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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부터 13일까지 홋카이도청 1층에서 한국데이가 열렸습니다. 12일

부터 13일까지 도정홍보코너에서 홋카이도와 우호 교류를 맺고 있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멋진 사진을 전시하

고팸플릿을배부했습니다. 

12일 점심시간에는 교류광장에서 런치세미나를 열었습니다. 4지역에 대해

서문교류원이소개한뒤에는홋카이도교육대학부속삿포로중학교 1학년생

인세키히나노양이 K-POP무대를선보였습니다. 히나노양이부르는귀여운

노래소리로회장은열기를띠었습니다.   

윤 부지사를 비롯한 충청남도 방문단이 11월 10일

홋카이도청을 방문해 쓰지 부지사와 간담을 나누

었습니다. 충청남도방문단은 2017인삼세계엑스포

의 홍보 등을 위해 홋카이도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쓰지 부지사는 인삼은 건강식품으로 일본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다고 말하며 홋카이도민에게도 인

삼의 좋은 점을 홍보해 유익한 방문이 되길 바란다

고전했습니다.  

경상남도방문단홋카이도방문

윤정책기획관을 비롯한경상남도 방문단이 12월 19일에서 21일에걸쳐홋카이도를 방문했습니다. 

12월 20일오전에는 홋카이도청을 방문해쓰지부지사와 인사를나누었습니다. 쓰지 부지사는작년경상남

도와의우호제휴 10주년을기념해경상남도를 방문했었습니다. 쓰지부지사는 경상남도가 아름다운곳으로

기억에남았다고 말하며대학생과미니배구 협회와함께미니배구 교류를한것에대해 이를계기로청년교

류를비롯한다양한교류로확대해가자고 말했습니다. 

작년홋카이도신칸센이 개통해홋카이도에서 혼슈까지 신칸센을 통해갈수있습니다. 이번에홋카이도를

방문한경상남도 방문단은하코다테로 이동해신칸센을이용해 도쿄로이동했습니다.  

홋카이도신칸센 PR캐릭터 '도코데모유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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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ESYS 2016 한국청년방일단홋카이도방문

2016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이 열렸습니다. 홋카이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우호협력협정을 맺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초청으로 홋카이도에서는 7명의 학생이 참여했

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는 세계시민: 평화 문화 교류의 디딤돌 놓기'를 주제로 8개국 23개 도시에서 온 150

여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핵심인 패널토론에서는 학교 내 집단 따돌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존, 문화다양성 보

존 등을 주제로 참가 청소년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문화교류행사 '컬처 나이트'에서는 홋카이도

학생들이 유행하는 노래를 인용해 홋카이도를 홍보했습니다. 

쓰지노 마나: 여러나라 사람들과

영어로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룸메이트들과 밤까지 영어로

얘기에 열중해서 즐거웠습니다! 

단노 우타나: 동세대의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매일매일 즐거

웠고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미나토겐타: 돌하르방이 귀여웠고

탄산수가 맛있었다! 여러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어울릴 수 있어서 즐거

웠습니다!

에치고 나쓰키: 여러 나라 사람

들과 친구가 되어서 정말 좋은 경험

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5일이었

습니다! 

일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교류 사업인 JENESYS

프로그램으로 한국 청년들이 홋카이도를 방문했습니다. 

2월 3일에는 홋카이도청, 홋카이도 국제교류 협력 종합센

터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문교류원의 홋카이도의 매력

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4일과 5일에 걸쳐 홋카이도의 가정을 방문

해 홈스테이 생활을 통해 도민과 즐거운 교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홋카이도의 먹거리와 문화 등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찬 시간을 보내고 귀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