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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렌가 통신
2월 22일부터 24일에 걸쳐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심 사무

관을비롯한경상남도방문단이홋카이도를방문했습니다. 

22일에는 홋카이도 국제과와 만찬회를 가져 홋카이도 국

제교류 협력종합센터도 동석해 경상남도와 우애를 돈독히

다졌습니다. 

23일에는 사토 국제국장과 인사를 나눈 뒤 사무협의를 했

습니다. 

먼저홋카이도측에서교육청의 U-18미래포럼사업을소개하며홋카이도의학교와경상남도의학교가

교류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홋카이도라고 명명된 지 150년을 맞이하는

홋카이도의 기념사업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그 외 미니배구 교류와 경상남도를 소개하는 경상남도 DAY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경상남도 측은 한아시아 지방정부 경제협력 컨퍼런스 안내 및 지사

상호방문과미니배구교류등을제안하며앞으로도서로협력해나가길바란다고말했습니다. 

경상남도방문단은 24일 소운쿄온천을시찰했습니다.소운쿄온천은홋카이도 가미카와군 가미카와초

소운쿄지구에있는온천으로홋카이도의유명한온천가중하나입니다.매해겨울에는빙폭축제(효바쿠

마쓰리)가열립니다.올해제43회빙폭축제는 1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개최되었습니다.얼음과눈으로

만들어진 건물과 설상 등이 있고 건물 천장을 올려다보면 고드름이 가득합니다. 저녁에는 불꽃놀이가

열리는등기간중다양한행사가열렸습니다. 

2017년 12월 27일새로운제19대삿포로총영사가취임했습니다.

박 총영사는 1월 24일 홋카이도청을 방문해 다카하시 지사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최근 평창 올림픽으로 열기가 뜨겁다는 이

야기를 하며 다카하시 지사는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의 성공을 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총영사는 삿포로의 올림픽 유치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홋카이도를 찾는 한국

인의안전과청년의취업난에대해서도협력을부탁하자다카하시

지사도함께협력해나가자고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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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더불어평창올림픽,패럴림픽개최지인강원도도함께 PR했습니다.홋카이도청 1층에제주도와강

원도의 사진을 전시하고 팸플릿을 배부했습니다. 15일 세미나에는 제주관광공사 도쿄홍보사무소 도모타

케소장이제주도의매력을소개하고제주도의상품을증정하는퀴즈등을통해열기가달아올랐습니다. 

3월 1일홋카이도청에서한국, 중국의문화를소개하는문화체험강

좌를열었습니다. 중국에서온양교류원이중국설날인춘절의화려

한음식과폭죽문화등을소개하고문교류원은한국의차례등을소

개하고함께전통놀이인공기놀이를했습니다. 

홋카이도와 제주특별자치

도는 2016년 1월 12일 우호

협력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를 기념해 제주특별자치도

를 PR하는 제주DAY를 1월

15일~17일 홋카이도청에서

개최했습니다.

2월 26일 기모베쓰초 스즈카와 초등학교, 3

월 16일삿포로시기요타고등학교에서문교

류원이 한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에

관해서 소개하고 스즈카와 초등학교에서는

'우리집에 왜 왔니 '를 , 기요타 고등학교

에서는 '윷놀이' 놀이를 하며 한국의 놀이

문화도함께즐겼습니다.

3월 18일 (일) '제주 국제 청소년 포럼 2017'에 참가했던

홋카이도의 고등학생 4명이 발표하는 JICA홋카이도의 사후

보고회가있었습니다.

홋카이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우호 협정을 맺고 있는데

2013년부터 제주도에서 초청을 받아 매년 홋카이도에서

고등학생을 파견해 올해도 여러 나라 참가자와 영어로

토론하고문화체험등을했습니다. 

보고회 당일은 제주도의 개요와 홋카이도와 제주도의 관계,

포럼 내용 등에 대해 고등학생들이 열의 넘치는 발표를 하고

참가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는 등 매우 의미 있는 보고회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