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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수) 쓰지 부지사는 부산광역시청을 방문해 정 행정부시장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인 기념적인 해라고 말문을 연 각 측은 12월 3일부터

홋카이도와 부산을 잇는 에어부산 직항편이 생겨 인적 왕래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5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홋카이도를

방문해 멋진 연주를 선보여 더욱 교류가 깊어졌다고 느낀다고 쓰지 부지사는

말했습니다. 정부시장은한국인이홋카이도의눈을동경하며온천도유명한점에대해

말했고, 쓰지 부지사는 부산은 영화제 등 문화발상지라는 인상을 받았으며 넓은

해수욕장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둘러싸인 자연환경이 다른 점도 교류 소재의

하나라고 쓰지 부지사는 얘기하며 앞으로도 행정과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나가자고대화를나눴습니다.

11월 5일(목)오전 홋카이도 방문단은 부산 시찰에 나섰습니다. 부산국제

금융센터와 부산국제전시장 , 영화의 전당 , 누리마루 APEC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쓰지 부지사는 부산은 근대적인 건물이 많은 리조트지라는

인상을받았다고말했습니다.

시찰 후 홋카이도 방문단은 부산대학을 찾아 안 총장직무대리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부산대학과체결을맺고있는홋카이도교육대학의오쓰부학장도

함께 부산대학을 방문했습니다. 2013년 홋카이도가 주최한 청년교류사업인

JENESYS사업의실시로부산대학학생들과홋카이도학생들의교류가있었습니다.

부산대학 측은 교육분야뿐 아니라 대학 간 학생, 교수의 파견 등 더욱 교류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며 홋카이도 교육대학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간담이 끝난 후에는 부산대학에서 쓰지 부지사가 부산대학 학생들에게

홋카이도와한국의유대관계에관해서설명하는프레젠테이션을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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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방문

김장문화제참가후홋카이도방문단은서울시립대학을

방문했습니다. 홋카이도 대학은 슈퍼글로벌 대학을 뽑는

프로젝트에서톱13으로선정되고서울시립대학또한국내

대학 평가에서 10위로 선정되었습니다 . 양 대학은

2013년부터 교류협정을 맺고 상호 교류를 쌓아왔습니다.

그 해 홋카이도 주최 청년교류사업인 JENESYS사업의

실시로서울시립대학학생들과홋카이도학생들의교류가

있었습니다. 양 측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나가자고의견을모았습니다.

간담 후 서울시립대학에서 서울시립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지 부지사가 홋카이도와 한국의 유대관계에

관해서설명하는프레젠테이션을진행했습니다.

양 측은 젊은이들의 활발한 교류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도 한 층 더 교류가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이야기를마쳤습니다.

11월 6일(금) 서울특별시청에서 류 행정제1부시장 등 서울특별시 측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5주년을 기념해 지금까지 마라톤 교류, 청년 교류, 경제 교류 등

많은교류가있었다고돌아보며올해서울시장을비롯한방문단이홋카이도에서

5주년 공동 성명에 서명했던 것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박

서울특별시장은 홋카이도를 방문해 삿포로 눈축제를 시찰하고 서울의

김장문화제에도홋카이도지사를초대한바있습니다.

11월 6일오후쓰지

부지사는김장문화제

개회식에참가했습니

다. 서울특별시가 주

최하는김장문화제는

점에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제대로

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을말했습니다.

시청앞광장에서모두와함께김장하며각종김치

전시와 판매 등 먹을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축제입니다.

쓰지 부지사는 어린이도 김치를 먹는 것에

놀라며 김치문화가 한국인 한 명 한 명 몸에

배어있는 문화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와서보지않으면알지못하는것도많다는

한국대학생방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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