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pref.hokkaido.lg.jp

제 60호 2019년 6월 28일 편집발행인   김소현

1

아카렌가 통신

경상남도-홋카이도 교류 체결 13주년 DAY 사업 개최

홋카이도청에서는 매년 우호교류를 체결한

지역들을 소개하는 DAY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는 한국의 4개 지역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와는 2006년 6월 7일

교류의향서에 조인한 이후, 활발한 교류가 이어져

오고있습니다.

올해는 6월 6일부터 이틀간, 도청 1층에서 '경상남도

DAY'를실시했습니다.경상남도지역을홍보하기위한

포스터 전시 및 팜플렛 배포가 이루어졌으며,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경상남도 지역의 명소와 명물 등을

소개하는세미나를진행했습니다.

2019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주간 참가

북해도는 일본어로 어떻게 발음할까요?

북해도는 '홋카이도'일까요? '훗카이도'일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행지이지만,

다양한 매체에서 종종 잘못된 명칭으로 소개되는 경우를 봐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홋카이도 (O)     훗카이도(X)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춥기로 유명한 지역이죠? 추운 겨울에 시린 손을 호호~

불어 녹이는 모습을 연상한다면 기억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홋카이도라

불러주세요!!

6월 20일, 삿포로 시립 히가시야마 초등학교 3학년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알아보는 '세계는 친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와 한국 초등학생

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학교 방문! 히가시야마 초등학교

홋카이도는 제주도와 자매•우호관계인 지역들이 참가하여, 6월 17일

부터 개최된 ‘2019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주간’에 참석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국제교류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세션, 분야별 실무협의 및 제

주도의 선진 정책인 영어교육 도시 등의 현장 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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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전통이 공존하는 홋카이도!

안녕하세요. 올 4월부터 홋카이도청 국제과에서 근무하게된 국제교류원 김소현이라고 합니다. 홋카이

도에 와본건 이번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는데, 여기에 온지도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앞으로, 한국과 홋카이도의 국제 교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한일간 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소식지를 통해 교류 활동은 물론, 홋카이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

달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제교류원 소개

삿포로의 봄은 다양한 축제와 맛있는

먹거리로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

5월에는 라일락 축제와 라멘쇼가

개최되어 오도리 공원이 인파로

북적인다면, 6월 초에는 요사코이 소란

축제가 열려 , 시내 곳곳이 무대로

변합니다.

요사코이 소란 축제는 , 홋카이도의

어부들이 부르던 민요인 '소란부시'의

리듬에 맞춘 전통무용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올해도 전국에서 모인 공연팀들이

다양한 곳에서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 시내 광장 , 오도리

공원은 물론, 거리에서도 화려한 의상을

입고 밤낮으로 춤을 추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서늘한 날씨 덕분에

홋카이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러닝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러닝을

좋아하는 김소현 국제교류원도 ,

최근들어 홋카이도의 매력적인 러닝

장소를 물색하는 중입니다.

저 는 얼 마 전 , 치 토 세 JAL

국제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 울창한

숲길을 달리며 맑은 공기를 가득 마신

덕분인지, 마음까지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 익숙하지 않은 흙길을

달리는 코스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

오랜만에 삿포로 시내를 벗어나

홋카이도의 싱그러운 봄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과는 달 리 , 홋카 이도에는

까마귀가 많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지역들보다 홋카이도의 까마귀가

몸집이 더 크고, 낮게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홋카이도의 까마귀는 보행자가 들고

있는 음식물을 귀신같이 발견하여

낚아채 가기도 합니다 . 저도 한번

당했던 기억이... 그래서인지 공원에는

까마귀에게 음식물을 보이지 말라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