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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렌가 통신

어느덧여름이지나가고, 낙엽이지는계절로접어들었습니다.국제교류원도한일관계가회복되기를기원하며

열심히일하고있습니다! 그동안에는어떤일들이있었을까요?

홋카이도미니배구협회와경상남도미니배구연맹의교

류 행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올해는 경상남도 미니배구

연맹이홋카이도를방문하였습니다.양국의두단체는,홋

카이도에서 유래한 스포츠 종목인 '미니배구'를 통하여

지속적인 교류와, 국경을 초월한 끈끈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글 강좌가 열렸어요!

JENESYS 2019 청년 방일단 도청방문2019 한일 생활체육 교류

한국 청년 방일단이 홋카이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단은 홋카이도의 매력과 개요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본청사를 견학했습니다. 귀국 전 진행된 성과 보고회

에서는, 이번 방문을 통해 느낀점과 추억들을 공유하며

한일 관계를 위한 활동을 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둘째 주부터 도청 직원 분들을 대상으로 한달간 한

글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수강생 분들은 글자의 모양과

발음을 익히며 불타는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헷갈리고 어려웠지만, 점점 발음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해 주셔서, 저에게도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카다마 고등학교 파견

한국어 과목을 수강중인 고3 학생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수업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치열한 대학 입시,

학창 시절의 추억 등을 이야기 하며 김소현 교류원도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이 날은 특별히, 주

삿포로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제공해주신 간식을 학생들

에게 증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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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렌가 통신

아사히카와 한국 DAY

짧고 굵은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여름이 길지는 않았지만, 의외로 실내 냉방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많고, 절전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어서 홋카이도의

여름은 한국보다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 한국의 '복날'과 같이

일본에서도 특별한 음식을 먹는 날이 있는데요, ‘도요노 우시노히(土用の丑の

日)’라는 이 날에는 장어로 만든 음식들이 날개 돋힌 듯이 팔렸습니다.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장어 요리를 먹는 건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하네요 ^^

일본에도 복날이 있답니다 ♪

주삿포로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주최한

한지공예 체험회 행사에 참가하여, 손거

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공예 체험 후,

서울의 매력적인 장소들과 , 여름에

즐겨먹는 음식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

습니다.

다함께 가라사대 게임!

기타히로시마시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수업을 하고, 다 함께

신나는 가라사대 게임을 즐겼습니다 .

쉬는 시간에는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보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웰컴 투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에서 열린 한국인 관광

객 환영 세레모니에 참가했습니다 .

홋카이도를 찾아주신 관광객 분들께 홋

카이도의 가이드맵과 캐릭터 큔짱의 기

념품 등이 담긴 특별한 패키지를 배부했

습니다.

일본에서는 음력 8월 15일을

'십오야 (十五夜 )'라고 합니다 .

한국에서는 추석에 해당하는

날이죠? 이번에는 한국의 명절

'추석 '에 대해 알아보는 테마

강좌를 열었습니다 . 명절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귀성 전쟁,

명절 음식과 풍습 등에 대해

알아보고 , 다함께 공기놀이와

제기차기를 즐겼습니다.

금년도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파견

예정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주도에

대해 소개하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멋진 활약을 기대할게요!

가을 맞이 테마 강좌

제주도 세미나 진행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3위로 입상했습니다.

다음번엔 더 잘 뛰고 싶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