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포를 즐기는 법 

「다언어의 뇌과학」공동연구 프로젝트 

35 주년 SD 카드 

언제 어디서나! 

언어를 노래하다 :언어는 음악이다 

다언어의 소리에 자연스럽게 잠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LEX 다언어 프레젠테이션（LMP：LEX Multilingual Presentation）은  TED 토크와 같은 스타일로  16~25 세의 청년이 

참가하는 다언어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참가자는 자신의 다언어, 다문화체험을 바탕으로 세계와 사회에 발신하고 싶은 

메시지를 3 개의 언어 이상을 사용하여 전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통해 히포패밀리클럽이 제안하는 

다언어와 다문화 환경의 가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EX 다언어 프레젠테이션 2017 

교과서를 읽기 전에 아이들이 모국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히포패밀리클럽은 

멤버들과 함께 다언어에 잠기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찾아갑니다. 원어민이 녹음한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문장으로 구성된 스토리를 생활 공간 곳곳에서 BGM 처럼 

‘들리는’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다언어의 소리에 잠겨있다 보면 다양한 

언어패턴들이 어느새 자기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히포패밀리클럽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카츠’라고 불리는 

‘언어를 노래하는’ 활동입니다. 무슨 언어든 들리는 대로 따라하여 

다양한 언어가 가지는 리듬과 멜로디 등의 특징을 통째로 습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언어환경의 또 하나의 요소는 전 세계의 사람들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히포 트랜스 내셔널 홈스테이에서는 멤버가 세계 각국의 호스트패밀리 

가정에서 지내기도 하며 자국에서 호스트패밀리가 되어 해외에서 온 

게스트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35 년 동안 히포패밀리클럽 멤버는 세계의 언어들을 즐겨왔습니다.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 누구든지 많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언어에 흠뻑 젖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양한 언어의 소리와 리듬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히포패밀리클럽에는 매주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패밀리’가 있어서 멤버는 각자가 발견한 

언어를 공유합니다. 노래나 춤, 게임 등을 통해 다언어를 접하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멤버들과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동료들과 가족과 함께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히포패밀리클럽 “What’s New” ★

（一財） 언어교류연구소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 수잔 플린（Dr. 

Suzanne Flynn）교수, 동경 대학교 대학원의 사카이 쿠니요시 

교수와 함께 '다언어의 뇌과학'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동경 대학교 대학원의 사카이 교수의 연구실에서 

fMRI 를 사용하여 다언어 사용이 인지력이나 언어습득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3 개국어를 말하는 

히포패밀리클럽 멤버와 멤버 이외의 사람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어떤 발견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一財）언어교류연구소 히포패밀리클럽 

본부: http://www.lexhippo.gr.jp/ 

〒150-0002 동경 시부야구 시부야 2-2-1 아오야마Ｈ＆Ａ빌딩 3Ｆ Tel: +81-3-5467-7041 

중부: 

〒450-0002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메이에키 5-30-1 이치고메이에키 빌딩 9F Tel: +81-52-581-6531 

관서: 

〒540-0024 오사카시 중앙구 미나미신마치 1-4-8 아인스톤빌 4F Tel: +81-6-4790-7291 

서일본: 

〒733-0871 히로시마시 니시구 타카스 2-2-19 Tel: +81-82-274-8848 

규슈 

〒810-0073 후쿠오카시 중앙구 마이즈루 1-9-3-305 Tel: +81-92-715-3859 

Hippo Family Club 한국: http://www.hippokorea.net/ 

대한민국 Seoul 시 강남구 개포 2 동 170-1 석주 Bldg.#301 Tel: +82-2-567-7138 
LEX AMERICA / LEX LANGUAGE PROJECT / LANGUAGE RESEARCH FOUNDATION:http://www.lexlrf.org/ 
90 Sherman Street, Cambridge, MA 02140-3264 USA    Tel: +1-617-354-1140 

히포패밀리클럽은 35 주년을 기념하여 지금까지의 다언어 멀티어리얼 CD 를 

SD 카드에 수록했습니다. SD 카드에는 스탠다드, 스탠다드 플러스, 프리미엄의 

각 세트가 있으며 프리미엄 세트에는 35 년 동안 발표된 모든 다언어 

멀티어리얼(21 언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트들은 일본에서 판매 

중입니다. 다언어에 잠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자료입니다. 

다언어의 자연습득 

◆韓国語/Korean◆2017

http://www.lexhippo.gr.jp/
tel:+81%203-5467-7041
tel:+81%2052-581-6531
tel:+81%206-4790-7291
tel:+81%2082-274-8848
tel:+81%2092-715-3859
http://www.hippokorea.net/
tel:+82%202-567-7138


해외 홈스테이 교류 “가족교류” 

가족 교류는 사회인이나 아이가 있는 가족도 참가할 수 있는 

1 주일에서 2 주 간의 홈스테이 프로그램입니다. 1981 년부터 

시작되어 세계 20 개국 이상에 교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간 400 명의 멤버가 바다를 건너 새로운 우정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인턴십 

 일본에는 약 120 개국에서 5000 명 이상의 사람이 

홈스테이를 하러 왔습니다. 참가자에는 세계 각국의 

교류단체의 학생이나 기업의 연수생, 가족 등이 있으며 

히포패밀리클럽의 다언어 활동에 참가하면서 일본 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홈스테이 매년 3 월에는 다언어 눈의 학교, 8 월에는 다언어 네이처 

캠프가 개최되어 많은 참가자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히포패밀리클럽의 다언어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눈이 많은 

나가노현에서 3 월에 개최되는 다언어 눈의 학교에서 

참가자는 새하얀 눈밭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습니다. 다언어 

네이처 캠프도 동식물과 교감할 수 있는 나가노현에서 

개최되어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다언어,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며 전세계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언어 눈의 학교 

일본에서의 인턴십 참가자는 히포 다언어 활동의 중심이 

되어 국제적인 분위기의 히포 본부에서 다언어 환경에 잠겨 

다언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벤트 운영이나 워크숍 참가, 

해외 교류단체와의 연락 등 인턴으로서 지루할 틈이 없는 

나날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 

이어롱 해외고등학교 교환유학（YL） 

대만 

WIP（케냐에서） 

✈

To Yo, thank you for everything!  

ありがとう！¡Muchos gracias! 谢谢！ 

Grazie! Danke! Merci beaucoup!  

 2016 년에 히포패밀리클럽은 창시자 사카키바라 

요우씨를 떠나보냈습니다. 사카키바라씨의 혼은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 우리의 귀는 다언어를 향해 

열렸고 우리의 마음은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사카키바라 요우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사카키바라요우씨에대해 
1930－2016年 

해외 홈스테이 교류 “ 청소년 교류 “

 청소년 교류는 봄방학과 여름방학 중에 1 주일에서 1 개월 

동안의 프로그램으로 초등 5 학년과 대학생까지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매년 약 650 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 해외에서 

귀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롱 해외 고등학교 교환유학（YL）은 2016 년에 20 주년을 맞이하고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해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의 

고등학생도 일본으로 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약 120 명의 학생이 

미국, 프랑스, 태국 등으로 유학을 가서 호스트패밀리와 생활하며 현지의 

문화를 체험합니다. 또한 2016 년에는 7 개국에서 25 명의 고등학생이 일본에 

유학을 왔습니다. YL 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WIP 는대학생이상, 사회인, 시니어 세대까지 인생이 바뀔만한 

해외 생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WIP 인턴생은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의 히포패밀리클럽 또는 세계 40 개국 

이상의 교류단체에서 한 달부터 1 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인턴생은 지역사회에 녹아 들면서 현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18 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나라와 우정을 쌓는 아시안 프로젝트. 중국・

상하이와 태국에서의 다언어 캠프・합숙은 중국, 태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각 나라의 중학생 이상이 대상입니다. 매년 참가자는 

다양한 나라의 친구를 사귀어 다언어 활동을 즐기며 아웃도어 

활동에 참가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감동하고 세계의 넓은 

가치관을 배우며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다언어눈의학교＆다언어 네이처 캠프 

아시안 프로젝트：다언어 
캠프・합숙

월드・인턴쉽・프로젝트(WIP)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