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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방문

8월 29일 홋카이도 부지사를 비롯한 방문단은 부산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쓰지 부지사는 작년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산국제영화제가 인상에

남았으며 부산은 다이나믹한 이미지라고 말했습니다. 김 경제부시장은

홋카이도의 눈이 아름다웠다고 하며 각 지역의 매력과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로도 경제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에어부산 방문

그 후에는 에어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에어부산 최 전무는 작년 12월

신치토세 -부산 선에 취항한 이후 7만명 이상이 에어부산을 타고

신치토세공항을 이용했으며 앞으로 더욱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쓰지 부지사는 이번 부산 방문단 중 호쿠쇼대학 학생들이 에어부산을

이용하는 것을 언급하며 에어부산 덕분에 젋은이들의 교류가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의회 방문

부산 신항 시찰

30일 오후 홋카이도 방문단은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의 홍보관에서 부산 신항에 관한 전시를 둘러보았습니다. 

홋카이도 방문단 부산광역시/경상남도 방문

30일 부산에서 경상남도로 이동한 홋카이도 방문단은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홋카이도와 경상남도는 올해 우호교류 10주년

을 맞이해 쓰지 부지사와 함께 일한우호홋카이도의회의원연맹의 사토 의원,

시미즈의원, 오타의원도방문했습니다. 

경상남도청의류행정부지사는일본총무성과의교류프로그램으로홋카이도를

방문한 경험이 있어 홋카이도의 눈과 맥주 등의 이야기가 오갔고 쓰지 부지사는

앞으로도 15주년, 20주년계속해서교류를이어나가자고말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에서는 박 의장과 일한우호홋카이도

의회의원연맹에 소속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산업과 의원 활동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나눈뒤에는 경상남도의회를시찰하며의원

간교류를돈독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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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배구란?

미니배구는 1972년 홋카이도 도카치 지역의 다이키초에서 탄생한 스포츠입니다. 

부드러운 공 , 낮은 네트 , 소수 인원이 있으면 가볍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스포츠로 정착해 왔습니다. 현재는 전일본 미니배구협회가 창립되어 일본

전역으로 널리 퍼져 재팬컵 등 많은 대회가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9일에는 홋카이도 오비히로시에서 제28회 미니배구 재팬컵이

열렸습니다.  

2012년 미니배구를 고안한 코지마 회장을 비롯한 홋카이도 미니배구협회가

경상남도를 방문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미니배구를 소개하였습니다 .

2013년에는 경상남도 배구연합회가 홋카이도를 방문해 미니배구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 홋카이도 미니배구협회가 경상남도를 방문해

경상남도 배구연합회와 교류각서를 맺었습니다. 

8월 31일 오전 9시반부터 거제실내체육관에서 경상남도-홋카이도 우호제휴 10주년 기념 미니배구

우호친선시합이 열렸습니다. 경상남도 배구연합회, 홋카이도 미니배구협회를 중심으로 친선 시합을 했습니다. 

9월 1일 오전 10시부터는 경남대학과 홋카이도의 호쿠쇼대학 미니배구팀이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경남대학식당에서 경남대학과 호쿠쇼대학 학생들이 함께 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호방문을 통해 교류를 이어나가던 중 올해 경상남도와 홋카이도가 우호제휴 10주년이라는 기념적인 해를

맞이하여 미니배구 교류를 위해 홋카이도 미니배구협회와 호쿠쇼대학 학생들이 경상남도를

찾았습니다.

미니배구교류의시작

미니배구 우호친선시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