생)•히야네 요시나오 (대학직원) 

사회: 오오시로 나오코 (오키나와국제대학비상근강사,  

오사카대학대학원 국제공공정책연구과 박사과정)•구시켄 히데아키 

 

•보고 1: ‘현지의 청년이 본 헤노코문제’ 토구치 타케류 (류큐대학 학생) (10 분) 

•보고 2: 비디오메세지~타카에로부터~ (10 분) 

•보고 3: ‘도쿄에서 오키나와를 보고~길위에 서서 만나는 것~’  

모토야마 진시로 (국제 기독교대학 학생•SEALDs RYUKU 멤버) (15 분) 

•보고 4: ‘류큐제도의 자위대배치문제’ 이노마타 테츠(남서제도 피스넷 공동대표) (15 분) 

•보고 5: ‘주오키나와미군기지와 여성의 인권’  

타카자토 스즈요 (기지•군대를 용서하지 않는 행동하는 여성들의 모임 공동대표) (15 분) 

•보고 6: ‘청년의 빈곤에 대해’ 타지마 마사오 (오키나와타임즈 사회부기자) (20 분) 

10:30~10:40 휴식 (10 분) 

•보고 7: ‘오키나와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으로 이루어진 동아시아-스코트랜드 EU 로부터 

배우다-’ 시마부쿠로 준 (류큐대학 교육학부 교수) (20 분) 

•보고 8: ‘오키나와와 동아시아 공동체’  

마에도마리 히로모리 (오키나와 국제대학 경제학부 교수) (20 분) 

•코멘트 1: ‘미국우치난츄가 본 헤노코기지문제’  

김 데이빗(동종요법치료사•미국 미네소타주 오키나와현인회 우치난츄) (통역포함 10 분) 

•코멘트 2: ‘EU 가맹에 의해 리투아니아가 얻은 것’  

쿠피츄나스 맨터스 (오슬로대학 대학원 근대일본학 석사과정) (5 분) 

•코멘트 3: ‘청년의 빈곤과 지방자치체’ 아라카키 에이토 (자치체 직원) (5 분) 

•코멘트 4: ‘청년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이란 –인권, 경제, 환경의 시점에서’  

코하츠 요시타카 (메이오대학 학생•SEALDs RYUKYU 멤버) (5 분) 

 

질의응답•토론 (25 분) 



제 6 분과회 청년과 환경 제 2 부 

‘청년 X 환경 X 평화 X 경제 X 자기결정권 X 인권 (창조적대응편) :청년의 실천’ 

 

일시: 2016 년 10 월 21 일 (금) 오후 1 시~오후 4 시 10 분 

장소: 3 호관 202 교실 

 

코디네이터: 구시켄 히데아키, 히야네 요시나오, 나리사다 요코 (오키나와대학 교수) 

사회: 히야네 요시나오, 이시바시 유키코 (오키나와대학 학생) 

 

•보고 1: ‘평화의 바다 캠프 활동에 대해’ 포드립스카 카타지나 (류큐대학 학생) (15 분) 

•보고 2: ‘대안적인 사회⋅발전을 지향하는 나고시의 실험마을 “와카게노이타리마을”’ 

구시켄 히데아키 (와카게노이타리마을 발기인⋅오키나와국제대학 학생) (15 분) 

•보고 3: ‘사이온•포호의 사상과 공유지’  

미와 다이스케 (NPO 법인 이케마 복지지원센터) (30 분) 

•보고 4: ‘테루마 비구(테루마 골풀)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향상 대책’  

카네쿠 하야토 (오키나와국제대학 Beegooo 멤버) (15 분) 

•보고 5: ‘자연환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것으로 지키는 자연자원~’ 

나카에마 쇼 (일반사회법인 큐리오스 오키나와 이사) (15 분) 

 

14:30~14:40 휴식 (10 분) 

 

•보고 6: ‘사탕수수 바이오연료에 의한 경제효과의 산업관련분석’  

신치 키이치로 (오키나와시 교육위원회 직원) (15 분) 

 

질의응답•토론 (75 분) 

 

제 6 분과회 청년과 환경 교류회 

일시: 2016 년 10 월 21 일 (금) 오후 4 시 20 분~오후 5 시 50 분 

장소: 7 호관 201 교실 

사키마 아츠시 퍼포먼스 등 

  



제 6 분과회 청년과 환경 제 3 부 

‘동아시아청년미래 (전개편):  

‘변방’이 이어지다•‘국경’을 넘어서 

~풍수문화권의 환경리더와 청년의 대화~’ 

 

일시: 2016 년 10 월 23 일 오전 9 시~오후 0 시 10 분 

장소: 3 호관 202 교실 

코디네이터: 코하츠 요시타카•스나가와 카오리 (오키나와국제대학 강사) 

사회: 히야네 요시나오, 하재원(유학생) 

 

•보고 1: ‘자연공생형사회를 지향한다’ -동아시아지구시민마을의 노력-  

쯔에 휘완 (일중시민사회네트워크 사무국장) 

•보고 2 : ‘중국의 망그로브숲 보호활동에 대하여’  

류 이 (망그로브숲 보육연맹 이사장 겸 사무국장 (중국 푸젠성 아모이시)) 

•보고 3: ‘대만의 반핵활동과 청년의 참획’ 최 스신(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국장 (대만)) 

•보고4: ‘주한미군기지의 환경문제/서울시 시민참가형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향한 대책’ 

신 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팀장 (한국)) 

 

10:45~10:55 휴식 (10 분) 

 

•코멘트 1: ‘표현의 자유 침해를 <UN 인권법>으로 묻는다’  

아베 아이 (오키나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코멘트 2: ‘동아시아 유스의 환경활동’ 아베 오사무 (일본환경회의 이사•릿교대학 교수) 

•코멘트 3: ‘한국의 청년이 할 수 있는 것’ 하재원 

•코멘트 4: ‘오키나와의 청년이 할 수 있는 것’ 구시켄 히데아키 

 

질의응답•토론 (50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