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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발간사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창립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고송구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어느덧 30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순수한 한일 간 문화교류를 위한 단체를 만들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몇몇 뜻 있는 사람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1987년 11월12일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의 창립을 알리는 현장에서 가슴이 벅차게 뛰어 오르던 감격이 또 다시 밀려오는 

느낌입니다.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창립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벽암(碧岩) 故 최성천 박사님입니다. 일찍이 한일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교류단체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깊게 인식하셨던 그의 강력한 실천력과 결단력 덕분으로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창립되었으며, 2017년에 드디어 30주년을 맞이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신 최성천 박사님과 저와 함께 몇 해 전까지 협회를 이끌었던 손해식 교수님도 

오늘처럼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을 함께 맞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라는 생각에 저의 마음도 아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 지면을 빌어 명복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후, 우리 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저는 전임 최성천 회장의 유지(遺志)를 이으려 불철주야로 노력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 교류단체로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교류장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저 개인의 무한한 영광이기도 하겠지만,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의 덕분으로 이룬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가 창립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30년의 기나긴 세월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해 왔던 저는 

일생에 있어 가장 큰 추억으로 남아 있으며, 동고동락(同苦同樂)해왔던 협회 이사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한일 간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이라는 단순한 명제 앞에서 지난 30년이 힘들고 외로웠던 길이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우리 모두가 오래된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협회의 창립 3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협회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글을 마치고자합니다.

협회가 닦아온 30년 한일교류의 길, 

미래세대의 더 큰 무대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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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会が磨きあげてきた30年の日韓交流の道、
未来世代のより大きな舞台になりますよう 

 社団法人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が設立30周年を迎えました。

 民間レベルで純粋に日韓間文化交流を目的とする団体を作ろうと、私と数人の有志が集まり、苦心の末、釜山韓日文

化交流協会が設立されました。1987年11月12日、設立を宣言する場での胸の高鳴りと感激が、今ここによみがえっ

てきます。

 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創立にあたって最大の役割を担った方は、皆様よくご承知の碧岩、故崔性玔博士です。博士は

早くから、韓日間交流を活性化するためには民間交流団体が必要であると考えておられました。誰よりも深いその認

識の上に持ち前の底力と行動力が加わり、釜山韓日文化交流公開が設立されたのです。2017年、30周年という晴れが

ましい日を迎えることができたのはその強い意志のおかげでしょう。

 惜しまれつつこの世を去られました崔性玔博士ならびに私と一緒に何年前まで当協会を導いてこらてた孫海植博士が

本日のような晴れがましい場にご一緒していただけたならばどれだけよかったか、残念でなりません。この紙面をお

借りしてご冥福をお祈りいたします。

 その後、当協会の会長に就任した私は、前任の崔性玔会長の遺志を継ぐため昼夜問わず奮闘し、その結果を認めら

れ、国際交流基金から交流団体としては韓国初の国際交流奨励賞をいただきました。私個人にとってこの上ない栄光

ですが、これは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のため努力を惜しまなかった皆様の、並々ならぬご支援のたまものであると考

えております。

 設立から今に至る30年、協会に最も近く寄り添う形で歩んできた私にとって、この日は生涯の思い出として残ること

でしょう。そして、苦楽をともにしてきた協会理事の皆様と事務局職員の献身的な努力の末、栄えある30周年を迎え

られたと自負しております。

 日韓間の複雑な対立があった中で私どもの世代が磨き上げてきた土台の上に、将来を担う世代が日韓両国の友好親善

に向かって一人一人の想像力・行動力を存分に発揮する、そうした大舞台として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を活用してい

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日韓間の相互理解と友好親善」という単純なテーマについて、今までの30年は厳しく孤独な道でしたが、これから

の30年はお互い古い友人のように楽しく付き合える時代になりそうです。

 当協会創立30周年を改めてお祝いするとともに、今日まで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のため多くのご支援を下さった方々

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今後とも当協会へのさらなるご関心とご声援をお願いしつつ、ごあいさつとさせていただ

きます。

(社)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 創立３０周年記念事業推進委員会 委員長  高松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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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30년 간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손동주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는 1987년 창립된 이래 지난 30년간 한국과 

일본의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을 목표로 인적교류, 문화교류, 교육교류 등의 

다양하고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순수한 한일민간교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스스로 생각해봅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한일 간의 관계는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첨예한 대립을 보였을 때도 있었으며, 반면에 양국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었던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꾸준한 상호교류를 이어오면서 점진적이지만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우리 모두의 힘으로 순수한 민간교류를 꾸준히 실천해 온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되며, 그 중심에는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쓰시마, 사가를 비롯한 일본의 다양한 지역과 교류를 시도하였고, '대학생 방일연수단', 

'부산문화인방일단', '교육관계자 방한교류' 등 폭넓은 세대에 걸쳐 한일교류를 실천했습니다. 또한, 부산 

최초로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강좌' 개설 및 'JLPT일본어능력시험' 주최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통하여 부산지역의 유일한 한일교류단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후 1998년 일본대중문화 개방,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2005년 한일우정의 해 등 한일 

양국의 우호적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하였고, 우리 협회도 세대, 지역, 분야 등을 초월한 폭넓고 다양한 

한일교류를 실천하는 선두주자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묵묵히 실천하였으며, 꾸준한 한일교류활동을 

인정받아 일본외무성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협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교류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30년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민간교류로 밝은 미래를’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민간차원에서 양국 간 

문화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우호친선과 공동번영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역사를 편찬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나침반을 새롭게 놓기 위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걸어왔던 발자국을 돌아보며 흐트러짐이 없었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30년사 편찬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

この30年間、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を惜しまず関心と愛で
見守ってくださったすべての方々に感謝の言葉を贈ります。 

 (社)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 理事長  孫東周

 社団法人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は、1987年の設立以来30年間、韓国と日本の相互理解ならびに友好親善を目的

としています。人的交流、文化交流、教育交流など多様かつ精力的な活動を通じて純粋な民間による韓日交流活

性化に大きく貢献したと自負しております。

 この30年の韓日関係を一言で表現するならば、「多事多難」と言えるでしょう。政治的に鋭く対立した時期も

ありましたが、2002年日韓ワールドカップの前後は両国関係が今までになく友好的だったのも事実です。そう

した紆余曲折の中でも日韓両国はたゆまぬ相互交流を続け、ポジティブかつ未来志向の両国関係が徐々にではあ

りますが大きなウェイトを占めてきています。その最大の原動力は、すべての人が純粋な民間交流を実践し続け

てきた点でしょう。そしてその中心には、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があることを、あえて強調したいと思います。

 当協会は設立当初から対馬、佐賀をはじめ日本のさまざまな地域と交流を試み、大学生訪日研修団、釜山文化

人訪日団、教育関係者訪韓交流など幅広い世代にわたって韓日交流を実践いたしました。また、釜山で初めて日

本人のための「韓国語講座」を開設し、JLPT日本語能力試験主催機関に選ばれるなど、息の長い活動を通じ、

釜山地域唯一の日韓交流団体として確固たる位置を占めてまいりました。

 以後、1998年の日本大衆文化開放、2002年のワールドカップ日韓共同開催、2005年の日韓友情の年など、日

韓両国の友好的雰囲気は最高潮に達しました。当協会も世代、地域、分野などを超え幅広く多様な韓日交流のフ

ロンティアとしてその役割を黙々と実行、地道な日韓交流活動を認められ、日本の外務省から表彰されたことも

あります。

 設立30周年を迎えた当協会は、今から韓日交流の新しい30年史を刻み始めます。「民間交流で明るい未来を」

との信念に基づき、民間レベルで両国間の文化交流活動を積極的に展開、相互理解と協力をベースに友好親善強

化と共同繁栄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これまで歩んできた30年の歴史をまとめることで、今後の私たちの進路が見えてきます。歴史の整理はいわ

ば、羅針盤の設置なのです。来し方を振り返り、方針にブレはなかったかを自ら点検し、進むべき方向への思い

を新たにしたいのです。

 30年史の編纂に対し惜しみない努力を傾けてくださった関係者の皆様に大きな拍手をお送りいたします。そし

て、社団法人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を応援してくださるすべての方に感謝申し上げ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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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手をまだよく知らない、
もっと知りたいという姿勢で、

交流がより一層促進され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このたび，釜山に総領事として着任できたことを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ここ釜山で，

１９８７年以来，日本と韓国の友好親善のために尽くしてこられた社団法人釜山韓日文化交流

協会が本年，創立３０周年を迎えられましたことは誠におめでたいことであり，心よりお祝い

を申し上げます。

 日本と釜山は地理的に近接していることもあり，この３０年のあいだに非常に多くの文化交流

や経済協力が重ねられてまいりました。両国間には難しい懸案や，意識・認識のギャップがあ

り，日韓関係の構図自体に変化が見られますが，相互理解を深めるための交流推進は，重要な

ことであります。「日本など（韓国など）もうよく知っている」という決めつけでなく，自分

は相手をまだよく知らない，もっと知りたいという姿勢が望ましいと考えます。

社団法人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は民間レベルでの日韓文化交流で多大なる貢献をしてこられま

した。３０年にわたる活動に対し，日本の総領事として敬意と感謝を申し上げます。 当館との

関係では，本年度も行われた「日本歌謡大会」や「高校生日本語スピーチ大会」等の日本関連

事業や文化事業の共同開催を通じた日韓両国の友好親善関係の発展と更なる交流拡大のために

尽力されています。 私どもは今後も，社団法人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と手を携え，日韓両国間

の交流拡大と信頼関係の構築に努力する考えですので，今後とも引き続きご支援，ご協力のほ

ど，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重ねて社団法人韓日文化交流協会創立３０周年をお祝い申

し上げ，合わせて益々のご発展とご活躍を祈念いたします。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在釜山日本国総領事  道上尚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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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상대를 잘 모른다는 마음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를 기대합니다.

 축사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총영사  미치가미 히사시

 이번에 주부산일본국총영사로 부임한 미치가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국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 부산에서 1987년 이래 일본과 한국의 

우호친선을 위해 힘써 오신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올해로 창립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과 부산은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여 지난 30년에도 상당히 많은 문화와 경제의 

교류를 거듭해 왔습니다. 양국 간에는 어려운 현안 및 의식과 인식의 차가 있고 일한관계의 

구도자체에 변화가 보입니다만,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한 교류추진은 중요한 일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혹은 한국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단정짓지 말고, ‘아직 상대방을 잘 

모른다, 더욱 알고 싶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는 민간차원의 한일문화교류에 있어 큰 공헌을 해 

오셨습니다. 30년에 걸친 활동에 대해 일본국 총영사로서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총영사관과의 관계에서는 금년에도 실시된 ‘일본가요대회’와 ‘고교생일본말하기대회’ 

등 일본관련사업과 문화사업의 공동주최를 통해 일한 양국의 우호친선 관계 발전과 

교류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희 총영사관은 앞으로도 귀 협회와 손을 잡고 일한 양국 간 교류확대와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 

협회의 창립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무궁한 발전과 활약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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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박재민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먼저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의 창립 30주년과 더불어 ‘30년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는 1987년 창립 이래, 한일 양국의 이해증진 도모에 

선도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부산거주 일본인에게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의 빠른 융화를 돕는데 힘쓰고 있으며 그 공도 매우 

큽니다. 

 현재 부산은 1,450여 명의 일본인을 포함해 58,0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입니다. 2002년의 한일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이후 높아진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더욱 확고히 하고, 부산 중심의 국제교류와 재부산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06년 부산국제교류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재단은 내외국인의 

교류 활성화에 힘쓰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소재한 부산자매도시와의 민간교류 확대 

및 균형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시민이 사회 여러 

분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을 실시, 우수한 민간단체와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재단의 손길이 미치는 못하는 

영역에서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제교류의 저변이 확대, 성숙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의 파트너로서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는 2007년 이후부터 

<한일어린이심포지엄>, <아시아컬리지 in BUSAN>, <재일동포자녀 방한캠프> 등 

다양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재단과 함께 하며, 한일 양국 우호 및 시민의 

타국문화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과 함께 부산시의 

국제화를 위한 민관협력우수모델로서, 그리고 민간교류의 근간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부산한일문화협회가 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이루어온 한일민간교류성과와 지역사회에 발전적 영향을 미친 것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더욱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속에서 시민 간의 이해가 증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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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国際交流財団 理事長  朴宰民

 축사

 まず始めに、社団法人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が創立30周年の節目を迎えられましたことを心よりお祝

い申し上げます。貴協会は1987年創立以来、釜山在住の日本人に対する韓国語教育と韓国文化への理

解のための教育事業を進めるなど地域社会との融和に尽力されており、日韓両国の友好親善関係の増

進に多大な貢献をしてこられました。 

 釜山は現在、1,450人余りの日本人と58,000人余りの外国人が在住する、名実ともに韓国を代表する

国際都市であります。2002年のワールドカップ日韓共催と釜山アジア競技大会を契機に高まった釜山

の都市ブランドをさらにアップさせ、釜山主導の国際交流と在住外国人に対する体系的な支援をおこ

なうため2006年に釜山国際交流財団が設立されました。当財団は国際交流の活性化に取り組み、世界

の都市との民間交流の拡大や均衡ある発展を目指して様々な国際協力事業を展開してまいりました。

また、釜山市民が多様な分野で積極的に参加でてきる民間レベルでの国際交流事業を推進し、優秀な

民間団体と事業を選定して全力で支援しております。そして当財団の手が届かない領域では、民間レ

ベルでの自発的交流の活性化を通じて国際交流の裾野が広がり、発展していくことをおり願っており

ます。

 貴協会は、民間での国際交流事業のパートナーとして当財団とともに手を携え、2007年から

<日韓子供シンポジウム>、<アジアカレッジ in BUSAN>、<在日同胞子女の訪韓キャンプ>など様々なプ

ログラムをこなし、日韓両国の友好及び市民の異文化理解の増進に多大な貢献をしてこられましす。

今後も、釜山のグローバル化に向けた官民協力の優秀モデルとして、そして民間交流の中堅的な役割

を担ってくださ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最後に、これまでのご活躍と地域社会のご発展のため努力を惜しまなかった貴協会の皆様に改めて敬

意を表しますとともに、今後とも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構築し両市民の相互理解が一層深まりますこ

とを心よりお祈り申し上げます。

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の
ご健勝をお祈り申し上げ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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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当基金は、貴協会創立から10年あまりが過ぎた1998年に、貴協会の活動の意義を称えるとともに、

さらなる発展を祈念し、国際交流奨励賞を授与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それから20年。貴協会が、た

ゆまぬ歩みを続けられ、さらに活動の輪を広げ、このたび創立30周年を迎えられたことを、私どもと

してもたいへん嬉しく存じます。 釜山を中心とする韓国の嶺南地域は、日本と地理的に近く、日本

文化に関心を持ったり、日本語を学習したりしている方が多くいらっしゃいます。貴協会は、こうし

た地域の特徴を活かし、日本と韓国の人々の心と心の距離をより近いものにするため、両国の間の文

化交流事業や学術交流事業、双方の言語を学びあう語学講座など各種事業を積極的に展開してこられ

ました。貴協会のこれまで30年にわたる継続的な活動は両国の民間交流の促進に大きく貢献されてい

ます。 当基金は、日本の友人を増やし、世界との絆をはぐくむことをミッションとして、韓国におい

て、文化芸術交流、日本語教育、日本研究・知的交流など様々な事業を行っておりますが、貴協会の

活動は私どもにとっても大きな力となっています。貴協会のご協力を得て実施している李秀賢氏記念

韓国高校生訪日研修事業は、今年で16年目を迎えています。また、貴協会には釜山での日本語教育専

門家の受け入れや日本語能力試験の実施など様々な面でご支援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国際交流基金

として、貴協会のこれまでのご支援、ご協力に改めて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最後になりますが、孫

東周理事長をはじめとする貴協会のみなさまのご健勝と貴協会の益々のご発展を祈念し、私のお祝い

の言葉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の創立30周年を
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

独立行政法人 国際交流基金 理事長  安藤裕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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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 이사장  안도 히로야스 

 축사

 저희 국제교류기금은 귀 협회의 창립으로부터 10년 남짓 지난 1998년에, 귀 협회의 의미 

있는 활동에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더 큰 발전을 기원하며 귀 협회에 국제교류장려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귀 협회는 지속적인 행보를 이어가 그 

활동 범위를 한층 넓혀가며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저희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영남지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일본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일본어를 학습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귀 협회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양국 

사람들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한일간 문화교류사업과 학술교류사업, 서로의 언어를 

함께 익히는 어학강좌 등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오셨습니다. 귀 협회가 30년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활동은 양국의 민간 교류 촉진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저희 국제교류기금은 일본의 벗을 늘려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 

한국에서 문화예술교류, 일본어교육, 일본연구·지적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귀 협회의 활동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귀 협회의 협력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수현씨 기념 한국청소년 방일연수사업”은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합니다. 

또한 귀 협회로부터 일본어교육 전문가의 부산지역 유치와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은 지금까지 귀 협회로부터 받은 지원과 

협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손동주 이사장님을 비롯한 귀 협회 여러분의 건승과 귀 협회의 익일 번창을 

기원하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16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부산한일문화협회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서른 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창립 초기에 학생교류 사업에 참가했던 소년들은 이미 중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협회 창립 초기에 고송구 회장을 격려하려 저도 부산에 다녀왔었습니다만 지금은 저도 80 

노인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꾸준히 협회를 키워 오신 손동주 이사장, 김영건 회장을 

비롯한 협회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두 

나라 국민들은 숙명적으로 서로 돕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불행했던 과거사로 한국과 

일본 국민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그래서 아직도 두 국민간에는 

건너기 어려운 감정의 골짜기가 깊게 파여 있습니다마는 과거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뜻 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양국 국민간의 상호 불신은 많이 극복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간의 우의는 정치나 외교로 다져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민간 

접촉에서 다져집니다. 그런 뜻에서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에서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는 

‘풀뿌리교류’는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협회가 

쌓아온 인적교류, 문화교류, 교육교류 사업과 각종 후원 사업을 더 한층 활발하게 전개하여 

한일 양국 국민의 마음을 잇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합니다.

서른 해를 다져온 ‘마음의 다리’

협회 임직원의 공을 치하합니다.

(사)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장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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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社)韓日文化交流基金 理事長  李相禹

 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創立30周年を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30年という歳月は決して短い時間で

はありません。創立当初、学生交流事業のプログラムに参加していた若き少年はもはや中年を過ぎて

おり、私も80歳の老人になりました。30年にわたり、貴協会の発展のために全力を尽して下さった孫

東周理事長、金榮建会長をはじめとする貴協会の役職員の皆様に深く敬意を表する。

 日本と韓国は歴史の面だけでなく、地理的にも、文化的にも関係の深い隣国であり、互いに助け合っ

て生きるのが我々に与えられた宿命だと思います。両国の国民は不幸な過去の歴史で互いに傷つけ合

い、国民感情の対立や葛藤が表面化しています。しかし、過去より未来を考える有志の方々のご尽力

により両国の国民間の相互不信の壁を乗り越えています。

 両国民間の友情は、政治や外交で深まるものではなく、心と心をつなぐ民間レベルでの交流によって

深まります。貴協会が着実に展開してこられた「草の根の交流」は、日韓の関係改善に欠かせないも

のであります。貴協会が進めている人的交流、文化交流、敎育交流と各種の後援事業をより一層活発

に行われ、日韓両国民の心と心をつなぐ架け橋の役割を果たしてくださることを期待します。

  重ねて、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の役職員の皆様方のご尽力に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

30年にわたり築き上げてきた「心の橋」、
協会の役職員の皆様方のご尽力の賜物でござ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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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団法人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創立30周年を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

1987年の創立以来、古来から日韓両国の交流の窓口であった釜山の地で、貴協会が実施されてきた

数々の交流事業の実績に敬意を表します。

 私ども日韓文化交流基金におきましても、釜山の文化人の方々を対象とした招聘訪日事業、フェロ

ーシップ事業、日本語の普及を始め日本文化の紹介等、様々な面で貴協会にお世話になり、また互

いに協力してまいりました。2003年には、このような業績をたたえて、当時の高松久（コ・ソン

グ）理事長に「第4回日韓文化交流基金賞」をお贈りしました。

 日韓両国国民の相互理解の第一歩となるのは、まず相手に関心を持つこと、そして直接出会い、触

れ合うことであります。出会いをきっかけに相手への理解を深め、さらに学んでいく、ことになり

ます。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においては、これらのすべてに必要な交流プログラムを準備、実施さ

れており、日韓の友好の架け橋としての役割を果たされてこられました。この間の多大なご尽力に

あらためて御礼申し上げる次第です。

日韓両国は、一昨年（2015年）に国交正常化50周年を迎えました。今後の新たな

50年に向け、私ども日韓文化交流基金は、貴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のパートナーとして、共に新し

い時代の日韓交流をリードしてまいり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一層のご協力ご支援をお願いいた

します。

 最後に、貴協会のますますのご発展と、役職員の皆様のご健勝をお祈りし、祝辞といたします。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公益財団法人 日韓文化交流基金 理事長  小野正昭

日韓交流の新たな時代に
向かって共に歩みま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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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창립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예로부터 일한양국 교류의 관문이었던 부산지역에서, 1987년 창립 이래 귀 협회가 실시해 

온 수많은 교류사업 실적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일한문화교류기금은 부산의 문화인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방일사업, 펠로우쉽 

사업, 일본어 보급과 일본문화 소개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귀 협회의 도움을 받고, 또한 

서로 협력해 왔습니다. 2003년에는 이러한 업적을 기려 고송구 당시 이사장님께 제4회 

일한문화교류기금상을 증정하였습니다. 

 일한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의 첫걸음은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입니다. 만남을 계기로 상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더욱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요.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는 이 모든 것에 필요한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 실시하여 일한우호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 동안의 많은 노력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한양국은 지난 2015년에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50년을 향해 저희 일한문화교류기금은 귀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의 파트너로서 함께 

새 시대의 일한교류를 이끌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층 더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 이사장  오노 마사아키

함께 새로운 시대의 

한일교류를 이끌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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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복로타리클럽 회장  조영우

협회의 30년 한일교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며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의 창립 30주년을 

부산광복로타리클럽 전 회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년을 곁에서 함께 해온 벗으로써 

본 클럽은 협회가 이룩해온 한일문화교류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기반 한일문화교류 민간단체로 출범하여, 

한일 국민의 인적교류와 문화 및 교육 차원의 

민간협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영남의 

일본어능력시험을 주최하며 귀 협회가 쌓은 

일본어 교육신장 업적은 그 의의가 지대합니다. 

이에 1998년에 수상한 일본국제교류기금의 

국제교류장려상은 귀 협회가 펼친 교류활동의 

훌륭함과 충실함에 대해 국제사회가 표현한 

고마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귀 협회는 한일의 우호친선과 

문화교류의 새 길을 열어갈 것을 우리 클럽은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귀 협회의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본 클럽과의 유대 또한 앞으로 

더욱 돈독해지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社)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が創立30周年を迎えられたこ

とを、釜山光復ロータリークラブの全会員を代表いたし

まして心よりお喜び申し上げます。30年の歳月を共に歩

んできた友として当クラブは貴協会が成し遂げた日韓文

化交流の歴史を誇りに思います。

 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は、韓国で初めて地域基盤の日韓

文化交流の民間団体として発足し、日韓両国民における

人的交流と文化ならびに教育分野の民間協力に多大な業

績を上げています。また、嶺南地域での日本語能力試験

の主催など、日本語教育の裾野を広げていることは高く

評価されて当然のことと思います。1998年にはこのよ

うな功績が認められ、日本国際交流基金より国際交流奨

励賞を受賞するまでに至りました。これは貴協会の献身

的な交流活動に対する国際社会が贈る感謝のメッセージ

であります。

 今後も貴協会は、日韓両国の友好親善と文化交流におけ

る新たな地平を切開いていくことと確信しています。改

めて貴協会の創立30周年をお祝い申し上げるとともに、

当クラブとの絆がさらに深まることを期待し、そして貴

協会のさらなるご発展とご活躍をお祈り申しあげます。

釜山光復ロータリークラブ 会長  曺榮佑

日韓交流、30年の歴史に誇りを持つ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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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시마로타리클럽 회장   구와하라 가츠요시

 この度、㈳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が、創立30周年の節

目を迎えられましたことを心からお祝い申し上げます。

 また、貴協会が1987年11月12日に設立されて以来、韓

日両国のお互いの理解と交流の為に努められる中で、広

範な交流事業に積極的に取り組まれ、両国の発展と友好

促進に御尽力戴いておりますことに、敬意と感謝の意を

表します。

 加えて、私共高島ロータリークラブとは1990年以来友

好交流事業を重ね、２回に亘り日本外務省より国際交流

奨励賞を受賞するまでに至りましたこと、更には孫東周

理事長のご厚誼の  もと、今般記念すべき『社団法人釜

山韓日文化交流協会30周年史』御発刊に際しての寄稿依

頼賜りましたこと大変光栄に感じております。有難うご

ざいました。

 結びに、㈳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が創立三〇周年を契機

に、これまでの歴史と実績を礎に更なる発展を遂げられ

ますことを心から願い、お祈り申し上げます。

양국의 우호증진에 최선을 다한 협회에 경의를 표하며

高島ロータリークラブ 会長  桑原勝良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창립30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 말씀 드립니다.

 또한 귀 협회가 1987년 11월 12일에 설립된 이래 

한일 양국간의 상호이해와 교류를 위해 힘써오신 

가운데, 광범위한 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몰두하며 

양국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전력을 다해주심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다카시마로타리클럽이 1990년 이래, 

우호교류사업을 거듭해오며 일본외무성으로부터 

2회에 걸쳐 국제교류장려상을 수상한 것과 함께, 

손동주 이사장님의 후의에 힘입어 금번 기념적인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30주년사 발간에 

있어 기고를 의뢰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창립 

30주년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역사와 실적을 

초석으로 삼아 한층 더 발전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日韓両国の友好増進に最善を尽くしてくださった

協会に敬意を表する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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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민간교류의 중심으로 오래 활동하길

日韓民間交流の中心として末永くご活躍されますよう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축사

(사)부산한일친선협회 회장  이근후 

 먼저 민간교류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부산에 한일 

교류 민간단체의 효시로서 순수한 민간교류를 통한 

한일간 우호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귀 

단체의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30년 전 민간차원의 한일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나 우호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귀 단체가 그동안의 한일간 교류를 통하여 보다 

친밀해지고 양국간의 관계가 성숙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설립 이후 인적, 문화, 학술, 교육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준 

덕택으로 저희 부산한일친선협회에서도 일본의 

자매도시간 여러 교류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3번째 맞이한 한일청소년 바둑교류도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민간교류로서의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여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구축과 한일간 

민간교류의 중심적 존재로 자리매김하여 순수 

민간외교로서 양국간 문화교류 활동을 더욱더 

활발히 전개하여 양국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民間交流の不毛の地ともいえる釜山に初めて日韓交流の

民間団体が誕生し、純粋な民間交流を通じた日韓友好の

増進に全力を尽くしてこられた貴団体が本年、創立３０

周年を迎えられたことを心よりお祝いを申し上げます。

 30年前、民間レベルでの人的･文化的交流を通じて日韓

の相互理解ならびに友好協力の増進を目的に設立された

貴協会は、日韓両国の交流事業に基づき友好親善の促進

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こられました。

 設立以来貴協会は、人的交流･文化交流･教育交流におけ

る日韓交流の土台を築き、そのおかげで我が釜山韓日親

善協会も日本の釜山市姉妹都市提携先と様々な交流事業

を行うことができました。今年で13回目を迎えた当協会

の「日韓青少年囲碁交流」も、ひとえに貴協会のご支援･

ご協力の下で両国の文化理解に大きく貢献していると自

負しております。

 今後も、より確固たる日韓関係を構築し日韓間の民間交

流の中心的存在として位置づけらますことを願ってやみ

ません。そして、純粋な民間外交として両国間の文化交

流活動の輪をさらに広げ、日韓の相互理解と友好増進に

向けて努力し続けられますようお祈りするとともに、貴

協会の益々のご発展をお祈り申し上げます。

(社)釜山韓日親善協会 会長  李根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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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미래지향적 한인교류의 리더

真の未来志向の日韓交流を率いるリーダー

 축사

釜山日本人会 会長  実山秀明  

 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 創立 30周年おめでとうございま

す。

 貴協会は長年にわたり韓日両国の民間交流を通じて、相

互理解と両国の未来志向の関係構築に向けて積極的に取

り組んでおられます。皆様の熱意とたゆまぬ活動に、心

から敬意を表します。

 私も、釜山日本人会の会長として貴会の様々な行事に参

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行事には若い世代が参加する機会が多く、感動をする場

面が多々ございました。

 例えば、「美しき青年 李秀賢 モイム」（アイモ）の活

動は、義人「李秀賢」氏の犠牲的精神をたたえるため

2010年から毎年開催されています。　昨年は、30名以

上の韓日の学生たちが、「韓日交流の為に両国の青年の

役目は何か」という、とても大切なテーマについて真剣

に議論していました。　これこそ未来志向的韓日交流の

在り方の一つです。

 釜山日本人会としても貴会との交流をより活発にしてま

いりたいと存じます。

 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の今後のご発展を祈念いたしまし

て、創立30周年のお祝いの言葉といたします。

부산일본인회 회장  지츠야마 히데아키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의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귀 협회는 긴 시간동안 한일 양국의 민간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열의와 

꾸준한 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부산일본인회의 회장으로서 귀 협회의 

다양한 행사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에는 젊은 세대가 참가할 기회가 많고 

감동적인 장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모임(아이모)’ 

활동은 의인 이수현씨의 희생적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명 이상의 한일 대학생들이 

‘한일교류를 위한 양국 청년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매우 귀중한 테마로 진지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지향적 

한일교류의 이상적인 자세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부산일본인회로서도 귀 협회와의 교류를 보다 

활발히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 산 한 일 문 화 교 류 협 회 가  앞 으 로  더 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하며 창립30주년의 축하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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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前총장  강남주

 우리가 자주 갈수 없는 아키타(秋田)에 간 일이 

있다. 20년도 더 된 1996년의 일이다. 물 좋아 

미인이 많고 술 맛까지 좋다는 이곳에 까지 가게 된 

것은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의 교류사업에 의해서 

였다.

 일행은 음악가, 미술가, 서도가, 다도인, 체육인 

등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인들이었다. 공식일정에 

따라 우리는 일본문화의 정수를 만났고 특히 

‘와라비좌’의 연극감상은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일본은 그때 이미 도농간에 문화의 격차가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 

한국과 일본사이에 문화의 가교를 놓아 준 협회의 

발전을 다시 한번 빌어 마지 않는다.  

시공(時空)에 다리를 놓다.

 普通なら行かない秋田県に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20

年以上も前の1996年のこと。水がきれいな事から美人が

多くお酒もおいしい秋田に行ったのは、釜山韓日文化交

流協会の交流事業のためでした。

 訪問団のメンバーは音楽家、美術家、書道家、茶人、体

育人など釜山を代表する方々。公式日程に従って、我々

は日本の文化に触れ合うことができ、劇団「わらび座」

の公演で都市と農村の文化格差が解消されたことに深く

感銘を受けました。都市と農村、韓国と日本の間に文化

の架橋となってくださった貴協会に心より感謝申し上

げ、貴協会のますますのご発展を願って止まみせん。

釜慶大学校 前総長  姜南周

日韓文化の「架け橋」を築く。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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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창립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創立 30 周年記念、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역대총영사  축하메세지
               在釜山日本国総領事館 歴代総領事 祝賀メッセージ

              전임 총영사  요덴 유키오(余田幸夫)

[2011.05.~2013.04.]

 私の第二の故郷・釜山、特に貴協会の皆様方には本当に

お世話になりました。経験豊富で人生の大ベテランであ

る役員の方々、孫理事長、金会長、鄭・金両副会長、そ

して河事務処長をはじめ元気いっぱい、アイデア一杯の

スタッフの皆様、お一人お一人の温かい笑顔が今も鮮明

に浮かんで参ります。

 貴協会は、創立後 30 年間の激動する内外の環境変化の

中で、韓流・日流の反面、多くの困難にも直面してこら

れました。そんな中にあっても決して動揺することなく

強い信念と団結、熱い心と智慧で勇敢にチャレンジしな

がら自らの道を着実に前進し、実績を積み上げて来られ

ました。その時々に応じた多様で中身の濃い活動を継続

し、両国民の心の交流の輪を広げ強い絆を築いてこられ

た最も敬意を払うべき団体、それこそが釜山韓日文化交

流協会！　これが長年、韓国に身を置いてきた者として

の実感です。

 30 周年を契機に益々の御発展と御活躍、そして皆様の

御健康を心から祈念しております。

 나의 제2의 고향인 부산, 특히 귀협회의 모든 

분들에게 대단히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인생의 큰 베테랑이신 임원 여러분들, 

손동주 이사장님, 김영건 회장님, 정기영・김현숙 

부회장님 그리고 하숙경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열정과 

아이디어가 가득한 직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웃음이 지금도 선명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귀협회는 창립 후, 30년간 안팎으로 격동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한류•일류가 있었던 반면에, 

많은 곤란에도 직면해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코 동요하지 않고 강한 신념과 단결,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 용감히 도전해 오면서, 스스로의 

길을 착실히 전진하고 실적을 쌓아 올리며 

왔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활동을 지속하며, 한일 양국 국민 간 

진정한 교류의 폭을 넓히고, 돈독한 유대관계를 

쌓아 온 단체로 최고의 경의를 표해야 할 단체.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이것이 오랜 기간 한국에 적을 두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느낀 생각입니다.

30주년을 계기로 더욱 더 많은 발전과 활약,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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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30년을 기대하며 新たな３０年に期待する

              전임 총영사  마츠이 사다오(松井貞夫)
[2013.04.~2016.06.]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역대총영사  축하메세지
               在釜山日本国総領事館 歴代総領事 祝賀メッセー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３０周年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３０年のうち僅か3年

でしたが、共に仕事ができたことを嬉しく思います。共

催事業などに私も参加し、また、役員の方々、事務局や

会員の方々と親しく過ご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協会では数多くのプログラムを実施されていますが、特

に記憶に残っているのは、高校生日本語スピーチ大会で

す。若い人たちの日本語能力の高さと、積極的で自然な

姿に感銘を受けたものです。

 釜山勤務を終え帰国してから、早や１年半が過ぎまし

た。釜山はいつも懐かしく思い起しています。先日、妻

と二人で箱根の芦之湯に旅行したのですが、旅館の広間

に釜山から来られた方の書が掛けてありました。思わぬ

ところで釜山とめぐり合ったようで、嬉しくなりました。

 協会は３０年にわたる活動を通じ、大きな成果を上げ

て来られました。ただ、これで終わるわけではありませ

ん。さらに、新たな３０年に期待する次第です。

 귀 협회의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 30년의 

세월 가운데 제가 동참한 시간은 3년에 불과하지만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협회와 영사관의 

공동주최 사업에 저도 참가하며 임원분들 

및 사무국 회원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협회는 많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젊은이들의 수준 높은 

일본어실력과 적극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산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제게 부산은 언제나 그리운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얼마 전 아내와 둘이서 하코네 

아시노유 온천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관 

연회장에 부산에서 오신 분의 글씨가 걸려 

있었습니다. 생각치도 못하게 부산과 우연히 만난 

것 같아서, 정말로 기뻤습니다.

 협회는 30년에 걸친 활동을 통해서, 큰 성과를 

올리며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은 아닙니다. 

한층 더 새로운 30년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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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창립30주년 

축하드립니다.

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創立３０周年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전임 총영사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2016.06.~2017.07.]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역대총영사  축하메세지
               在釜山日本国総領事館 歴代総領事 祝賀メッセージ

 불과 1년 1개월의 짧은 부산근무였습니다만, 

금년 7월까지 귀 협회와 함께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일관계는 최근 

몇 년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이에 한일 

간 문화교류를 위해 힘쓰는 관계자들의 고생도 

이만저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귀 

협회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부산을 대표하는 

한일우호협력 추진단체로서 훌륭한 활약을 

해왔으며, 이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사다난한 한일관계지만, 많은 부산시민들께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과 우호교류촉진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귀 협회의 더욱 더 많은 

활약과 발전을 간절히 바랍니다. 교류로 쌓아온 

한일관계의 토대가 튼튼히 버티고 있는 한,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걱정은 크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僅か１年１か月の短い釜山勤務でしたが，本年７月ま

で貴協会と一緒に楽しく仕事をさせて頂いたことに感謝

しております。

 日韓関係は，ここ数年大変難しい状況に追い込まれるこ

とも多く，日韓の文化交流に携わっておられる方々のご

苦労も並大抵ではなかったかと存じますが，貴協会は逆

境にもひるむことなく，釜山を代表する日韓友好協力を

推進する団体として立派に活躍してこられたことに，心

から敬意を表します。

 いろんなことがありましたが，釜山市民の多くの方は最

も近い隣国である日本との友好交流促進を望んでおられ

ると信じて疑いません。そのためにも，貴協会の今後の

益々のご活躍と発展を希求しております。

 交流で築いた日韓関係の土台がしっかりしている限り，

上空で少々の嵐が吹き荒れようとも心配ないと確信して

います。

 



          

28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30년의 동행에 감사드리며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제2대 이사장  오강웅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어느덧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설립 초기 이웃나라라는 숙명적 관계에서 

민간에서의 보다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가깝게 다가가며 더욱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순수한 모임이 출발점이었다. 작고하신 고 최성천 박사, 고 손해식 회장, 고송구 고문, 권해호 고문 

등이 협회설립 발기인으로 참석하였으며, 1987년 11월 12일 서라벌호텔에서 한일교류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첫 걸음으로 지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30년을 걸어오면서 한일관계의 정치적,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험로도 있었지만 1998년 일본대중문화 

개방을 시작으로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등 문화적인 분야에서의 고조된 친밀감은 민간교류의 큰 

보람이었다. 우리협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는 동반해 주신 모든분 들의 도움이 컸다. 설립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던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의 스기야마 타케시 영사를 비롯하여, 마치다 미츠구 전 

총영사님, 호리 타이죠, 아베 타카야, 다미츠지 슈우이츠, 요덴 유키오, 마츠이 사다오, 모리모토 요시히로 

전 총영사님과 현재 미치가미 히사시 총영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은 큰 힘이 되었다.    

 아울러 가츠라다 다케미 전 고문님을 비롯하여 시가현 다카시마 로타리 클럽의 재정적 지원과 참가는 

우리협회 발전의 크나큰 원동력이 되었고. 국제교류기금, 일한문화교류기금, 교토시 국제교류협회, 

교토아시아태평양우호협회, 아키타현 와라비좌 예술촌, 쓰시마 교린협회, 후쿠오카 국제교류협회, 

사가현의 지구시민의 회, 히젠마치 국제교류협회, 야마구치 IYEO, 구마모토 한일친선협회 등 많은 

단체들이 30년의 여정에 적극 동행해 주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일이었기에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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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 第2代 理事長   吳康雄

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が早くも創立30周年を迎えた。設立当初、隣国同士であるという宿命的関係から、民間での

より様々な交流を通じて近寄り、お互いを理解し、もっと親しくなるきっかけを作ってみようという純粋な集まりが

出発点であった。故崔性玔 博士、故孫海植 会長、高松久 顧問、權海浩 顧問等、協会設立の発起人として参席され、

1987年11月12日ソラボルホテルで日韓交流関係者たちが参加したなか、創立総会を第一歩として至難の旅程が始ま

った。

30年の時を歩みながら、日韓関係の政治的・歴史的渦巻きから険路もあったが、1998年、日本大衆文化開放を始ま

りとして、2002年日韓ワールドカップ共同開催等、文化的な分野でも高まる親密感は、民間交流の大きなやりがいで

あった。私たち協会が今日に至るまで、同行してくださった全ての方々の助けは誠に大きいものであった。設立当時

から多くの関心を寄せてくださった、釜山日本国総領事館の杉山 長 領事をはじめ、町田貢前総領事、堀泰三、阿部孝

哉、民辻秀逸、余田幸夫、松井貞夫、森本康敬前総領事と現在の道上尚史総領事の積極的な関心とサポートは大きな

助けとなった。

合わせて、桂田 武巳前顧問をはじめ、滋賀県の高島ロータリークラブの財政的ご支援とご参加は、私たち協会発展の

多大な原動力となり、国際交流基金、日韓文化交流基金、京都市国際交流協会、京都アジア太平洋友好協会、秋田県

わらび座芸術村、対馬交隣協会、福岡国際交流協会、佐賀県地球市民の会、肥前町国際交流協会、山口日本青年国際

交流機構(IYEO)、熊本韓日親善協会等、多くの団体が30年の旅程に積極的に同行してくだった。皆様のお力添えがな

ければ、ここまで前進することなどできなかったため、全ての方々にこの場をお借りして心より感謝申し上げる次第

である。

이사장들이 되돌아본  협회

30年の同行に感謝の意を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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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교류로 밝은 미래를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제3대 이사장  윤명길

 이웃으로 살아가는 숙명적인 한일관계는 내일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흔히 날씨에 비유해서 맑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흐린 날씨가 지속되다가도 맑은 날씨로 바뀐다고 표현한다. 최근의 양국관계도 

맑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분야에서의 교류는 차분하면서도 활발하게 지속되고, 

특히 관광분야에서의 교류성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양국간의 있어 문화교류의 성과도 컸었지만, 21세기 새로운 한일관계의 

우호적인 기반조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우선, 서로를 이해하고 깊이 있게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일양국은 오랜 역사관계 속에서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이로 인한 사람들의 사고와 문화 그리고 인식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다름의 차이를 부정하고 상대방을 잘 안다는 

오류와 차이를 인정하지 못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경향이 공존하고 있다. 이런 오류와 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가 관건인 듯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상대방 문화와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하는 자세가 상호간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동안 교류확대를 

위한 양적교류에 치중해 온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수준 높은 교류를 추구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일관계에서는 상호간에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시 이해하려는 자세가 더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질적인 문화교류 

활동이 한일양국간 차이의 간극을 줄이고 상호간에 문화의 이해를 깊게 하는 차원에서 향후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닌가 한다. 21세기에는 시민들의 힘이 커지는 사회이다. 

우리 협회뿐만 아니라 한일양국의 다양한 문화교류 단체가 21세기 한일관계의 튼튼한 기초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지금까지의 교류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류활동과 방향을 설정하여 민간교류가 활발해지고 

양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공헌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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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 第3代 理事長  尹明吉

お隣の国として共に生き続ける両国の日韓関係は、明日のことを予想するのは簡単なことではない。俗に天気に比喩

して、晴れでも突然にわか雨が降り、曇り空が続いても晴れへと変わると表現される。最近の両国の関係も晴れの状

態が続いていないように見えるが、民間分野での交流は、じっくりではあるが活発に持続し、特に観光分野での交流

成果は肯定的な方向へと進んでいるとみられる。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が創立30周年を迎え、その間両国間において

の文化交流の成果も大きいが、21世紀の新しい日韓関係の友好的な基盤助成のためにどのような役割が必要なのか、

真剣に考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時のようだ。

まず、お互いを理解し、深く学ぼうとする姿勢が必要である。日韓両国は長い歴史関係の中で、似たようでありなが

らも違う道を歩んできた。これにより、人々の思考と文化、そして、認識の違いは大きいだろう。それにも関わら

ず、地理的に近いという理由で、この違いを否定し、相手をよく知っているという誤解と、違いを認めることができ

ず無関心で一貫してきた傾向が共存している。このような誤解と無関心をどうやって克服していくのかが鍵になると

言える。再び最初に戻り、相手の文化との違いがどこから生まれたのかについて真剣に考え、省察する姿勢が相互間

に必要なのではないだろうか。これまで交流拡大のための量的交流に重きを置いてきた部分があるとすると、これか

らは、今までより水準の高い交流を追及する時だと思われる。

文化の違いを克服することは簡単ではない。しかし、これからも日韓関係においては、お互いが文化の違いを認めて

尊重し、もう一度理解しようとする姿勢がより必要である。このような質的な文化交流の活動が日韓両国間の違いの

溝を減らし、相互間の文化理解を深めることが、今後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が追及するべき価値ではないだろうか。

21世紀は市民たちの力が大きな社会である。私たち、協会だけではなく、日韓両国の様々な文化交流団体が、21世

紀、日韓関係の丈夫な基礎を作るという使命感により、今までの交流様式から抜け出し、新たな交流活動と方向を設

定し、民間交流が活発になることで、両国の明るい未来を創っていくのに貢献されることを期待する。

民間交流で明るい未来を

이사장들이 되돌아본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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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최성천 초대회장의 뜻을 

되새겨 본다.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제4대 이사장  박명흠   

 우리 협회는 1987년 부산광복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탄생하였다. 당시 광복클럽 직전 

회장이셨던 벽암(碧岩) 최성천(崔性玔) 박사님이 한일 간 순수 민간교류에 대한 강렬한 뜻과 열정이 있어 

우리 협회를 낳게 하였던 것이다.

 창립초기 한일 간 문화교류는 그다지 쉬운 여건과 환경은 아니었다. 양국에서는 흔히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이 세간에 한 창 떠도는 시기였다. 벽암선생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일본도쿄경찰병원에서 

수련한 후 바로 도쿄경찰병원에서 근무하며 한일 간의 이해와 친선교류가 절실함을 느끼셨다 하였다.

초대 회장 취임 후 첫 일성으로 양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가까운 나라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간차원의 이웃 친구가 되자.”는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벽암선생은 회장 취임 후 1994년 서거하실 때까지 펼친 교류사업은 부산은 물론 전국에서도 참여가 높아 

좋은 호응과 평가를 받은 사업들도 많았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양국 청년들의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할 것을 강조하면서, 협회 내에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갈매기청년회를 결성하신 것은 

협회의 대표적인 미래비전사업이 되고 있다. 협회의 교류사업 가운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벽암선생의 깊은 뜻과 높은 혜안의 결실이라 할 것이다. 교류사업에 참가와 

체험을 한 우리 지역의 청년들 가운데, 인생의 목표나 방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한일 간 문화교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을 정도로 참신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류프로그램을 직접 챙기신 분이었다. 

 30년이 지난 현재, 벽암선생의 한 말씀이 아직도 귓전에 생생하다. “양국은 이웃 나라로 좋은 관계일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웃이 싫다하여 이사를 갈 수도 없다. 민간차원에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순수 민간교류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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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 第4代 理事長  朴明欽

 当協会は、1987年に釜山光復ロータリークラブの会員たちが主軸となって誕生。光復クラブの直前会長だった碧岩、

崔性玔博士の純粋な民間レベルでの日韓交流に対する強い意志と情熱の産物である。

 創立初期は「近くて遠い国」と言われていた時代であり、両国の文化交流が盛んに行われる環境ではなかった。碧岩

先生は、医科大学を卒業し日本の東京警察病院で研修を終えて同病院で勤務していた時に、日韓両国の理解と親善交

流の大切さに改めて気づいたという。

 碧岩先生が初代会長に就任。両国は「近くて遠い国から近い国へ」、「政治・経済的利害関係を超えて民間レベルで

の隣人になってほしい」との言葉から碧岩先生の就任の辞はスタートした。 

 碧岩先生が会長に就任して1994年この世を去られるまで行ってこられた交流事業には、釜山を始め全国から多数が参

加しており、よい評価を受けた事業も数多くある。特に、日本と韓国の未来を担う両国の若者が積極的に交流活動を

行うことを強調し、協会内に大学生を中心に結成されましたカモメ(カルメギ)青年会は、協会の代表的な未来ビジョン

の事業となっている。協会の交流事業のうち、若者を対象とした事業が活発に展開されているのは、碧岩先生の強い

意志と優れた洞察力の結実と言える。交流事業に参加し体験した釜山の若者のうち、人生の目標や方向に決定的な影

響を及ぼした若者が多く輩出しているのもこれを証明するよい事例である。碧岩先生は「日韓両国の文化交流の新た

な時代」を切り開き、斬新で未来志向の交流プログラムを自らチェックするなど、熱意にあふれる方であった。 

 30年が過ぎた今、「両国は隣国として良い時もあれば悪い時もある。隣のやつが嫌だから引っ越すわけにはいかな

い。民間レベルで双方が理解し合うよう努力するしかない。これが真の民間交流である」との碧岩先生のお言葉が耳

に残る。

故 崔性玔初代会長の意を振り返る。

이사장들이 되돌아본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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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 30년을 기억하다

     시작하다 Ι  성장하다 Ι  도약하다



 

80년대 후반
은  한국사회가 본격적으로 세계화의 

큰 물결 속으로 합류하던 시대였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치・경제적으로 괄목한 성장을 거둔 한국은 세계를 

향해 열린사회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이 시기 경제・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여전히 멀리 있던 

한국과 일본 사이의 벽을 인적・문화・교육교류로 넘기 위해 1987년 부산 

한일문화교류협회가 출범하였다. 당시 일본에 대한 한국대중의 심리적 

거리는 상당했다. 창립기 협회는 이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일본문화를 가깝고 

친숙하게 한국인이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창구로서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다.

 협회는 <쓰시마 교류>를 비롯한 <재부산일본인을 위한 한국어강좌>, 

<일본어강좌>, <일본어변론대회>,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단>, 

<교육관계자교류>, <부산문화인방일단>, <작은지구계획>, <한일신세대포럼>, 

<와카바와의 교류>, <힛포패밀리클럽 홈스테이>, <일본어능력시험> 사업 등을 

실시・주최・후원했다. 

 1987.11.  창립총회

시
작
하
다    

1987~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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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한일소년 야구친선 교류회

1989. 재부일본인 한국어 교실 개최

1991. 제1회 한국가요 경연대회 진행1991.한일친선 등반대회

1995. 현대일본판화전 개최

     2.협회,  30년을 기억 하다 



1987~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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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1. 부산한일교류협회 창립

             부산직할시 사회단체 등록필(등록번호 제74호)

1989.03. 일본영화 감상회 개최

1989.07. 일본어능력시험(JLPT) 주최기관 선정

1989.11. 다카시마로타리클럽 단체회원 입회

1989.11. 일본어변론대회

1989.12. 협회기관지 ASIAN FRIEND  창간호 발간

1988.02. 부산거주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강좌 개설

1988.03. 한일청소년교류회 개최

1988.05. 일본어강좌 개설

1988.10. 일본아시아태평양우호협회(APOF) 임원단 친선 방문

1990.04. 구마모토 일한소년의 배 방한단 교류

1990.07. 제7회 일본어변론대회 공동주최

1990.11. 제4회 까치가라스계획 참가

1990.12. 대학생 단체 갈매기청년회 발족

1991.02. 제1회 한일친선등반대회 개최

1991.05. 한일소년친선야구대회 개최

1991.09. 제1회 한국가요경연대회 개최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1987 199119901989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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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2. 제1회 한일친선등반대회 개최

1991.05. 한일소년친선야구대회 개최

1991.09. 제1회 한국가요경연대회 개최

1992.03. 제3대 회장 최성천 취임

1992.09. (재)일한문화교류기금 초청 부산문화인 방일단 파견

1992.10. 후쿠오카 여성우호의 날개 방한단 교류 

1993.09. (재)일한문화교류기금 초청 부산교원방일연수단 파견

1993.10. 한일문화강연회 개최

1995.06. 제5대 회장 고송구 취임

1995.08. 부산-쓰시마 중학생 교류

1995.08. 힛포패밀리클럽 가족교류실시

1992 1996199519941993

     2.협회,  30년을 기억 하다 

1994.02. 쓰시마홈스테이 회원 방한

1994.05. 제9회 작은지구계획 참가

1994.07. 제4대 회장 최성천 취임

1994.09. (재)일한문화교류기금 초청 부산교원방일연수단 파견

1994.11. 현대일본판화전시회 개최

1996.07. 교토국제교류협회와 

             한일신세대포럼 공동개최

1996.09. 제6대 회장 고송구 취임



1998년 
일본대중문화 개방과 2002년 한일월드컵의 성공 

그리고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해 선포된 

2005년 ‘한일우정의 해’ 등,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전반까지 한일 

관계는 크게 호전되었다. 이 시기 활발하고 잦았던 양국의 상호교류는 

한일 국민의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협회 

또한 이 시기 질적으로 우수한 한일 민간교류를 주도하며, 양국 국민들을 

이해와 존중의 장에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성장했다. 특히 <히비키>, 

<제비>와 같은 일본 뮤지컬 공연 등을 개최하며 일본문화에 대한 한국대중의 

인식을 전환하고 심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성장기에 협회는 

<아시아컬리지>를 통해 한일 대학생의 상생 및 협력을 이끌어냈으며, 이와 

함께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일본어연극제>, <일본가요대회>, <보더잼>, 

<한일어린이심포지엄>, <한일교류장학금>사업 등을 실시・주최・후원했다. 

성
장
하
다    

1997~

2006

2002. 한일 국민교류의해 기념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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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한일아동미술교류전

2002.  한일심포지움 in 부산 20014.보더잼공연

1997. 샤라쿠재해석전 개최 

1999. 한일청년포럼 2002 소년축구단 스포츠교류 

     2.협회,  30년을 기억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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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 창립10주년기념 한일문화교류의 밤개최

1997.06. 샤랴쿠 재해석전 개최

1997.11. 초대 故 최성천 회장 추모문집 발간

1999.10. 부산 JAPAN WEEK 공동개최

1999.10. 부산-쓰시마 향토예능교류회 개최

1998.06. 일본현대포스터전시회 개최

1998.09. 제7대 회장 고송구 취임

1998.10. 국제교류기금 선정 국제교류장려상 수상

2000.01. 대한해협횡단 트라이얼 2000 개최

2000.06. 초대 이사장 고송구, 회장 손해식 취임

2000.07. 뮤지컬 히비키(響) 부산공연 주최

2001.03. 갈매기청년회 한일청년교류회로 개명

2001.05.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일본어강좌 협회 이관

2001.07.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개최

1997~2006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1997 200120001999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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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 대구 JAPAN WEEK 협력기관 

2002.01. 창립15주년기념 한일우호의 밤 개최

2002.11. 한일심포지엄 in BUSAN 개최

2003.08. (재)일한문화교류기금 주최 일한문화교류기금상 수상

2003.10. 한일어린이심포지엄 개최

2003.11. 일본인유학생 한일교류장학금 지원

2004.05. 뮤지컬 제비(つばめ) 부산공연 개최

2004.06. 제2대 이사장 오강웅, 회장 윤명길 취임

2004.08. 쓰시마 친구음악제 후원

2004.11. 니가타현 추에츠지역 지진피해 의연금 모금 활동

2002 2006200520042003

     2.협회,  30년을 기억 하다 

2005.07. 일본국외무대신상 수상

2006.01. 울산 JAPAN WEEK 협력기관 



2000년대 
후반 부터 한일 양국은 역사와 정치・외교적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로 다소 서먹해지나, 

민간 차원의 문화・경제적 교류는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일본은 2000년대 이후 한류의 세계적 유행을 낳은 발원지 중 하나로서, 현재도 

일본TV에서는 한국가요와 드라마를 일상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 한국인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일본의 대중문화를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이용하며 

즐긴다. 이제 한일 두 나라 사람들에게 서로의 나라는 함께 동아시아 현안을 

논의하며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협회는 2000년대 후반 이후 다양해지고 폭넓어진 한일 민간교류의 흐름을 

주도하며 사업의 도약기를 맞는다. 협회는 <아름다운청년이수현모임>을 

통해 한일의 국경을 초월해 타인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수현님의 

뜻을 기리며, 참가자들에게 한일 교류가 지향해야할 참뜻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 협회는 <우치다 켄이치 장학금>, 

<부산재팬아카데미>, <한일시민우호교류회> 사업을 신설하고, 실시했다. 

도
약
하
다    

2007~

2016

2012. 한일우정의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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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고교생일본동아리대회

2013. 아름다운청년이수현모임

2014. 중학생 일본어 캠프

2013. 한일해안청소 페스타 in 쓰시마

2013. 한일우정문화콘서트

     2.협회,  30년을 기억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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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 한일교류와 동아시아 번영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2007.11. 창립 20주년 기념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20년사” 발간

2009.06. 피아노 듀오 피아노 페스티벌 in 부산 개최

2009.11. 다카시마로타리클럽(高島RC) 20주년 기념 한일우호의 배 기증

2008.06. 제3대 이사장 윤명길, 회장 박명흠 취임

2008.12. 부산국제교류재단  2008 국제교류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 수상

2008.07. 오우치쵸 홈스테이 사업개시

2010.05. 제1회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모임(아이모) 개최

2010.12. 사무국 이전(초량3동1143-13 부산YMCA 15층)

2011.05. 일본 동북지방 지진피해 의연금 모금 활동

2007~2016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2007 2011201020092008



47

2013.05.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산학협력 협정체결

2013.11. 사무국 명칭 사무처로 변경

2013.12.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허가 취득

2012.03. 의인 이수현 10주기 유품 전시회 개최

2012.06. 제4대 이사장 박명흠, 회장 손동주 취임

2012.06. 한일우정의 워킹 실시(부산-포항 구간)

2012.09. 가미쓰시마 대학생 홈스테이 2012

2012.11. 부산재팬아카데미 개강

2014.01. 오사카(大阪) YMCA 교육・교류협정 체결

2014.04.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 협정체결 

2014.10. 한일유학센터 설치 

2012 2016201520142013

     2.협회,  30년을 기억 하다 

2015.06. 동주대학교 산학협력 협정체결 

2015.10. 도리이요시노리 미술전

2016.06. 제5대 이사장 손동주, 회장 김영건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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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카시마로타리클럽과의 교류   
    高島ロータリークラブとの交流 

      다카시마 소년축구 방한단  高島 少年サッカークラブ 訪韓
      한일우호의 배  韓日友好の船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Thanks to "TAKASHIMA Rotary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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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Takashima Rotary Club

3. 다카시마로타리클럽과의 교류

 다카시마로타리클럽은 우리 협회 창립에 모태(母胎)가 되어준 광복로타리클럽과 자매결연한 단체다. 

이를 인연으로 우리 협회와 다카시마로타리클럽은 한일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협력관계를 

위해 1988년 2월 20일 상호 간 교류협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다카시마로타리클럽의 회원 46명이 

우리 협회의 일본인 회원으로 가입하며 기부한 회원후원금은 당시 신생단체였던 우리 협회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됐으며,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성원으로 협회의 힘이 되어주고 있다. 이후 우리 협회와 

다카시마로타리클럽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시작으로 더 좋은 한일민간교류를 위해 꾸준히 나아갔다. 

30년 동안 깊어진 두 단체의 우정은 함께 이룩한 한일교류사업과 함께 청사에 남았다. 현재에도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협회의 <한일우호의 밤>에 많은 다카시마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고 

있으며, 두 단체의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한일교류사업을 함께 이어가고 있다.

高島 ロータリークラブとの交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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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시마 소년축구단 방한>은 우리 협회의 창립 15주년 기념 및 다카시마로타리클럽의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공동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실시된 사업이다. 2002년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3박 4일 동안 한국으로 초청된 일본 시가현 다카시마의 소년축구클럽과 부산의 

초등학교 축구단은 열띤 친선경기를 펼쳤다. 2002년 당시 한일월드컵 공동개최는 축구를 사랑하는 

소년들에게 미래의 월드컵 주역으로서 꿈과 열정을 품게 했으며, 동시에 한일민간교류의 기폭제로서도 

큰 역할을 했다. 한국으로 초청된 일본의 소년축구클럽 선수 22명은 스포츠를 통한 교류뿐만 아니라 

홈스테이, 역사투어, 월드컵 메인스타디움 견학, 환영교류회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의미 깊은 일정을 보냈다.

다카시마 소년축구단 방한

高島 少年サッカークラブ 訪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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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우호의 배>는 두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하나는 다카시마로타리클럽에서 우리 협회와의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뜻으로, 우리 협회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선물로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또다른 

특별한 의미는 이 배가 상징하는 한일교류의 깊은 뜻에 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국교 재개를 

위해 배에 오른 통신사들은 ‘성실한 믿음으로 이웃을 사귄다.’는 마음가짐으로 조선에서 일본으로 향했다. 

두 나라의 교류와 화합, 우리 협회와 다카시마로타리클럽의 상호협력을 상징하는 이 배의 제작을 위해, 

일본의 목제범선 모형제작 전문가인 오자키 스에조우님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 그리고 2009년 11월 

6일 <한일우호의 밤> 행사에 그의 손을 거쳐 우리 협회로 <한일우호의 배>가 기증되었다. 

한일우호의 배

韓日友好の 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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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통신사선의 배경을 알고자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던 중, 아메노모리 호우슈(雨森芳洲)의 성신외교 

정책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성신(誠信)이란 서로를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교제하는 일이며, 참된 

교류는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국을 배려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다.

 통신사선의 오랜 왕래가 가능했던 것도 상대국을 배려하며 외교정책을 펼쳤던 그의 진심이 통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이 배를 제작하는 내내 그의 정신을 되새기며 정성을 쏟았다.

 조선통신사선을 타고 활발한 교류를 펼치던 옛날처럼  앞으로 한일우호의 유대가 보다 깊어지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한일우호의 배'라고 이름을 붙인다.

오자키 스에조우 (尾﨑末造)

 성신교린의 정신, 오자키 스에조우가 말하는 한일우호의 배
 誠信交隣の精神 尾﨑末造が語る韓日友好の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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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인적교류 Ι  문화교류 Ι  교육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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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인적교류, 교류는 사람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으로 세계의 중심이 이동하던 1980년대에, 광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민족, 언어, 문화, 종교적 차이에 따른 이익관계를 상호이해와 존중을 통해 극복을 모색하는 

민간교류운동이 태동했다. 1988년 4월 3일 일본 교토에서 창립된 아시아태평양우호협회(APOF)는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시민들이 국경의 장벽을 넘어선 상호이해와 민간 차원의 교류를 

위해 역설했다. 창립시기가 비슷했던 우리 협회와 APOF는 국제민간교류의 비전을 공유하며 오랜 기간 

한일교류 발전을 위해 협력했다. APOF 초대 회장을 역임했던 오카모토 카오루님의 주도 하에 성사된 

한일 청소년, 대학생 홈스테이 파견 및 초청 사업 등은 오늘날 우리 협회의 위상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한 

초석으로 기억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우호협회 교류(APOF) 

アジア太平洋友好協会との交流(AP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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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에서 꿈꾸는 화합의 민간교류•

연도 행사일시 행사명 비고

1988년

03.25 APOF와 상호교류 협약 체결

10.27 APOF 임원 및 회원 협회 공식방문

1989년

03.25~03.27 일본 청소년 초청 홈스테이 실시 참가인원 30명

11.09 APOF 임원 및 회원 협회 공식방문

1990년

07.25~07.29 부산 중고생 방일홈스테이 실시 참가인원 10명

09.30~10.09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 홈스테이 실시 참가인원 20명

1991년 09.01~09.06 일본 대학생 초청 홈스테이 실시 참가인원 19명

1993년 05.22 APOF 창립5주년 기념식 참가 참가인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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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인적교류, 교류는 사람으로부터

 문화는 물처럼 스미어 사람들을 이해하게 한다. <부산문화인방일단>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과 일본문화예술인의 교류의 장을 연 사업이다. 열흘 간 (재)일한문화교류기금의 초청을 받은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은 일본 현지의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한일 문화예술 융성을 위한 교류를 지속했다. 

1992년부터 2004년까지 150여 명의 부산문화예술인들이 초청되어 일본의 문화예술을 체험, 견학했다. 

특히 2002년 이후에는 아키타현의 와라비자 예술촌이 문화예술 교류의 중심지로 기능했다. 한일 

문화예술인들의 교류는 무용, 성악, 국악, 한국화, 서양화, 문학, 연극, 영화, 도예, 다도, 꽃꽂이, 서예, 

사진, 체육, 관광, 언론 등 폭넓은 방면에서 다채롭고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부산문화인방일단>은 한일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문화인들의 예술성을 자극한 사업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부산문화인방일단

釜山文化人訪日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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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공유다, 한 눈에 보는 부산문화인방일단•

연도 행사기간 인원 명단

1992년 10.03~10.09 12
단장 최성천 | 부단장 김천혜 | 무용 홍민애 | 성악 이영자 | 언론 배승원 
| 미술 김봉진 | 연극 이성규 | 국악 김동표 | 관광 손해식 | 교류  신후험, 
강성봉, 박명흠

1993년 10.11~10.17 15
단장 고송구 | 부단장 정익준 | 문학 김창근 | 무용 박지영 | 음악 조영수 | 
한국화 구윤옥 | 연극 홍성모 | 국악 백혜숙 | 서예 변창헌 | 음악 조현선 | 
사진 신용대 | 꽃꽂이 이재영 | 언론 이진두 | 체육 박길준 | 교류 조만석

1994년 10.11~10.17 15
단장 손해식 | 부단장 오강웅 | 관광 김영주 | 언론 김재철 | 문학 이영일 | 
미술 이영길 | 음악 박병원 | 국악 홍경희 | 연극 박찬영 | 사진 손동우 | 
서예 김정규 | 도예 서타원 | 다도 박수자 | 꽃꽂이 김정숙 | 체육 김중웅

1995년 10.17~10.24 15
단장 유충렬 | 부단장 김종근 |관광 조명환 |언론 김화진 |서예 김종문 | 
사진 송봉운 | 국악 신명숙 | 무용 심옥자 | 미술 육순진 | 도예 이수백 | 
체육 김태운 | 언론 남성현 | 꽃꽂이 오민황 | 다도 정영진 | 연극 이현주 

1996년 10.22~10.28 15
단장 오강웅 | 부단장 강남주 | 교류 김영자 | 사진 김원홍 | 미술 정수임 | 
국악 윤은주 | 무용 김용미 | 도예 박일룡 | 음악 공정배 | 언론 김재환 |  
다도 김시남 | 서예 변호익 | 꽃꽂이 임봉선 | 체육 조재기 |연극 고인범

1997년 10.21~10.28 14
단장 고송구 | 부단장 배재식 | 교류 박선규 | 사진 박하원 | 미술 강영천, 
박은경 | 국악 송권준 | 음악 하수영 | 언론 배승원 | 무용  이윤자 | 
다도 박길수 | 도예 염의식 | 꽃꽂이 손종호 | 체육 박정하 | 연극 변미선

1998년 10.20~10.27 14
단장 박영충 | 부단장 허은 | 교류 하숙경 | 도예 배종태 | 국악 지수복 | 문학 
최상윤 | 언론 조성하 | 서예 조동현 | 체육 구우영 |  사진 탁양원 | 꽃꽂이 
신재선 | 다도 김상현 | 음악 전연숙 | 무용 정진욱

1999년 10.12~10.19 15
단장 손해식 | 부단장 김무남 | 교류 박명흠 | 연극 김동규 | 공예 이경희 | 
국악 황의종 | 문학 김중하 | 언론 최석태 | 미술 문영숙 |  서예 박창규 | 
사진 정정회 | 꽃꽂이 김오목 | 다도 김선애 | 음악 박성완 | 무용 김정희

2000년 10.10~10.17 15
단장 윤명길 | 부단장 박재근 | 교류 강성봉 | 서양화 안세홍 | 도예 장영길 | 
음악 김영희 | 서예 오용준 | 무용 김정순 | 한국화  정갑주 | 꽃꽂이 류복희 | 
언론 전용선 | 다도 공선숙 | 연극 이종근 | 국악 윤소희 | 문학 김유미

2001년 10.23~10.30 15
단장 권해호 | 부단장 박청정 | 무용 김온경 | 다도 김영숙 | 사진 홍덕기 | 
영화 주윤탁 | 국악 김길운 | 문학 탁영완 | 서예 우종춘 |  꽃꽂이 김귀혜 | 
건축 조용수 | 언론 김영일 | 서양화 이석현 | 도예 정재효 | 음악 임가진

2002년 10.21~10.24 12
단장 이재영 | 교류 오세웅 | 사진 이상대 | 꽃꽂이 허충순 | 다도 차영랑 | 
문학 전연희 | 국악 양태숙 | 서예 손영옥 | 연극 손병태 |  무용 노수연 | 
도예 김영길 | 미술 박기전

2003년 10.20~10.23 11
회장 황수로 | 단장 박수자 | 교류 오세웅 | 사진 김상길 | 연극 최윤정 | 
꽃꽂이 김종일 | 서예 김석호 | 국악 김남순 | 다도 김순애 |  언론 이영숙 | 
도예 신용균

2004년 10.12~10.15 12
단장 오강웅 | 교류 하숙경 | 언론 전두영 | 서예 서영진 | 다도 김순례 | 
꽃꽂이 서광자 | 문학 이영애 | 사진 정귀순 | 미술 정옥진 |  연극 박해란 | 
국악 김혜진 | 도예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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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인적교류, 교류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의 질은 교육자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백년대계 교육의 진보를 위해 <교육관계자교류>는 한일 

교육관계자의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0년대에 시작된 <교육관계자교류>는 21세기의 큰 

흐름인 세계화와 정보화에 발맞춰 한일 양국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양성을 위해 두 나라 

교육관계자들의 적극적 협력을 돕기 위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10여년 간 한국에서 일본으로 

101명의 교육관계자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422명의 교육관계자가 서로의 이웃나라를 방문했다. 이에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에서는 일본교원방한연수단에게 홈스테이를 제공하여 한국문화의 이해를 깊게 

하는데 일조했다. 또한 <교육관계자교류>를 통해 한일 교육관계자들은 양국의 교육시스템과 교육문화의 

차이를 비교, 탐구하며 보다 선진적인 교육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했었다. 

교육관계자교류

教育関係者交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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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의 주춧돌, 한눈에 보는 교육관계자교류•

     방일연수단

연도 행사기간 인원 비고

1991년 11.06~11.13 5

1992년 12.02~12.09 4

1994년 07.19~07.28 20

1994년 11.15~11.22 3 교육부 파견

1995년 08.22~08.31 20

1995년 11.14~11.21 3 교육부 파견

1996년 07.30~08.08 20

1996년 10.15~02.22 3 교육부 파견

1997년 07.08~07.17 20

1997년 10.07~10.14 3          교육부 파견

     방한연수단

연도 행사기간 인원 방한단 연고

1991년

06.01~06.02 20 가고시마현

10.05~10.06 20 오키나와현

11.16~11.17 20 후쿠시마현

1992년

04.18~04.19 18 나가사키현

06.06~06.07 19 미야기현

10.17~10.18 18 아오모리현

1993년

04.24~04.25 18 구마모토현

06.05~06.06 18 군마현

09.18~09.19 18 사이타마현

1994년

05.14~05.15 18 아이치현

06.11~06.12 19 히로시마현

11.26~11.27 18 기타규슈시

1995년

04.22~04.23 18 이바라기현

05.27~05.28 18 아키타현

10.14~10.15 18 미에현

1996년

04.20~04.21 18 오이타현

05.18~05.19 18 효고현

06.22~06.23 18 야마나시현

09.14~09.15 18 도쿄

10.12~10.13 18 고베시

1997년
09.27~09.28 17 후쿠시마현

10.11~10.12 19 돗토리현

1998년 09.26~09.27 18 나라현



          

62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인적교류, 교류는 사람으로부터

 협회와 (재)교토시국제교류협회가 공동주최하는 <한일신세대포럼>에서 한일 대학생들은 우호증진과 

상호이해의 바탕을 마련하고 이를 논의한다. <한일신세대포럼>의 특징은 일본의 역사가 고고히 

간직된 천년수도 교토와 한국근대사의 굵직한 현장들을 생생히 간직한 부산을 한일 대학생들이 함께 

오가며 그것을 직접 체험한다는 것이다. 양국의 대학생들은 한일 문화체험과 홈스테이, 유적지 탐방 

등을 병행하며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곁에서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두 도시를 함께 오가며 

상호이해의 기반을 마련한 대학생들은 포럼 현장에서 각국의 현안 및 공통 관심사를 논의했었다. 이를 

통해 한일 대학생들은 양국 청년교류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공감하며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일신세대포럼 

韓日新世代フォー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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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존중의 토의장, 한눈에 보는 한일신세대포럼•

     방 일

연도 행사기간 행사명 인원

1997년 07.05~07.10 교토 <한일신세대포럼> 8

1998년 07.24~07.31 교토 <한일신세대포럼> 23

2000년 07.21~07.30 교토 <한일신세대포럼> 12

2001년 07.20~07.28 한일신세대포럼 in KYOTO 10

2002년 07.05~07.14 한일신세대포럼 in KYOTO 7

2003년 07.04~07.13 한일신세대포럼 in KYOTO 15

2004년 07.02~07.07 한일신세대포럼 in KYOTO 15

2005년 07.08~07.13 한일신세대포럼 in KYOTO 15

2006년 07.07~07.12 한일신세대포럼 in KYOTO 15

2007년 07.06~07.12 한일신세대포럼 in KYOTO 15

     방 한

연도 행사기간 행사명 인원

1995년 08.17~08.19 교토 <한일신세대포럼 방한단> 22

1996년 08.20~08.23 교토 <한일신세대포럼 방한단> 18

1997년 08.23~08.26 교토 <한일신세대포럼 방한단> 20

1998년 08.12~08.15 교토 <한일신세대포럼 방한단> 17

1999년 08.15~08.18 교토 <한일신세대포럼 방한단> 9

2000년 08.08~08.11 교토 <한일신세대포럼 방한단> 21

2001년 08.12~08.15 한일신세대포럼 in KOREA 20

2002년 08.06~08.10 한일신세대포럼 in KOREA 20

2003년 08.05~08.17 한일신세대포럼 in KOREA 15

2004년 08.03~08.07 한일신세대포럼 in BUSAN 13

2005년 08.10~08.13 한일신세대포럼 in KOREA 20

2007년 08.09~08.16 한일신세대포럼 in KOREA 14



          

64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인적교류, 교류는 사람으로부터

 특출한 한 명의 열 걸음보다 평범한 시민 열 명의 한걸음이 세상에 더 많은 변화를 일구어 낸다. 

<한일시민우호교류회>는 많은 시민들과 한일 우호의 뜻을 함께 하기 위해 협회와 일한언어문화교류센터가 

공동주최하는 사업이다.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에 소재한 일한언어문화교류센터는 강문숙 대표의 주도 

하에 일본에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보급함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한일시민우호교류회>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를 시민 중심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학습하고 이해함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매년 가을, 

일한언어문화교류센터 일본시민회원 30여 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문화 학습 및 한국어로 발표 등을 

통해 두 나라의 시민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한일시민우호교류회 

韓日市民友好交流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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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한 걸음씩, 한눈에 보는 한일시민우호교류회•

연도 일시 주제 장소 인원 

2009년 09.20 나의 한국/일본 체험 연산자이갤러리 한일양국 46명

2010년 10.02 대중문화 속의 한일문화비교 부산국제호텔 한일양국 50명

2011년 09.24 한국어와의 첫만남, 일본어와의 첫만남 또따또가 갤러리 한일양국 51명

2012년 09.15
한국어를 배워서 좋았던 점, 

일본어를 배워서 좋았던 점
부산YMCA 대강당 한일양국 75명

2013년 09.28
한국과 일본의 성년식 문화, 

결혼문화, 장례문화, 명절문화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세미나실
한일양국 27명

2016년 09.22 한일시민우호교류회 터존부페 한일양국 55명



          

66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인적교류, 교류는 사람으로부터

 외국어를 배운다는 건, 결국 그 나라의 문화와 더불어 사람을 이해하도록 한다. 협회의 <힛포패밀리클럽 

홈스테이>는 참가자들에게 한일 가족의 일상 속에서 양국의 관습과 생활문화 등을 체험하도록 하고 

이로써 자연스러운 언어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홈스테이를 통해 서로의 일본 오빠, 한국 누나가 

된 참가자들은 국적보다 살가운 우애로 서로를 우리 가족이라고 말한다. 이 사업은 1996년부터 한일 

상호방문을 원칙으로 ‘언어교류연구소 힛포패밀리클럽’과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20여 년의 역사 동안 

초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등 세대의 구별 없이 폭넓은 참가 연령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힛포패밀리클럽 홈스테이

ヒッポファミリークラブホームステ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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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인적교류, 교류는 사람으로부터

정말 멋진 추억이 된 오사카에서의 4박 5일 

김대홍(가족 참가자)

힛포패밀리클럽 가족교류 홈스테이 2014 참가자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일본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는 처음이라 출발하는 날까지 

설레는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호스트가정에 있는 아이들 4명과 어떻게 지내야  

좋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공항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는 일본가족들 덕분에 기분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몇 십 분을 달려 도착한 집은 상상도 하지 못한, 크고 예쁜 3층집이었습니다. 1층에는 시어머니 

가 살고, 2층에는 호스트가족 6명이 산다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 홈스테이 참가한 아들은 3층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짐을 푼 첫날은 동네 구경도 할 겸, 공원에서 우리네, 일본네 아이들과 함께 놀며 보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일본가족들과 함께 전철을 타고 오사카에서 제일 높고 유명한 ‘아베노 하루카스’와 

‘신세카이’를 견학했습니다. 다음날에는 노리코 씨의 안내로 ‘단지리 축제관’을 관람하고, 오사카에 있는 

한 중학교의 야구 경기도 관람했습니다. 저녁에는 힛포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 홈스테이 

경험이 있는 일본 학생과 한국 드라마를 무척 좋 아하는 일본 아주머니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답니다. 

일본에 이러한 교류를 하는 단체가 있음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한 일본 ‘타이코다이 축제’를 보는 행운도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왜 저렇게 힘든 ‘단지리’를 어깨에 메는지를 몰랐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보니, 그 의미를 알 수 있을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는 밭에서 수확한 것 중 제일 큰 수박을, 수건으로 눈을 가린 아이들이 

긴 나무막대기로 내리쳐 깨는 행사를 같이 즐겼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 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호스트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동안 일본인들의 가정생활 하나하나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시간 개념과 남의 배려하는 것에 대해 배우는 일본 어린아이들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큰 감동을 받은 것은 노리코 씨가 만들어준 일본음식이었습니다. 매 끼니 마다 정성과 

열정을 담아 만든 다양한 일본 요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고, 그 맛은 평생 기 억될 것 같습니다. 

 4박 5일이란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돌아오는 날 노리코상과 아이 들 모두 공항까지 배웅을 

해주었는데, 차마 한국으로 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든 아이들과의 

헤어짐이 못내 아쉬워 눈물을 적셨습니다. 공항 게이트 유리문 사이로 끝까지 손을 흔들어 주던 노리코 

씨와 아이들의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 다. 일본에서 얻은 저의 또 다른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꿈꾸며, 행복했던 일본에서의 4박 5일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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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일을 가족이라 부른다, 한눈에 보는 힛포패밀리클럽 홈스테이•

연도
방일교류 방한교류

행사기간 인원 행사지역 비고 행사기간 인원 비고

1996년 - - - - 07.27~08.08 10

1997년 01.23~01.27 15 규슈 - - -

1998년 07.27~07.30 17 규슈 08.19~08.23 11

1999년

01.29~02.04 간사이 08.20~08.24 28

08.01~08.06 31 나고야 - - -

08.04~08.10 34 규슈 - - -

2000년
07.27~08.01 31 간사이 08.19~08.23 32

08.01~08.07 46 규슈 - - -

2001년
07.24~08.04 15 규슈 03.28~04.01 8

- - - - 07.26~08.07 18 회원

2002년

07.25~08.05 도쿄 07.25~08.05 20

07.26~07.31 30 간사이 - - -

12.29~01.07 20 도쿄, 규슈 청소년 - - -

2003년
07.25~07.29 15 규슈 07.24~08.05 24 청소년

12.27~01.08 21 도쿄, 나고야 청소년 - - -

2004년

07.22~07.28 20 나고야 07.28~08.09 21 청소년

08.18~08.23 18 규슈 - - -

12.27~01.07 22 도쿄, 나고야 청소년 - - -

2005년 12.26~01.07 23 도쿄, 오사카 청소년 07.28~08.09 23 청소년

2006년
07.20~07.24 16 도쿄 07.27~08.08 24 청소년

12.28~01.09 16 도쿄, 나고야 청소년 - - -

2007년
07.25~07.29 17 간사이 07.26~08.07 21 청소년

12.27~01.08 21 도쿄, 나고야 청소년 11.23~11.25 ８

2008년 12.26~01.07 13 도쿄, 나고야 07.24~08.05 14 청소년

2010년 07.23~07.27 25 간사이 가족 - - -

2011년 07.29~08.02 16 간사이 가족 - - -

2012년 06.29~07.03 9 간사이 가족 - - -

2013년 08.09~08.13 16 간사이 가족 - - -

2014년 07.17~07.21 9 간사이 가족 - - -

2015년 07.16~07.20 6 간사이 가족 - - -



          

70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인적교류, 교류는 사람으로부터

 <와카바와의 교류>는 일본 사가현 가라츠시의 히젠마치국제교류협회가 88년부터 매년 10여 명의 

한국대학생을 초청하며 시작한 사업이다. 참가자들은 일본의 호스트가족과 함께 다도, 도예 등의 

일본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현지 보육원 등을 방문하면서, 한국에서 생각했던 일본이 아닌 일본에서 진짜 

일본과 일본인을 만난다. 14박 15일의 교류시간 속에서, 참가자들은 익숙한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 

도달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익숙한 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와 낯섦을 통해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물론 일본에 대한 이해와 경험 또한 두터워졌다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  

와카바와의 교류

若ばとの交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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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인적교류, 교류는 사람으로부터

 제26회 와카바와의 교류를 마치고

김나리(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학년 )

와카바와의 교류 2013 참가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두 번째. 하지만 <와카바와의 교류>를 통한 일본 홈스테이는 처음이었다. 처음에 

기대 반, 설렘 반이었던 내 마음은, 출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만 한다는 걱정과 

불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우리를 마중 나온 일본 분들의 친절함에 그런 걱정은 금세 무색해졌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류를 시작할 수 있었다. 나와 2주를 함께 산 일본 가족은 생각보다 말수가 적었다. 서로의 

낯가림 때문에 친해지는데 조금 고생했지만, 마음을 터놓고 보니 모두 더없이 좋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우리 가족은 모두가 주유소에서 일하는 바쁜 분들이었다. 가정교류 시간에도 참여하실 

수 없을 만큼 바쁘셨는데, 그때마다 나는 할 수 없이 다른 맴버네에게 신세를 지며 체험과 관광을 다녀야 

했다. 나는 이 점이 조금 불만스러웠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가족교류 시간에 참가하는 대신 나는 

우리 일본 가족의 일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주유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했다. 한국을 

떠날 때 일본에서 놀 궁리만 하던 나는 가족의 주유소 일을 도우며 스스로가 한 뼘 정도 자라지 않았을까, 

그런 걸 느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2주. 이 시간 동안 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이 경험들은 대개 처음 해본 일들이 

많았다. 이번 교류로 얻은 것이 많은데, 먼저 일본어가 2주 사이에 정말 눈에 띄게 늘었다. 학원에서 회화 

한 달 치의 공부를 현지에서 3~4일 만에 깨우칠 수 있었다. 비록 일본 사람들의 사투리가 조금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일본어를 알아듣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미있었다.

 그리고 제2의 가족이 생겼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 사람들과는 정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2주 정도로는 개인주의가 강한 일본인과는 서로 알아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홈스테이를 하러 온 나를 손님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해 준 호스트패밀리와 생활하면서 이러한 

나의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다. 송별회 때,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국경을 넘은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이번 교류프로그램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한층 더 성장했음이 느껴진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준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와카바와의 교류> 가 계속되어 한일 간의 민간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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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곳에서 발견하는 나, 한눈에 보는 와카바와의 교류•

연도 행사기간 행사명 인원

1998년 08.03~08.17 제12회 와카바와의 교류 12

1999년 08.01~08.12 제13회 와카바와의 교류 10

2000년 07.31~08.11 제14회 와카바와의 교류 12

2001년 07.24~08.04 제15회 와카바와의 교류 12

2002년 07.29~08.12 제16회 와카바와의 교류 12

2003년 07.26~08.10 제17회 와카바와의 교류 15

2004년 07.25~08.08 제18회 와카바와의 교류 12

2005년 07.24~08.07 제19회 와카바와의 교류 10

2006년 07.22~08.05 제20회 와카바와의 교류 10

2006년 11.04 와카바와의 교류 제20주년기념 동창회 개최 40

2007년 07.26~08.08 제21회 와카바와의 교류 8

2008년 07.26~08.08 제22회 와카바와의 교류 8

2009년 07.25~08.07 제23회 와카바와의 교류 7

2010년 07.24~08.06 제24회 와카바와의 교류 8

2011년 07.23~08.06 제25회 와카바와의 교류 8

2012년 07.21~08.04 제26회 와카바와의 교류 8

2013년 07.27~08.10 제27회 와카바와의 교류 10

2016년 07.20~07.26 제29회 와카바와의 교류 10

2017년 07.21~07.27 제30회 와카바와의 교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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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인적교류, 교류는 사람으로부터

 부산과 쓰시마에서 한일을 더 가깝게. <쓰시마 교류>는 한일 양국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협회가 

1990년대 중반부터 실시해온 사업이다. 협회는 <쓰시마 교류>를 통해 한국 중학생과 대학생에게 

일본 홈스테이를 제공한다. 더하여 일본의 가미쓰시마국제교류협회(現 가미쓰시마교린협회)와 함께 

식문화교류, 芳洲塾의 학술교류, BORDER JAM 외 민속공연단 파견 등의 문화교류를 실시했고, 

대한해협횡단과 같은 스포츠교류 및 친구음악제 및 국경마라톤 통역자원봉사단 파견 등과 참여봉사 

교류행사를 실시했다. 이처럼 협회의 <쓰시마 교류>는 지난 20여 년간 문화・학술・스포츠・참여봉사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한일 양국 시민들의 교류를 촉진해 왔으며, 지금도 <쓰시마 교류> 사업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다. 

쓰시마 교류  

対馬交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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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인적교류, 교류는 사람으로부터

대마도에서의 내 인생 첫 홈스테이

황해동(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과 3학년)  

가미쓰시마  대학생홈스테이  2014 참가

 ‘홈스테이’라는 단어도 어색한 내게 <가미쓰시마 대학생 홈스테이>는 내 인생 첫 홈스테이였다. 

홈스테이라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과,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하는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다. 쓰시마로 출반하기 전, <대학생 홈스테이>에 함께 참가하는 친구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지만, 출발 당일 다시 만난 우리는 누구랄 것 없이 서먹했다. 하지만 이 서먹함은 

5박 6일간 같은 섬에서 생활하고, 국경 마라톤대회 통역봉사를 하면서 어느새 가까운 친밀감으로 

변해있었다. 이 친구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어 매우 기쁘다. 

 그리고 쓰시마의 호스트패밀리의 집에 들어선 순간, 그전까지 우려됐던 부담감과 긴장감이 눈 녹듯 

빠르게 사라졌다. 처음 분위기는 약간 어색했어도, 호스트 가족의 친절함에 분위기는 금방 따뜻해졌다.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빌릴 곳을 일본 어머니께 여쭸다. 곧장 어머니는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자전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셨고, 이웃 분 또한 웃으며 자전거를 빌려주셨다. 두 분의 친절이 어찌나 

감사하던지! 또 일본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서 근처의 술가게 몇 군데를 갔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며 좋은 인연을 맺었다.

 국경 마라톤 대회도 기억 남는다. 대회 때 나는 온천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니 

일본말로 경어를 써야 하는데, 예전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하며 사용하던 일본어 경어가 새록새록 

떠올랐지만, 역시 잘 나오지는 않았다. 입이 굳어 말이 안 되니 몸이라도 움직이자. 그런 다짐으로 열심히 

일했다. 그러다 일본어를 한국어로 통역해서 사람들을 안내할 때는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하는 

기분에 통역 봉사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국경 마라톤이 끝나고, 호스트패밀리 집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이웃과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다. 생선가게 

사장님, 공무원 등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과 만나며 즐겁게 수다를 떨었다. 그 순간 ‘내가 정말 

일본 생활에 스며들어 있구나!’하고 느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대마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대마도. 뭐든지 ‘빨리빨리’인 도심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의 5박 6일은 나에게 심적 안정을 가져다주었고, 거침없이 나아가야 할 내 생활의 활력이 

되었다. 마지막 날, 배를 타고 출발하는 우리 쪽을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던 호스트패밀리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또다시 찾아오겠다는 다짐과 함께 배에 올라타 대마도 홈스테이의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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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인적교류, 교류는 사람으로부터

•땅이 가깝 듯 마음도 가깝게, 한눈에 보는 쓰시마 교류•

사업명 사업연도 행사기간 인원 비고

가미쓰시마

대학생 

홈스테이

1994년 07.22~08.01 11

1995년 07.24~08.02 12

1996년 08.16~08.26 19

1997년 07.28~08.04 10

1998년 07.21~07.31 7

1999년 07.26~08.06 12

2000년 07.24~08.04 20

2001년 07.23~08.03 20

2002년 07.23~08.01 20

2003년 07.23~08.01 10

2004년 07.23~08.02 10

2005년 07.22~07.29 10

2008년 07.03~07.07 18

2009년 07.02~07.06 15

2010년 07.02~07.07 15

2011년 06.30~07.05 13

2012년 06.28~07.03 12

2013년 07.04~07.09 19

2014년 07.03~07.08 15

2015년 07.02~07.07 9

2016년 06.30~07.05 7

가미쓰시마

중고생

홈스테이

1994년 12.06~12.09 7

1995년 08.25~08.28 9

1996년 08.27~08.30 15

1998년
08.07~08.10 10 방한

08.19~08.22 11

1999년
08.17~08.20 21

08.20~08.24 15 방한

2000년
08.07~08.11 21

08.20~08.24 7 방한

2001년 08.16~08.21 24

2002년 08.23~08.27 10 방한

2003년
08.15~08.18 15

08.22~08.25 7



79

  

 人
 的
 交
 流

 
 敎
 育
 交
 流

 

 文
 化
 交
 流

사업명 사업연도 행사기간 인원 비고

가미쓰시마

중고생

홈스테이

2004년 08.16~08.19 8

2005년 08.16~08.19 7

2006년 07.23~07.26 7

2007년 08.19~08.22 7

2008년 08.17~08.20 5

2009년 08.26~08.29 5

2010년 08.18~08.22 5

2011년 08.21~08.24 5

2012년 08.08~08.11 3

2013년 08.08~08.18 3

2014년 15.01.16~01.18 3

2015년 16.01.27~01.31 2

2016년 08.09~08.12 2

가미아가타

대학생

홈스테이

1997년 07.28~07.04 10

1998년 07.21~07.31 10

1999년 07.26~07.06 10

2000년 07.24~07.04 10

2001년 07.23~07.03 10

2002년 07.30~07.08 10

쓰시마

친구

음악제

2003년 08.23 6

2004년 08.28 6

2005년 08.26~08.28 8

2006년 08.25~08.27 11

2007년 08.24~08.26 11

2008년 08.22~08.24 11

2009년 08.28~08.30 11

2010년 08.27~08.29 9

2011년 08.26~08.28 10

2012년 08.24~08.26 9

한일해안청소

페스타in 쓰시마

2013년 08.23~08.25 21

2014년 08.23~08.25 22

2015년 08.22~08.24 20

부산 대마

식문화

교류회 

1999년 10.23 8

2001년 10.21~10.23 4

2005년 11.11~11.13 5

2007년 03.15~03.18 5

2012년 03.23~03.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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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인적교류, 교류는 사람으로부터

 지구에서 아시아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아시아의 책임 또한 커진다. <작은지구계획>은 아시아 청년들이 

국경을 벗어나 지구를 공유하는 세계시민의 차원에서 아시아의 역할과 성장, 지구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해 1983년 故고가 다케오 회장께서 지구시민의회(규슈 사가현 사가시)를 설립하며 

시작된 사업이다. 2010년 이후부터는 ‘TOMODACHI 100’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매년 협회를 

통해 10여 명의 한국 대학생들이 일본 및 여러 아시아대학생들과 함께 <작은지구계획>에 참가한다. 

아시아의 대학생들은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통해 동아시아와 지구의 사회・환경 문제를 논의하고, 개최지 

일본에서의 홈스테이 및 문화체험도 경험하고 있다.

 한편 지구시민의회 임원이었던 야마구치 히사오미님은 구마모토 청소년들에게 세계시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구마모토 소년의 배>사업을 기획했고 협회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4년 간 구마모토 

청소년들에게 한국에서의 홈스테이 교류를 주선했다.

작은지구계획&구마모토 소년의 배

小さな地球計画 & 熊本少年の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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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交流から広域的国際交流協力の時代へ
日本国、九州から

認定NPO法人地球市民の会 理事長  山口久臣

 私たちが、“日韓交流”を具体的な活動メニューとして

始めたのが30年前になります。

ちょうど貴協会の設立・活動を開始された頃と同時期

であり、日本国内でも国際交流が行政、民間でも本格

化して行く時期にあたります。それは時代的な必然で

もありました。

 当会でも当時から「カチガラス計画」と云う日韓の

暗い歴史を払拭し、未来への日韓関係を構築すること

を目指した活動で、韓国の人たちを九州へお招きし、

年末年始に2週間のホームステイ交流を行うと云うも

のでした。その効果・成果は大変に大きなものとなり

30年近くを経た今でも当時のホスト・ファミリーと

ホームスティの家族との交流が続いている事例さえも

あります。

 私はこの様な活動が、今後アジアへ、そして世界へ

と広がって行くことを願って止みません。今後も末永

い日韓交流を祈念しております。

 저희들이 ‘한일교류’를 구체적인 활동목표로 삼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벌써 30년 전의 일입니다. 

이는 귀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설립 및 활동을 

개시했을 때와 거의 같은 시기였고, 일본에서도 

국제교류를 위한 움직임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본격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기대적인 

필연이기도 했습니다. 

 저 희  지 구 시 민 의 회 에 서 도  당 시 부 터 

<까치가라스계획>이라는 한일 간의 어두운 

역사를 불식시키며 미래적 한일관계 구축을 

지향하는 활동을 통해, 한국 분들을 규슈로 

초대하고 연말연시에 2주간 홈스테이 교류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와 성과는 아주 훌륭했으며,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당시의 호스트패밀리와 

게스트패밀리과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들이 이다음에는 아시아로, 

그리고 세계로 더욱 뻗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한 한일교류를 기원합니다.

인정NPO법인 지구시민의회 이사장  야마구치 히사오미 

한일교류에서 더 넓은 국제교류협력의 시대로 

일본의 규슈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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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가 함께 지구를 위해, 한눈에 보는 작은지구계획•

연도 행사기간 행사 구분 인원

1991년 07.28~08.11 작은지구계획 5

1992년 07.26~08.09 작은지구계획 10

1993년 07.25~08.08 작은지구계획 10

1994년 07.24~08.07 작은지구계획 3

1995년 07.24~08.07 작은지구계획 4

1996년 07.28~08.11 작은지구계획 10

1997년 07.13~07.27 작은지구계획 8

1998년 07.20~08.03 작은지구계획 4

1999년 07.24~08.09 작은지구계획 6

2000년 07.29~08.13 작은지구계획 6

2001년 07.29~08.12 작은지구계획 4

2002년 07.27~08.11 작은지구계획 3

2004년 07.23~08.08 작은지구계획 5

2008년 07.30~08.10 작은지구계획 18

2009년 08.01~08.16 작은지구계획 6

2010년 08.22~08.29 TOMODACHI 100 10

2011년 08.21~08.28 TOMODACHI 100 9

2012년 08.19~08.26 TOMODACHI 100 3

2013년 08.24~08.31 TOMODACHI 100 8

2014년 08.18~08.27 TOMODACHI 100 8

2016년 01.27~02.03 TOMODACHI 100 10

2017년 01.16~01.23 TOMODACHI 100 20

연도 행사기간 행사명 인원

1990년 07.31~08.01 구마모토 일한소년의 배 홈스테이 실시

1991년 08.07~08.08 구마모토 일한소년의 배 홈스테이 실시

1992년 08.04~08.05 구마모토 일한소년의 배 홈스테이 실시

1993년 07.27~07.28 구마모토 일한소년의 배 홈스테이 실시

•구마모토에서 쌓은 우정, 한눈에 보는 구마모토 일한소년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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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 있다. 2001년 1월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안타깝게 희생된 이수현님이 그렇다. 협회는 부산 출신의 의인 이수현님의 희생을 숭고히 기념하고자, 

2010년부터 한일 대학생들이 이수현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교류의 터전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모임>을 개최해오고 있다. 매년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모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30명의 

대학생들이 시민들에게 이수현님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알리며, 그의 인간애를 계승, 승화하기 위한 

학술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 매년 30명의 한일 대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모임

美しき靑年 李秀賢モイム



85

  

 人
 的
 交
 流

 
 敎
 育
 交
 流

 

 文
 化
 交
 流



          

86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인적교류, 교류는 사람으로부터



87

  

 人
 的
 交
 流

 
 敎
 育
 交
 流

 

 文
 化
 交
 流

•너를 잊지 않을 거야, 한눈에 보는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모임•

행사 연번 연도 행사일시 인원 내용

제1회 2010년 05.30 50 금정산 등반, 교류회

제2회 2011년 05.21~5.26 50
유품전시회, 주제발표회, 시민알림판

아이모주제곡발표, 교류회

제3회 2012년 05.19 50 이수현 흔적찾기 워킹, 강연회, 교류회

제4회 2013년 05.12 50
주제발표회, 전단배부, 이성대님 시구행사, 

교류회

제5회 2014년 05.17 50 이수현 사진전시회, 주제발표회, 교류회

제6회 2015년 08.20~08.23 50 추모활동, 양국 참가자 토론회, 발표회, 교류회

제7회 2016년 08.16~08.21 50 추모활동, 양국 참가자 토론회, 발표회, 교류회

제8회 2017년 09.23 50 이수현 명예도로명 부여를 위한 서명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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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한 한일 젊은이들의 잠재력이 꽃핀다. <아시아컬리지>는 한국의 경남, 부산 지역의 대학생들과 

일본의 야마구치현 대학생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함을 큰 특징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경남지역 대학은 경상대, 경남대, 창원대, 인제대, 울산대 등 5곳이며, 일본의 

야마구치현에는 국립 야마구치대학, 야마구치 현립대학 등 2곳이다. 부산 지역 대학생의 경우는 

한일청년교류회를 중심으로 협회에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경상남도와 야마구치현과의 자매결연을 

기념하여 민간차원의 청년교류사업으로 시작된 <아시아컬리지> 사업은 참가 대학생들의 자율운영을 

기반으로, 상호 교환방문(방일 8월/방한 2월)을 원칙으로 캠프활동, 문화체험, 홈스테이, 평화학습, 토론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컬리지

アジアカレッ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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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

이윤미(울산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2학년) 

아시아컬리지 in YAMAGUCHI 2013 참가자

 <아시아컬리지 2013 in YAMAGUCHI>에 대한 나의 관심은 일본 친구와 즐겁게 이야기하는 선배의 

모습에서 시작됐다. 지난 4월 울산대에 아시아컬리지 일본 측 실행위원들이 방문했었다. 그때 선배는 

내게 <아시아컬리지> 참가를 권했는데, 나는 선배의 추천보다도 일본에서 온 실행위원들과 웃고 떠들며 

추억을 나누는 선배의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그때까지 일본인 친구가 없던 나는, 친구가 된 그들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 저 친구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재미있고 뜻 깊지 않을까? 그렇게 나는   

<아시아컬리지>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한 달 뒤, 드디어 일본으로 출발!

 공항에는 우리와 <아시아컬리지>를 함께할 일본 친구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우리를 환영하던 그들 

중에서 제일 첫인상이 좋았던 친구와 버스에서 우연히 함께 앉게 되었고, 그렇게 같은 조가 되었다. 비록 

나는 일본어 실력이 그는 한국어 실력이 조금 부족했지만, 바디랭귀지와 사전을 찾아가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아시아컬리지> 내내 서로의 힘이 되고, 서로 먼저 찾는 친구가 되었다. 

 <아시아컬리지>는 한일 대학생이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데, 내게 

이 경험은 무척 뜻 깊었다. 솔직히 나가토 해변에서 쓰레기 청소는 조금 힘들고 재미가 없었지만, 그 

쓰레기들이 한국에서 떠내려 온 것임을 알았을 때 적잖이 놀랐다. 그때 쓰레기 문제에 대해 나도 변하고 

한국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무엇보다 교류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반 홈스테이다. 다른 프로그램들도 모두 즐거웠지만, 일반 홈스테이는 나에게 있어 너무나 좋은 

추억이 되었다. 나를 맞아준 호스트패밀리의 아저씨, 아줌마는 매우 좋은 분들이셨다.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함께 일본요리를 만들 수 있어서 즐거웠다. 콘서트에도 데려가 주시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모두 찾아다니며 데려다 주셨다. 지금도 두 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많은 활동 이후에 찾아온 헤어짐의 시간에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찡했다. <아시아컬리지>를 통해서 

얻은 것이 정말 너무 많다. 내년 일본 친구들이 우리 한국에 올 때, 내가 받은 기쁨을 꼭 보답하고 싶다. 

일본 친구들이 우리에게 신경 써준 세세함과 좋은 것을 소개해주고 나누어준 친절만큼, 나도 그들에게 

멋지고 재밌는 추억을 남겨주고 싶다. 

<아시아컬리지 2013 in YAMAGUCHI>는 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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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이 우리의 대학캠퍼스, 한눈에 보는 아시아컬리지•

방일

행사명 연도 행사기간 인원

아시아컬리지 2001 in JAPAN 2001년 08.21~08.31 25

아시아컬리지 2002 in JAPAN 2002년 08.21~08.30 25

아시아컬리지 2003 in JAPAN 2003년 08.19~08.29 25

아시아컬리지 2004 in YAMAGUCHI 2004년 08.17~08.27 25

아시아컬리지 2005 in YAMAGUCHI 2005년 08.16~08.26 25

아시아컬리지 2006 in YAMAGUCHI 2006년 08.16~08.25 25

아시아컬리지 2007 in YAMAGUCHI 2007년 08.15~08.24 25

아시아컬리지 2008 in YAMAGUCHI 2008년 08.18~08.27 22

아시아컬리지 2009 in YAMAGUCHI 2009년 08.18~08.27 22

아시아컬리지 2010 in YAMAGUCHI 2010년 08.17~08.25 19

아시아컬리지 2011 in YAMAGUCHI 2011년 08.16~08.25 17

아시아컬리지 2012 in YAMAGUCHI 2012년 08.15~08.25 16

아시아컬리지 2013 in YAMAGUCHI 2013년 08.20~08.30 16

아시아컬리지 2014 in YAMAGUCHI 2014년 08.19~08.30 18

아시아컬리지 2015 in YAMAGUCHI 2015년 08.18~08.28 15

아시아컬리지 2016 in YAMAGUCHI 2016년 08.16~08.25 17

아시아컬리지 2017 in YAMAGUCHI 2017년 08.15~08.25 11

방한

행사명 연도 행사기간 인원

아시아컬리지 2001 in KOREA 2001년 11.22~11.28 15

아시아컬리지 2002 in KOREA 2002년 11.22~11.27 15

아시아컬리지 2003 in KOREA 2003년 10.09~10.16 25

아시아컬리지 2004 in KOREA  2004년 10.08~10.15 25

아시아컬리지 2005 in KOREA  2005년 10.07~10.13 20

아시아컬리지 2006 in KOREA 2006년 01.04~01.07 21

아시아컬리지 2007 in KOREA 2007년 10.13~10.17 20

아시아컬리지 2008 in KOREA 2008년 10.04~10.08 19

아시아컬리지 2009 in KOREA 2009년 02.21~02.25 14

아시아컬리지 2010 in KOREA 2010년 02.20~02.24 17

아시아컬리지 2011 in KOREA 2011년 11.03~11.07 24

아시아컬리지 2012 in KOREA 2013년 02.22~02.27 24

아시아컬리지 2013 in KOREA 2014년 02.22~02.26 20

아시아컬리지 2014 in KOREA 2015년 02.23~02.27 20

아시아컬리지 2015 in KOREA 2016년 02.22~02.26 9

아시아컬리지 2016 in KOREA 2017년 02.24~02.28 11



          

92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인적교류, 교류는 사람으로부터

 뜻은 옹골차게, 수사는 찬연하게.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단>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일우호를 

주제로 ‘대학생논문콘테스트’와 ‘일본어변론대회’에서 입상한 대학생들에게 일본연수의 기회를 

제공한 사업이다. 사업이 시작되던 19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사회에서 해외여행은 대중화되지 않은 

낯선 경험이었다. 이 시기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단>은 일본 사회와 한일 교류에 대한 호기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많은 실력 있는 대학생들에게 해외로 나아갈 큰 기회가 되어주었다. 논문과 

변론을 통해 실력을 증명한 선발된 대학생들은 (재)일한문화교류기금의 초청을 받아 10일 간 도쿄 

및 교토 지역을 방문했다. 일본 대학생과 교류하며 홈스테이 및 일본문화유적지를 탐방한 부산지역 

대학생들은 연수단 활동을 통해 한일 관계에 대한 국제적 감각을 함양할 수 있었다.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단

釜山地域大学生 訪日研修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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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부에 찬 일본행, 한눈에 보는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단•

연도 행사기간 인원 비고

1990년 09.30~10.09 18

1992년 01.11~01.20 10

1993년 02.02~02.11 10

1994년 01.18~01.27 13

1994년 02.01~02.10 5

1995년 07.24~08.07 13 (재)일한문화교류기금 조성사업

1996년 07.11~07.23 18 (재)일한문화교류기금 조성사업

1998년 02.03~02.12 19 (재)일한문화교류기금 조성사업

2000년 02.13~02.22 18 (재)일한문화교류기금 조성사업



          

94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인적교류, 교류는 사람으로부터

 이웃과 친해지는데 우리집으로의 초대만큼 좋은 것은 드물다. <한일학술문화 청소년교류>는 교육부의 

한국학술진흥재단(現한국연구재단)에서 한일학술문화 청소년교류사업을 위해 일본대학생들에게 

방한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협회는 방한한 일본대학생들에게 부산지역 대학생과 

협회청년회와의 교류를 주도하고 홈스테이를 실시했다. 특히 한국을 피상적으로 인식하던 일본인 

대학생들에게 <한일학술문화 청소년교류>는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한국사회의 역동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도와준 사업이었다. <한일학술문화 청소년교류>을 통해 한일 대학생들은 부산에서 양국의 복잡한 

과거 문제는 물론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진지하고 성찰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부산에서의 만남을 통해 일본대학생들이 이웃나라의 역사와 문화 및 정을 느꼈다는 점이다. 

한일학술문화 청소년교류 

韓日学術文化 青少年交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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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초대된 이웃, 한눈에 보는 한일학술문화 청소년교류•

연도 행사기간 인원 비고

1990년 08.25~08.27 25 홈스테이 교류

1991년 03.23~03.24 26 홈스테이 교류

1992년

03.07~03.08 20 홈스테이 교류

11.07~11.08 18 홈스테이 교류

1993년 11.02~11.11 20 홈스테이 교류

1994년 10.22~10.24 26 홈스테이 교류

1995년 11.03~11.05 26 홈스테이 교류

1996년

03.09~03.11 24 홈스테이 교류

11.02~11.04 27 홈스테이 교류

1997년

03.08~03.10 24 홈스테이 교류

11.01~11.03 24 홈스테이 교류

1998년 03.07~03.09 24 홈스테이 교류

1999년 03.06~03.08 17 홈스테이 교류



          

96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인적교류, 교류는 사람으로부터

 <임원단 방일연수 및 교류단체 방문>은 우리 협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한 일본의 단체들을 방문하고 더 

좋은 미래를 위한 한일민간교류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사업이다. 또한 우리 협회의 파트너로서 한국과 

일본의 인적 교류, 문화 교류, 교육 교류에 힘써준 일본의 민간교류협력단체의 공로에 감사하며, 이들 

단체와 우리 협회 간의 우호와 친목을 돈독히 하는 것 역시도 이 사업의 목표 중 하나다. 따라서 우리 

협회의 임원단이 직접 일본으로 방문하여 파트너인 민간교류협력단체를 예방하면서, 두 단체의 임원들이 

함께 한일의 화합과 발전적 관계를 기원하는 연수를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다. 

임원단 방일연수&교류단체 방문 

役員団訪日研修＆交流団体訪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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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임원단 방일연수 및 교류단체 방문•

연도 행사기간 인원 방일 지역

1997년 05.09~05.11 12 쓰시마 

2005년 05.21~05.24 15 야마구치 

2006년 05.18~05.21 9 구마모토 

2007년 05.19~05.22 13 아키타

2008년 04.17~04.20 15 오키나와 

2009년 07.24~07.26 18 도야마 

2010년 04.22~04.24 23 가고시마 

2011년 10.01~10.04 17 나오시마 

2012년 04.24~04.26 11 다카시마 

2013년 10.25~10.27 12 와카야마 

2014년 05.24~05.27 14 홋카이도 

2015년 11.13~11.15 19 시코쿠 

2016년 10.14~10.16 16 야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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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인적교류, 교류는 사람으로부터

 오우치쵸는 일본 사가현 북서부에 위치한 소도시다. 이곳은 첨단을 달리는 일본의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일본 전통사회의 문화와 자연의 지혜를 익힌 일본인 농부가 지닌 마음씀씀이를 간직한 곳이다. 

<오우치쵸 홈스테이>는 그래서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한국에서는 알 수 없었던 전통적 일본인의 삶과 

문화를 체험을 통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한 사업이다. 오우치쵸의 일본식 전통 계단식 

논과 가라츠의 도자기는 한국 대학생에게 일본 전통문화로 다가가는 좋은 통로가 되어주었다. <오우치쵸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의 농촌 가정에서 시간을 보낸 한국의 대학생들은 한국과 일본의 전통문화교류와 

미래비전에 대해 깊게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오우치쵸홈스테이 

相知町ホームステイ交流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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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통문화 속으로, 한눈에 보는 오우치쵸 홈스테이•

연도 행사기간 인원

2008년 07.25~07.28 9

2009년 07.24~07.27 9

2010년 07.22~07.2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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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문화교류, 한일문화의 숨결을 나누다

 기념식은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하고, 미래로 나아갈 길을 열어준다. <한일우호의 밤>은 협회가 더 

가까운 한일 교류를 위해 지난 1년간 달려온 길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다. 이 날 협회는 창립일 기념과 

함께 한일 교류에 큰 도움을 주신 국・내외 관계자를 초대해 1년 동안 진행된 사업 내용 등을 보고한다. 

또한 <한일우호의 밤>은 축제의 장으로서 한일 예술인의 수준 높은 공연이 준비된다. 이날에는 한국에서 

공부하며 한일교류활동에 모범적 활동을 한 일본인 유학생에게 증정하는 <한일교류장학금>과 故우치다 

켄이치님의 특별했던 한일교류에 관한 유지를 지키며 한일 양국 대학생에게 <우치다켄이치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시행한다. 한일의 상호 문화교류와 우호 및 친선을 다지는 이 행사는 매년 11월 

초에 실시되고 있다.

한일우호의 밤

韓日友好の夕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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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행사일시 행사 연번 행사명

1988년 12.14 창립1주년 <창립1주년기념 정기총회>

1989년 12.22 창립2주년 <한일친선의 밤>

1990년 12.20 창립3주년 <한일문화교류의 밤> 

1991년 11.25 창립4주년 <한일문화교류의 밤> 

1992년 11.06 창립5주년 <한일문화교류의 밤> 

1993년 11.29 창립6주년 <한일문화교류의 밤> 

1994년 11.21 창립7주년 <한일문화교류의 밤> 

1995년 11.28 창립8주년 <한일문화교류의 밤> 

1996년 11.26 창립9주년 <한일문화교류의 밤> 

1997년 11.18 창립10주년

<한일문화교류의 밤> 및 <창립10주년기념사업> 

*故 벽암 최성천 회장 추모문집 발간 

*니시오 아키라 교수 <한국워칭> 번역집 

 <또 하나의 한국> 출판 

*니시오 아키라 교수 부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식

1998년 11.20 창립11주년 <한일문화교류의 밤> 및 <국제교류장려상 수상기념식>

1999년 11.19 창립12주년 <한일문화교류의 밤> 

2000년 11.17 창립13주년 <한일우호의 밤>

2001년 11.16 창립14주년 <한일우호의 밤>

2002년 11.22 창립15주년 <한일우호의 밤>

2003년 11.21 창립16주년 <한일우호의 밤>

2004년 11.19 창립17주년 <한일우호의 밤>

2005년 11.04 창립18주년 <한일우호의 밤>

2006년 11.03 창립19주년 <한일우호의 밤>

2007년 11.02 창립20주년 <한일우호의 밤>  *20년사 제작

2008년 11.07 창립21주년 <한일우호의 밤>

2009년 11.06 창립22주년 <한일우호의 밤> 및 <한일우호의 배 기증식>

2010년 11.05 창립23주년 <한일우호의 밤>

2011년 11.04 창립24주년 <한일우호의 밤>

2012년 11.02 창립25주년 <한일우호의 밤>

2013년 11.01 창립26주년 <한일우호의 밤>

2014년 10.31 창립27주년 <한일우호의 밤>

2015년 11.06 창립28주년 <한일우호의 밤>

2016년 11.04 창립29주년 <한일우호의 밤>

•한일문화교류의 역사를 기념하는, 한눈에 보는 한일우호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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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문화교류, 한일문화의 숨결을 나누다

 <일본가요대회>는 일본 가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한일 양국의 상호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우리 

협회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쓰시마시가 2004년부터 매해 공동주최하는 사업이다. 제14회를 맞는 

2017년 대회까지 일본가요를 즐기는 총 1,121팀이 도전했고, 그 중 231팀이 본선에 진출에 훌륭한 

일본가요실력을 자랑했다. 이처럼 <일본가요대회>는 우수한 실력을 지닌 일본음악 애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들이 선보이는 음악장르의 폭넓은 다양성으로 유명하다. 현재 <일본가요대회>는 일본문화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의 문화를 넘어, 각계각층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수준 높은 가요대회로 성장했다. 

또한 대회입상자는 일본 외무성과 여러 후원단체의 협조를 받아 10일 간의 일본연수와 함께 홈스테이와 

일본방문의 기회를 얻는다. 

일본가요대회

日本歌謡大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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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문화교류, 한일문화의 숨결을 나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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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 칸타타, 한눈에 보는 일본가요대회•

대회 연번 연도 행사일시 장소 신청팀 수 본선진출팀 수

제1회 2004년 06.19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44 17

제2회 2005년 05.2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57 16

제3회 2006년 06.03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65 16

제4회 2007년 0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86 16

제5회 2008년 06.28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72 15

제6회 2009년 06.13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136 16

제7회 2010년 06.26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110 15

제8회 2011년 10.08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43 17

제9회 2012년 05.26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45 17

제10회 2013년 0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 18

제11회 2014년 05.3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53 17

제12회 2015년 05.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100 17

제13회 2016년 05.28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105 17

제14회 2017년 05.27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13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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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문화교류, 한일문화의 숨결을 나누다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찼고, 우리는 그것을 표현한다는 정신을 가진 <히비키>는 일본대중문화 개방 이후 

부산에서 최초로 개최된 일본의 퓨전 뮤지컬이다. 이 작품은 일본에서만 500회가 넘는 공연기록을 

세우며 일본인의 큰 사랑을 받았다. <히비키>는 재일동포 극작가로 국내에서도 명성이 높은 정의신 씨가 

연출하고, 일본을 대표하는 극단 와라비좌가 제작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히비키>의 예술성은 

일본 전통악기와 현대 서양음악을 콜라보레이션한 음악의 독창성과 이를 자유롭게 풀어가는 배우들의 

포퍼먼스에 있다. 관객들은 배우들의 노래, 연주, 재치 있는 예능과 연기 속에서 <히비키>가 재창조하는 

현대적인 일본예술의 드라마틱한 하모니에 큰 매력을 느꼈다. 협회의 주최로 2001년 3월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2차례 공연을 펼친 <히비키>는 부산시민에게 일본문화의 생동감을 현장에서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었다. 

히비키

HIBIKI



107

  

 人
 的
 交
 流

 
 敎
 育
 交
 流

 

 文
 化
 交
 流



          

108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문화교류, 한일문화의 숨결을 나누다

 <제비>는 가까이서 보면 한 사람의 비극을, 멀리서 보면 모든 인간을 불행 속에 빠트린 전쟁의 운명을 

노래하는 일본뮤지컬이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15년 후, 일본의 요청으로 조선에서 파견한 통신사는 

성신교린(誠信交隣)의 뜻으로 일본 땅을 밟는다. 그리고 전쟁 때문에 잃어버린, 지금은 일본인의 아내가 

된 부인 제비를 다시 만나게 된다. 재회의 감격은 금세 사라지고, 제비는 전 남편과 현재 남편 사이에서 

삶을 선택해야 하는 갈등에 처한다. 누구도 선택할 수 없었던 제비는 결국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는 

비극적 운명 속에서 삶을 죽음 속으로 던진다. 와라비좌극단에서 제작한 <제비>는 일본에서만 350회 

이상 공연된 인기작이다. <제비>는 2004년 월드투어 한국공연을 기획했고, 협회는 서울, 광주 이후 

피날레 공연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5월 14일 개최했다. 당시 2,000명 이상이 관객이 모여 성황을 

이룬 <제비>는 부산시민들에게 뜨거운 감동과 함께 한일 관계의 과거・현재・미래를 생각할 기회를 준 

작품이었다. 

제비

つば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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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문화교류, 한일문화의 숨결을 나누다

 <보더잼>은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음악은 통하는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음악적 열정을 승화하는 락 

페스티벌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양국의 민간차원 문화교류 활동이 융성하던 

가운데 대한해협을 마주한 한일 지역 간의 교류와 예술의 꽃을 피우고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시작한 

음악축제가 <보더잼>이다. 부산, 쓰시마, 이키 3개 지역의 아마추어 락밴드 간의 음악교류로 시작된 

<보더잼>은 한일 뮤지션들의 우호증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2002년 이키에서 

제1회 행사를 기점으로, 쓰시마, 부산 순서로 매해 개최지가 순회하는 <보더잼>은 2011년까지 총 9회 

개최되었다. <보더잼>은 부산, 쓰시마, 이키의 지역문화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하는 

문화축제로 발전하여 3개 지역의 교류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한 사업이다. 

보더잼 

BORDER 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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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 락 축제, 한눈에 보는 보더잼 BORDER JAM•

연도 행사일시 행사명 행사장소 참가팀

2003년 10.04
BORDER JAM 2003

 in TSUSHIMA

하치만구신사

특설무대

부산 2팀, 

쓰시마 2팀, 

이키 1팀

2004년 09.04
BORDER JAM 2004

 in BUSAN

부산가톨릭센터 

소극장

부산 2팀, 

쓰시마 1팀, 

이키 1팀

2005년 07.30
BORDER JAM 2005 

in IKI

이키문화회관 

대극장

부산 3팀, 

쓰시마 2팀, 

이키 4팀

2007년 11.03
BORDER JAM 2007 

in BUSAN

부산대학교 정문 

특설무대

부산 5팀, 

쓰시마 1팀, 

이키 1팀

2008년 11.22
BORDER JAM 2008 

in IKI

이키 다이에백화점 

특설무대

부산 2팀, 

쓰시마 2팀, 

이키 3팀

2009년 07.11
BORDER JAM 2009

 in TSUSHIMA

쓰시마 그린파크 

야외무대

부산 2팀,

쓰시마 2팀, 

이키 1팀

2010년 05.22
BORDER JAM 2010 

in BUSAN

도시철도 서면역 

특설무대

부산 4팀, 

쓰시마 1팀, 

이키 1팀

2011년 08.21
BORDER JAM 2011

 in IKI

퀄리티라이프센터 

쓰바사

부산 1팀, 

쓰시마 1팀, 

이키 6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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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문화교류, 한일문화의 숨결을 나누다

 한일 양국의 꽃꽂이는 놀랍도록 깊은 역사와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부산한일꽃문화회>는 

한일 꽃꽂이의 예술성과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부산문화인방일단의 꽃꽂이 분야에서 활동한 11명의 단원이 중심이 되어 <부산한일꽃문화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이후로 현재까지, 이 사업은 꽃을 주제로 다양한 한일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일본화도연맹과 2년마다 후쿠오카에서 공동주최한 꽃 전시회는 한일전통예술교류의 한 획을 그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아가 꽃문화를 중심으로 ‘전용복 옻칠 21세기전’, ‘황산 이수백 선생 도자전’, 

‘한일꽃문화 조형전’과 같은 다른 예술분야와의 통섭을 시도했으며, 이러한 <부산한일꽃문화회>의 

노력은 한일 예술의 아름다움을 양국 국민이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각광받았다. 오늘도 

<부산한일꽃문화회>는 한일 국민이 꽃을 통해 더 자주 교류하고, 꽃 문화의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다양한 

기획전시로 사람들을 찾아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 .

부산한일꽃문화회

釜山韓日花文化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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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에 담아 전하는 한일의 마음, 한눈에 보는 부산한일꽃문화회•

연도 행사일시 행사명

2000년 10.18~10.20 <한일꽃문화조형전> 후원

2004년 02.06~02.11 서일본화도연맹 꽃꽃이전 <한일꽃문화회> 참가

2006년 02.09~02.11
서일본화도연맹 후쿠오카지부 꽃꽂이전시회 

<한일꽃문화회> 특별출품

2007년 05.15 <한일 꽃과 차의 만남> 후원

2008년 02.09~02.14
제32회 서일본화도연맹 후쿠오카지부 꽃꽂이전시회 

<한일꽃문화회> 특별출품

2010년 02.10~02.12 제34회 서일본화도연맹 후쿠오카지부 <춘계 꽃꽂이전>

2011년 04.21~04.23 <한일꽃문화조형전> 

2011년 05.14 <이케노보(池坊) 꽃꽃이 워크숍>

2012년 02.09~02.14 서일본화도연맹 후쿠오카지부 <춘계 꽃꽂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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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문화교류, 한일문화의 숨결을 나누다

 <한일차회>는 차를 통해 한일의 상호이해 증진과 한일 대중의 다도에 대한 낯선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다도인이 협력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로 10회째 한일을 

오가며 진행되고 있는 <한일차회>의 출발에는, 우리 협회의 이재영 고문과 일본다도의 세계적 유파 

우라센케의 단게 노리코(丹下律子) 조교수의 뜻과 노고가 있었다. 현재 <한일차회>는 부산의 유명 차인 

사범들과 오사카의 우라센케 차인들 회원을 중심으로 차를 통한 한일문화교류에 혁혁한 공적을 쌓고 

있다. 특히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과 협력하고 재부일본인부인회와 공동개최한 2010년 <한일차회>의 

성공과, 한국유교문화의 중심인 안동에서 지역 다도인 70여 인과 함께한 성황리에 실시된 2012년 

<한일차회>의 성공은 한일 차 문화교류에 있어 큰 방점이 되었다. 

한일차회

韓日茶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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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문화교류, 한일문화의 숨결을 나누다

 <한일합창단 교류>는 우리 협회와 다카시마로타리클럽이 후원하고, 경성대학교 사회교육원 

목련합창단과 다카시마시 코로 이마즈가 공동주최하는 한일 음악교류사업이다. 목련합창단과 코로 

이마즈는 한국과 일본의 노래를 부르며 양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코러스의 하모니를 통해 표현했다. 

<한일합창단 교류>는 2008년 11월 30일 다카시마 시민회관에서의 방일공연의 성공과 성원에 힘입어, 

2009년 8월 22일에는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에서 방한공연을 가졌다. 두 합창단이 함께 부른 노래는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만들어낸 아름다움을 되새길 기회를 제공했다.

한일합창단 교류

韓日合唱団交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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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문화교류, 한일문화의 숨결을 나누다

 연극은 상대의 가면을 써봄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를 성찰로 깊어지게 한다. <일본어연극제>를 통해 

부산의 대학생들은 일본문화의 특수성과 복잡함을 체험하는 동시에 인간의 보편성을 한일의 국경을 

넘어서 본다.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일본의 말과 문화를 연극을 통해 심도 깊게 체험할 수 있도록 

시작된 <일본어연극제>는 협회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공동주최 하고, 

이후 현재까지 후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영남지역 내 일본어 관련학과의 대학생들은 <일본어연극제> 

참가를 통해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대한 학습의욕 고취와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매년 

<일본어연극제>에는 일본어 연극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대학의 4개 팀 등이 참가하고 있다. 

일본어연극제

日本語演劇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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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문화교류, 한일문화의 숨결을 나누다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일본문화는 대중에게 이질적이고 낯선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자 협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일상적으로 일본문화를 접하기 힘든 대중들을 위해 <국제교류기금 

순회전>을 한국사회 곳곳에서 개최했다. <국제교류기금 순회전>은 일본의 국제교류기금이 일본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저변인식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월드투어 문화사업이며, 협회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부산시민들에게 다양한 일본문화를 소개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협회는 사진, 디자인, 전통예능, 

인형, 공예, 도예, 만화, 현대미술, 수공예, 퍼포먼스 등 일본문화영역 전반을 망라해 소개했으며, 이는 

부산시민들에게 일본문화에 관한 깊고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생활의 기회가 되어주었다. 

부산시민들에게 일본문화의 특색과 신선한 맛을 전달하며 상호이해의 기반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현재에도 협회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과 국제교류기금이 협력하여 매년 전개하고 있다.  

국제교류기금순회전

国際交流基金巡回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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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연 일본문화를 보는 창문, 한눈에 보는 국제교류기금 순회전•

연도 행사일시 행사명

1990년 04.04~04.05 교오겡(狂言) 부산공연 공동주최

1996년 06.28~07.07 일본국제교류기금 순회사진전 지구별의 아이들 공동주최

1997년 06.25~07.06 현대 일본예술가에 의한 샤라구 재해석전 공동주최

1998년 06.13~06.24 현대 일본 포스터전 공동주최

1999년 03.04 일본대중음악의 50년 그 주류와 언더그라운드 강연회 후원

2000년 07.10~07.15 일본 인형전 공동주최

2001년 12.17~12.22 현대 일본 포스터전 공동주최

2001년 09.24~09.29 현대 일본 공예전 공동주최

2002년 09.02~09.07 일본의 판화 1950-1990 공동주최

2005년 04.29~05.15 일본문화순회전 현대일본디자인 100」 후원

2007년 09.11~09.20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진전 후원

2008년
10.01~10.12 자연에 내재된 일본 사진전 공동주최

10.28 라쿠고(落語) 공연 공동주최

2009년
05.01~05.10 일본인형전 공동주최

05.25 라쿠고(落語) 공연 공동주최

2011년 02.12 TICOBO 한국순회공연 후원

2012년 11.23 언어의 힘, 라쿠고와 로쿄쿠의 세계 공동주최

2013년
12.03~12.21 윈터가든: 일본 현대미술의 마이크로팝적 상상력 전개 전시 후원

12.06 언어의 힘, 낭독의 세계 공동주최

2015년 03.06 제7회 한일 젊은 음악가 교류 연주회 후원

2016년 07.05 이와쓰키(岩槻) 일본인형만들기 체험교실 공동주최

2017년 07.19 일본전통예능 고단(講談)과의 만남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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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문화교류, 한일문화의 숨결을 나누다

 <회원방일투어>는 한일민간교류를 위해 힘쓰는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후원회원들의 일본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그래서 <회원방일투어>는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라는 테마를 통해, 일반적인 여행을 통해 얻는 단순한 경험이 아닌 문화적 성찰을 경험토록 

한다. <회원방일투어> 참가를 통해 후원회원들은 일본 사회문화에 관한 표면적 이해를 극복하고, 한국과 

일본의 민간교류를 위한 깊이 있는 통찰을 깨달아갔다. 이로써 한일 국민의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협회의 후원회원들은 <회원방일투어> 체험을 통해 민간교류의 

주역으로서 지녀야할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2014년 쓰시마 방문을 첫 행사로 시작한 <회원방일투어> 

테마여행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회원방일투어

会員訪日ツア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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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행사기간 인원 지역

2014년 07.19~07.20 16 쓰시마지역 일대

2016년 07.15~07.17 13 사가현아리타지역일대 

2017년 07.14~07.17 16 야마구치현 하기 지역일대

•테마여행으로 풀어보는 한일관계, 한눈에 보는 회원방일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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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문화교류, 한일문화의 숨결을 나누다

 피아노는 연주가가 표현하는 미세한 감수성을 담아내어 표현할 줄 아는 악기다. 피아노의 섬세한 

표현력을 통해 한일 양국의 음악인들이 부산에 모여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해 함께 

연주하는 사업이 <Piano Duo PIANO FESTIVAL in BUSAN>이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국경을 초월해 모인 이 자리에서는, 자신의 음악을 선보이는 많은 예술가들과 그 연주를 함께 듣는 

관객들이 피아노의 선율을 느끼며 한일문화교류의 장 한가운데로 몰입해 들어갔다. 피아노 연주를 통해 

한일문화교류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이 사업은 우리 협회와 야마구치피아노조율센터가 공동주최하여, 

2009년과 2011년 2회에 걸쳐 부산에서 실시되었다. 피아노 이외에도 합창, 중창, 앙상블, 클라리넷, 

가야금 등 장르를 초월한 크로스오버 콘서트로 부산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피아노페스티벌

ピアノフェスティバ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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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행사일시 행사명 장소 참가팀

2009년 06.14
Piano Duo PIANO FESTIVAL 

in BUSAN 제1회
금정문화회관 대강당

한국 5팀

일본 8팀

2011년 06.12
Piano Duo PIANO FESTIVAL 

in BUSAN 제2회
금정문화회대 공연장

한국 6팀

일본 7팀

•한눈으로 보는 피아노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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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문화교류, 한일문화의 숨결을 나누다

 한국과 일본을 가르는 좁은 바다, 대한해협은 예로부터 두 나라를 연결해주는 바닷길로 사랑받아왔다. 

그리고 ‘아시아의 물개’로 유명한 수영선수 조오련 씨의 대한해협 횡단을 계기로 이 바다는 한일의 

우호증진과 교류활성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두 나라 국민들에게 각인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대한해협의 거친 물길을 가르며 수영, 카누, 카약, 패들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발 한국행을 시도하는 

일본의 해양스포츠 선수들의 도전이 있었다. 이러한 <대한해협 횡단 해양스포츠교류> 사업에 우리 협회는 

국내 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며, 일본선수들을 응원하고 지원했으며 그들의 안전한 도전성공을 위해 

노력했다. 

해양스포츠교류

海洋スポーツ交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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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행사일시 내용

2000년 07.21 대한해협횡단트라이얼 2000

2001년 07.13
아우트리거 카누 대한해협횡단 후

한국해양스포츠연맹에 카누 기증

2002년 10.23~10.24 Outrigger canoe club in JAPAN 대한해협횡단

2003년 07.22 이가라시 켄 대한해협 원영횡단

2004년 06.27 대한해협 릴레이 원영횡단

•대한해협을 넘나든 한일우정의 도전, 한눈으로 보는 해양스포츠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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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문화교류, 한일문화의 숨결을 나누다

 음식을 정성들여 만들어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 곧 서로의 식구다. <스시만들기 체험>은 스시 

전문요리사의 지도 아래 한국인 체험자가 직접 스시를 만들어 보며, 자연스럽게 일본 식문화를 이해하고, 

일본인과 한국인이 식구처럼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이다. 일본음식의 대표주자이며 한국인을 

포함한 전세계인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시’인 만큼 <스시만들기 체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함께, 직접 요리한 스시를 음미하면서 한일 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있다. <스시만들기 

체험>은 한국의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과 

2009년부터 2015년까지(2011년 제외) 매년 실시하고 있다. 

스시만들기 체험

寿司作り体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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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행사일시 장소

2009년 02.27 파라다이스 호텔

2010년 02.25 마린포리스

2012년 02.24 마린포리스

2013년 02.23 파라다이스 호텔

2014년 02.22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관저

2015년 02.28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관저

•한눈으로 보는 스시만들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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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문화교류, 한일문화의 숨결을 나누다

 도자기는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를 표현하는 예술품으로 오랜 역사동안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왔다. 

<한중일도예교류전>는 동아시아의 도예문화를 매개로 한중일의 우수한 도예가들이 만나 도예 교류와 

발전을 위해 협력하며, 아울러 한중일 삼국의 우호증진과 전통문화 교류 활성화를 꿈꾸는 기획전으로 

마련되었다. 이에 부산의 지역문화를 자랑스럽게 대표하는 ‘기장도예’와 일본 도자기의 3대 명문으로 

불리는 야마구치의 ‘하기도예’ 그리고 중국 칭따오의 청년 도예작가 등 3국의 도예가들이 모여 동아시아 

도예의 꽃을 한자리에서 피워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도자기의 유사성과 차이를 재발견한 의미 있는 

전시로 기억된 <한중일도예교류전>는 우리 협회가 부산문화재단의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을 받아 2014년 

6월 24일 야마구치시 후루사토전승종합센터에서 개최했다.

한중일도예교류전 

韓中日陶芸交流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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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교육교류, 배우며 서로를 익히다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는 차세대 한일교류의 리더가 될 고교생들에게 일본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교육현장에서 말하기교육을 통한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04년부터 매년 협회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이 공동주최하고 있는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는 

영남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일본어 공부를 즐기고 일본문화에 대한 탐구심이 강한 

영남의 많은 고등학생들에게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는 자신의 일본어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대회로서 각광받고 있다. 그리고 대회입상자는 10일간의 일본연수와 쓰시마 초청 등의 특전을 

제공받으며, 일본 방문의 기회를 가진다. .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高校生日本語スピーチ大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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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한일리더, 한눈에 보는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연도 행사일시 장소
접수

인원

본선
진출
인원

최우수상

수상자

최우수상 

수상자소속

우수상

수상자

우수상

 수상자소속

2001 07.18 경성대 정보관소강당 23 15 문정원
한국테크노

과학고

이창우
부산정보
디자인고

신아람 삼성여고

2002 07.10 동서대 콘서트홀 25 16 김지윤 부산여상
박선영 동주여상

이지희 성심정보고

2003 06.20 동서대 소향아트홀 23 16 이동훈 부산외고
김언지 삼성여고

박선주 장안제일고

2004 06.18 경성대 정보관소강당 40 18 김반짝이 부산정보여고
성혜영 덕명정보여고

강경희 통영여고

2005 06.17 경성대 정보관소강당 41 19 홍유빈 대구혜화여고
주선영 동주여상

송수경 대구여고

2006 06.16 경성대 정보관소강당 42 18 서경희 김해외고
최보람 덕문여고

윤나영 경북외고

2007 06.22 경성대 정보관소강당 41 18 서지혜 장안제일고
김여진 김해외고

김정선 금정여교

2008 05.31 경성대 정보관소강당 76 20 남호협 부산국제고
김모혜 창원대암고

강하비 경화여고

2009 05.30 경성대 정보관소강당 72 21 이지현 부산외고 배원진 부산국제고

2010 05.29 경성대 정보관소강당 79 20 임화영 부산외고 정선영 부산관광고

2011 05.28 경성대 정보관소강당 50 20 전현영 대구혜화여고 김주연 김해외고

2012 06.02 경성대 정보관소강당 49 18 장한슬 길원여고
유경화 부산동여고

허별 부일외고

2013 06.15 경성대 정보관소강당 40 19 박제이 부산기계공고
박병준 안동중앙고

최혜진 부산여상

2014 06.14 경성대 정보관소강당 21 21 성유 합포고
전재익 성도고

방유정 함월고

2015 08.29 경성대 정보관소강당 25 27 이상현 강북고
이상하 김해외고

한지연 경남외고

2016 06.04 경성대정보관소강당 21 20 박예린 대구외고
조희란 부산관광고

박준영 부산국제외고

2017 06.03 경성대 정보관소강당 41 20 백지윤 대구관광고
이은영 부산관광고

김지윤 김해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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デグのビリギャル、生まれ変わる!

 皆さん、こんにちは。

 皆さんは＇ビリギャル＇という日本の映画をご存知ですか。この映画では学年最下位のギャルが偏差値を40も上げて

慶応大学に進学するという話です。映画の話は私の今までの出来事と重なる部分が多くて自分にとってはとても面白

かったです。

 私も映画の主人公、サヤカのように小学校の時にイジメにあったことがあります。元々とても明るく、よくわらう自

分でしたが、いじめのせいでいつの間にかひきこもるようになりました。当時、学校のことでいつも落ち込んでいま

した。さらに勉強にも興味がなかったので、やる気が生まれませんでした。勉強も嫌いだった私は家に引きこもって

アメリカや日本のドラマばかり観ながら毎日をすごしていました。その時間だけは学校での苦しみからのがれること

ができ、心が楽になる時間だったのです。

 中学3年生まで勉強は全然しなかったので、受験の頃になると、私が行ける高校がなくなるという最悪の状況になり

ました。結局私が行ける学校は、デグで一番偏差値が低い今の学校だけでした。両親もショックを受けて、涙を私の

前で流したのです。その時私は両親に何も言えませんでした。ですが、心の中ではいつか必ず自分の変わった姿を両

親に見せたいと思っていました。

 そこで高校に入ってからは、＇復習の女王＇になりました。5年間勉強をしていなかったためにどのように勉強をす

ればいいのか分かりませんでした。それで教わった内容を大声で読みながら丸暗記しました。するとほかの科目より

も外国語が上達しました。その結果、校内英語スピーチ大会で１位、日本語スピーチ大会でも２位の成績を収めるこ

とができました。このような受賞と同時に自信もついて、高校3年になった今はビリギャルのように大学進学をめざし

ています。映画のサヤカのように韓国で一番優秀な私立大学を目指し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デグで一番偏差

値の高い大学を目標にしています。

『意志のあるところに道あり』この言葉は私を指導してくださっている先生がいつもおっしゃっている言葉です。今

の私は意志を持って頑張っているから明るい道もきっと開かれるでしょう。

私を応援してくださる方々のためにも私は残りわずかな高校生活をもっと頑張りたいです。そして来年、すばらしい

大学生になり、もう一度生まれ変わりたいと思います。

 今からももっともっと頑張り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第17回  高校生日本語スピーチ大会  最優秀賞  白智允(大邱観光高等学校 3年)  
제17회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최우수상  백지윤(대구관광고등학교 3학년)  

대구의 꼴찌학생, 다시 태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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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변론대회>는 협회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영남지역의 일본 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동주최한 사업이다. 참가대학생은 수준 높은 일본어 실력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관계 및 현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할 것을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사용해 변론을 진행하는 대회 참가대학생들의 모습은 동아시아시대의 세계시민으로서 영남지역 

대학생들의 실력을 보여주었다. 이에 힘입어 <일본어변론대회>는 국내의 여러 변론대회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최우수상 등 입상자에게는 10일간의 일본연수 등의 

기회와 함께 후원・협력기관의 초청을 받아 일본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특전을 제공받았다. 

일본어변론대회

日本語弁論大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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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행사일
최우수상

수상자

최우수상 수상자

소속

우수상

수상자

우수상 수상자

소속

우수상

수상자

우수상 수상자

소속

1990년 11.24 박홍성 동명전문대 김월미 울산대 최미자 부산여자전문대

1991년 10.26 오병찬 계명대 이미진 경남대 채금주 부산외대

1992년 10.24 정순우 계명대 김길선 한국관광대 배순영 부산여대

1993년 10.30 이정선 대구대 김호영 계명대 안정희 부산여대

1994년 11.05 진명란 부산공대 박유림 부산외대 김애란 동아대

1995년 10.28 김협수 울산대 박수희 대구대 김경희 인제대

1996년 11.02 이창숙 울산대 양효숙 경상대 박경희 동의대

1997년 10.25 임민희 부산여대 김향숙 동아대 임현정 울산대

1998년 10.31 유금화 울산대 유임호 부산외대 이진아 경상대

1999년 10.30 김민경 계명대 윤동혁 대구대 이유미 울산대

2000년 11.04 김정민 부경대 김미수 동서대 김예영 울산대

2001년 11.03 조순선 계명대 김미정 부산외대 김혜원 영남대

2002년 11.03 김진희 부산외대 이미수 대구대 김지언 영상대

2003년 10.25 이민정 부경대 이윤아 신라대 김미경 창원대

2004년 10.30 서영미 창원대 - - - -

2005년 10.29 이창우 창원대 - - - -

2006년 10.28 박소영 계명대 김진환 경성대 - -

2007년 11.10 이세영 인제대 서유리 경상대 - -

2008년 11.01 김지예 창원대 이진주 영산대 - -

2009년 10.31 김부영 동아대 오혜정 영산대 - -

2010년 10.09 이선화 창원대 최고은 대구가톨릭대 장정민 동서대

2011년 10.29 이현진 영남대 김미화 창원대 김경률 동서대

2012년 10.28 이은지 계명대 이상목 동아대 김수경 대구가톨릭대

2013년 11.02 이시은 부산외대 박재현 마산대 김재은 창원대

•한국대학생의 일본어 백화쟁명, 한눈에 보는 일본어변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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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으킨 비상사태!

김민경(계명대학교 일본학전공 3학년) 

일본어변론대회 1999 최우수상 수상

 그것은 3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펜팔을 했었던 친구 유미가, 후쿠오카로 저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유미의 가족과 함께 후쿠오카 돔에 야구를 보러가기로 했습니다. 후쿠오카 돔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앞에는 하카타 만이 시야 가득히 펼쳐 있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돔 내를 유미가 안내해 

주었지만 제가 일본어를 몰랐기 때문에 설명은 거의 영어였습니다.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서는 모두 입구에서 ‘한줄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왜 

안쪽 문 앞에는 줄을 서지 않는 거지?’라고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줄 서있는 사람을 척척 앞질러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벼운 실수였습니다. 모두에게 비난의 시선을 받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들어간 

화장실에서 그 꺼림칙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용무를 끝낸 저의 눈에 띤 것은 빨간 버튼이었습니다. 

‘헤…여기는 레버가 아니고 버튼으로 물이 내려가는구나…과연 일본이다. 한국과는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굉장한 소리가 나면서 주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그 버튼은 긴급 비상벨이었습니다.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화장실 안의 사람들 모두가 

패닉상태가 되어있었습니다. 때는 1996년 여름, 일본인들의 머릿속에는 ‘옴’, ‘사린’의 문자가 아직 

생생한 때였습니다. 저는 그 큰 돔을 혼자서 패닉상태로 빠뜨려버리는 위업을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일이 커진 것에 대해 주눅이든 저는 몰래 도망가려고 했습니다만, 모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도망치지는 못하고 망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곧 관계자가 달려와서 무서운 도깨비 같은 얼굴로 무언가를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뭐라고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 버리는 것일까. 경찰서에 잡혀가는 것일까. 다시는 한국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 엄마, 

아빠, 먼저 떠나는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민경이는 먼 타국에서 별이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결국 이 소동은 유미의 어머니께서 달려와 주시는 덕분에 진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날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호기심이 몸을 망친다.’ 촐랑거리던 제가 꽤 신중해 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호기심이 왕성한 저는 돔 사건도 ‘좀처럼 할 수 없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마음 속 

어딘가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왠지 버튼을 보면 눌러보고 싶어서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저를 

누군가 어떻게든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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族と一緒に福岡ドームに野球を見に行くことになりました。福岡ドームはできたばかりで、向かいには博多湾が視界

一杯に広がっていて、とてもきれいでした。ドーム内を由美さんに案内してもらったのですが、私は日本語がほとん

ど分からなかったので、説明は英語でした。試合が始まる前にトイレに行きました。トイレでは、みんな入り口の所

で「フォーク並び」をしていました。当時、私はその並び方を知らなかったので「どうして奥のドアの前に並ばない

んだろう？」と不思議に思いながら並んでいる人をずんずん追い越して入っていってしまったのです。

 でも、これはまだ軽い失敗でした。みんなの非難の視線を浴びながら、すずしい顔で入った個室であの忌まわしい事

件が起きました。用を済ませた私の目に飛び込んできたのは赤いボタンでした。「へえ！ここはレバーではなくてボ

タンで水が流れるんだ。さすが日本だ。韓国と違うんだなぁ」と思い、何気なくそのボタンを押しました。すると、

その瞬間、ものすごい音が周囲一面に鳴り響きました。そう！そのボタンは緊急非常ベルだったのです。ビックリし

てドアを開けると、トイレの中の人が皆パニック状態になっていました。時は1996年の夏、日本の人々の頭の中には

「オウム」、「サリン」の文字がまだまだ生々しく残っていた時でした。私はあの大きなドームを一人でパニックに

陥れてしまうという偉業を成功させたのです。

 事の大きさにビビった私は、こっそり逃げようとしましたが、みんな私の方を見ているような気がして、逃げるこ

とも出来ず、茫然と立ちすくんでいました。すぐ係の人がやってきて、鬼のように怖い顔で何か訊いてきました。で

も、私には何を言われているのか全く分かりません。頭の中は真っ白です。「私、どうなってしまうんだろう。警察

に連れて行かれるのかなぁ。もう韓国に戻れないかも知れない！お父さん、お母さん！先立つ不孝をお許しくださ

い。ミンギョンは遠い国で星になります。」そんなことを考えながら突っ立っていました。結局、大騒ぎは由美さん

のお母さんが駆けつけてくれたお陰で静まりました。

 私はこの日、大切な教訓を得ました。「好奇心、身を亡ぼす。」おっちょこちょいの私が、ずいぶん慎重になりまし

た。でも、実は、生まれつき好奇心旺盛な私は、ドームの事件も「滅多に出来ない、良い体験だったなぁ。」と心の

何処かで思っていたりするんです。今でも何かボタンを見ると、押してみたくなって困っています。こんな私を誰か

何とかしてやってください。

私の起こした 非常事態

金旼璟(啓明大学校 日本学専攻 3年生)
日本語弁論大会 1999 最優秀賞 受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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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어린이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자. <한일어린이심포지엄>은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이 두 나라의 우호교류와 발전적 미래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이다. 

2003년, 부산과 후쿠오카의 초등학생들이 참가로 시작된 <한일어린이심포지엄>은 2012년까지 10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한일어린이심포지엄>은 사전학습회, 홈스테이, 한일학습 캠프로 구성된 사업이다. 

한일 어린이들은 사전학습회에서 두 나라의 역사, 문화, 생활습관의 이해를 높이며, 홈스테이에서 상대 

나라의 말과 문화를 동시에 만끽했다. 마지막으로 한일합숙 캠프에서 어린이들은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확인하며 심포지엄의 일정을 마쳤다. <한일어린이심포지엄>을 통해 한일 어린이들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쌓으며 두 나라의 미래에 대해 토론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 친구가 되고 우정을 나눴다.

한일어린이심포지엄

韓日子どもシンポジウ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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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행사일시 장소 대상 및 인원 테마

2003년 10.12
후쿠오카 시청

강당

부산시 초등학생 16명

후쿠오카시 초등학생 12명

한국과 일본.

학습, 만남, 미래의 교류.

2004년 10.10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부산시 초등학생 11명

후쿠오카시 초등학생 11명
또 하나의 문화, 우정 

2005년 10.09
부산대학교

효원회관

부산시 초등학생 10명

후쿠오카시 초등학생 10명
친구, 그리고 가족으로! 

2006년 10.15
부산 벡스코 

다목적홀

부산시 초등학생 15명

후쿠오카시 초등학생 15명

함께 일하고 함께 만드는 

미래로 

2007년 10.06
후쿠오카 

텐진 엘가라홀

부산시 초등학생 10명

후쿠오카시 초등학생 10명

생각하자!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2008년 10.12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공개홀

부산시 초등학생 10명 

후쿠오카시 초등학생 10명

함께 만들자!

한일어린이문화

2009년
08.17

~08.21
후쿠오카 일대

부산시 초등학생 10명

후쿠오카시 초등학생 9명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산, 후쿠오카 

<어린이 우정의 해>

2010년 08.21
부산교대 학생회관

소극장

부산시 초등학생 10명

후쿠오카시 초등학생 10명

보고, 듣고, 공감하자! 

<부산, 후쿠오카>

2011년 08.20

후쿠오카 

세이난가쿠인대 

세이난커뮤니티센터

부산시 초등학생 10명

후쿠오카시 초등학생 11명

발견 체험! 

우리들 생활 속의 

한국, 일본

2012년 08.12 부산예술회관
부산시 초등학생 12명

후쿠오카시 초등학생 12명

만남과 관계를 통해 

만들어 가는 미래

•한일 어린이가 꿈꾸는 미래, 한눈에 보는 한일어린이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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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깊었던 한일어린이심포지엄 2011을 마치며…•

윤혜림

한일어린이심포지엄 2011 한국측실행위원회 

 늘 그랬겠지만, 올해도 웃는 얼굴이 아주 예쁜 아이들이 참가했다. 사전학습회를 하는 동안은 

조금은 지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아이스크림 하나면 다시 시끌벅적 떠들어대며 힘을 내는 

아이들이었다. 일본어를 배울 때에도 “선생님 홈스테이에서 음식이 맛이 없으면 어떡해요?”라며 

걱정하던 아이들. 하지만 “홈스테이에서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좋았어요. 괜한 걱정을 했어요.” 

라며 방긋방긋 웃으며 걸어오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한일어린이심포지엄의 본격적인 일정은 한일공동학습회에서 시작된다. 2011년은 부산공동학습회, 

후쿠오카공동학습회, 심포지엄 순으로 진행되었다. 8월의 첫째 주. 많은 관광객 사이에 섞여서 하나둘씩 

나온 일본참가자들은 부산에서 자기 이름이 적힌 플랜카드를 보니 매우 반가운듯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외국인 친구가 어색해하며 손을 내밀자, 작은 손을 마주 잡은 모습에서 반가운 감동이 전해진다.

 첫날 저녁은 홈스테이를 하고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모였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한국 가족들과 

어떻게 지냈을까? “어젯밤에 뭐 하고 놀았니?” 물어보니, 소녀시대와 카라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놀았단다. 한류스타가 이렇게도 공헌을 하는구나 싶었다. 또 한 친구는 일본어 번역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유투브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한다. ‘아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하고 새삼 놀랐다. 어쨌든 

함께 재미있게 놀기 위한 궁리를 해서, 아이들만의 방법을 찾았다는 게 참 기특했다. 좋아하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것이다.

 양국의 공동학습회를 마치고 드디어 한일어린이심포지엄 당일이 되었다. 진지하고 바른 태도로 발표하는 

아이들을 보니 오리엔테이션 때 몸을 꼬며 자기소개를 하던 아이들이 그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발표가 각자의 과제수행과 토론 능력을 기르는 학문적인 수양이었다면, 심포지엄 

활동을 통해서 얻은 큰 수확은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이다.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헤어지던 날 아쉬운 마음에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었던 아이들 모습이 그 증거가 아닐까.

 한일어린이심포지엄이 끝나고 한참 지나 계절도 바뀌었다. 이제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양국은 더 이상 

교과서 속의 이웃 나라가 아닌 내 친구가 사는 나라, 좀 더 알고 싶은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이 경험과 

추억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양국의 우호와 친선의 메신저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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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의 <한국어강좌>는 세 가지 점에서 특별하다. 하나는 재부산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한국어 

전문 강좌라는 것. 다른 하나는 1989년 최초로 체계화된 한국어 교육시스템을 확립했으며, 그 역사 또한 

가장 오래되었다는 것. 마지막 하나는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문화체험의 기회를 함께 

제공해 재부산일본인에게 수준 높은 한국어 사용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돕는 것이다. 협회의 

<한국어강좌>는 1989년부터 초급 및 중급 클래스를 중심으로 연간 2학기씩(학기당 4개월) 진행되었으며, 

2016년까지 56기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2015년부터는 특별한국어강좌를 신설・병행하여, 학생에게 

집중력 있고 특화된 한국어학습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맞춤형 한국어교육은 부산 

및 경남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 호평과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어강좌

韓国語講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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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여고생의 말•

오카다 유미코(한국어강좌 수강생)

 한국어말하기발표회 2013

 저는 업무상 일본어를 잘하고 일본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과 거의 매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한국어 실력이 아직 미흡해서인지 거리에서 

한국어로 나쁜 말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 간혹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매도당했다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댓글로 한국에 대한 욕을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접 매도당한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거기에 동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본 사람들이 

그런 글을 읽으면 “한국에 가면 일본인은 괴롭힘을 당한다.” 또는 “한국은 나쁜 나라다.”라는 선입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본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도 한국 인터넷상에 올라 있고, 그것은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선입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을 이야기들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무책임한 말들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며칠 전에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여고생이 장래 

일본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일본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던데,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편견 없이 일본 

사람들과 접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 아이 

중에서는 일본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제대로 자기 눈으로 일본을 보고 자기 감각으로 

일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정보가 범람하고 그 정보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그 정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눈으로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중립적으로 일본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비칠까? 적어도 우리도 

중립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책임하게 떠다니는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히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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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교육교류, 배우며 서로를 익히다

부산재팬아카데미 

釜山ジャパンアカデミー

 <부산재팬아카데미(BUSAN JAPAN ACADEMY)>는 부산 최초로 설립된 상급 일본어 강좌다. 

<부산재팬아카데미>은 주부산일본국영사관에서 주관하던 <상급일본어강좌>를 전신으로 한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협회는 <상급일본어강좌>를 운영하며 강독, 고급회화, 드라마, 뉴스 등 다양한 

주제로 연간 2회씩 실시했다. 하지만 전문분야에 특화된 최상급 일본어 학습에 대한 지역사회의 

새로운 요구가 증대되자 협회는 2년간의 준비 및 연구 끝에 국제교류기금과 공동으로 2012년 9월 

<부산재팬아카데미>를 개설해, 현재까지 매년 4학기 체제로 운영 중이다. 세계적 수준의 일본어교육 

시스템을 자랑하는 국제교류기금의 커리큐럼과 일본어교육 전문가 과정을 통과한 최고의 일본 원어민 

강사진은 <부산재팬아카데미>의 저력이자 자랑거리다. 현재 <부산재팬아카데미>는 부산에서 최상급 

일본어 교육을 갈구하던 학생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재팬아카데미>는 

여타 일본어강좌에서 접하기 힘든 일본 비즈니스 회화 코스, 일한통역 및 번역 코스, 테마토론 코스를 

강의하고 있으며, 정식 코스를 마스터한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발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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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교육교류, 배우며 서로를 익히다

실시연도 개설시기 장소 강좌명 수강인원 총수강인원

2012년

2학기 협회

일한통역A 15

82

일한통역B 13
비즈니스A 14
비즈니스B 13
시사회화A 11
시사회화B 16

동계집중 협회

시사회화 6

51

비즈니스A 12
비즈니스B 9
일한통역 11
일한통역입문A 7
일한통역입문B 6

2013년

전기 협회

비즈니스A 12

89

비즈니스B 14
비즈니스C 12
시사회화 14
일한통역A 10
일한통역B 5
통역입문A 11
통역입문B 11

하계집중
협회

비즈니스회화 8

44
일한통역입문A 10
일한통역입문B 11

부경대
비즈니스회화 6
일한통역 9

후기
협회

시사회화 8

64
비즈니스회화 14
일한통역 12

부경대
일한통역입문 16
비즈니스회화 14

동계집중
협회

일한통역입문 12

56
시사회화 11
비즈니스회화 10

부경대
일한통역 9
비즈니스회화 14

2014년

전기
협회

비즈니스회화A 13

74

비즈니스회화B 11
일한통역입문 6
일한통역 15

부경대
비지니스회화 14
일한통역입문 15

하계집중
협회

일한통번역입문Ⅰ 9

41
실전비즈니스회화Ⅰ 6
비지니스라이팅 7

부경대
일한통번역입문Ⅰ 13
실전비즈니스회화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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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의 고급일본어강좌, 한눈에 보는 부산재팬아카데미 BJA•

실시연도 개설시기 장소 강좌명 수강인원 총수강인원

2014년

후기
협회

실전비즈니스회화Ⅰ 14

52
일한통번역입문Ⅰ(A) 16

일한통번역입문Ⅰ(B) 12

부경대 일한통번역입문Ⅱ 10

동계집중

협회
일한통번역입문Ⅰ 13

34
실전비즈니스회화Ⅰ 6

부경대
일한통번역입문Ⅰ 9

실전비즈니스회화Ⅰ 6

2015년

전기

협회

비즈니스회화A 13

74

비즈니스회화B 11

일한통역입문 6

일한통역 15

부경대
비즈니스회화 14

일한통역입문 15

하계집중 협회 

일한통번역입문Ⅰ(주) 10

27일한통번역입문Ⅰ(야) 10

실전비즈니스회화Ⅰ 7

후기 협회

일한통번역입문Ⅰ(주) 9

40
일한통번역입문Ⅰ(야) 10

시사회화(테마토론) 9

실전비즈니스회화Ⅰ 12

동계집중 협회

일한통번역입문Ⅰ(A) 13

40
일한통번역입문Ⅰ(B) 11

실전비즈니스회화Ⅰ(A) 9

실전비즈니스회화Ⅰ(B) 7

2016년

전기 협회

일한통번역입문Ⅰ 8

32일한통번역입문Ⅱ 11

실전비지니스회화Ⅰ 13

하계집중 협회
취업을 위한 비즈니스 일본어 13

22
일한통역입문 9

후기 협회
일한통역입문 13

23
회사원을 위한 비즈니스 회화 10

동계집중 협회

일한번역입문 13

30취업을 위한 비즈니스 일본어 8

회사원을 위한 비즈니스 회화 9

2017년

전기 협회

일한통역입문 9

27회사원을 위한 비즈니스 회화 5

일한번역입문 13

하계집중 협회

일한통역입문 10

23한일번역입문 9

일한번역입문 4

총                    합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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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교육교류, 배우며 서로를 익히다

 <JLPT 일본어능력시험>은 국제교류기금과 (재)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전세계 일본어학습자를 

대상으로 일본어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협회는 <JLPT 일본어능력시험>의 공동주최기관으로서 

한국의 영남지역 수험자들에게 온라인 접수 및 시험 실시 후 성적조회와 통지까지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LPT 일본어능력시험>은 국내외 수험자들의 꾸준한 시험 수요 증가와 요청에 따라 

2010년 연간 1회 실시되었던 시험 회수를 연간 2회(7월과 12월) 확대 개편하고, 시험의 레벨 또한 보다 

세분화하였다. 또한 수험자의 일본어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득점등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JLPT 일본어능력시험>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일본어능력검정시험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JLPT 일본어능력시험

JLPT 日本語能力試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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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주최하는 영남지역 JLPT 일본어능력시험•

연도 응시일 시험명 1급 2급 3급 4급 총인원

1989년 12.10 1989년도 일본어능력시험 817 400 401 208 1,826 
1990년 12.09 1990년도 일본어능력시험 1,392 666 612 311 2,981 
1991년 12.08 1991년도 일본어능력시험 1,842 1,187 1,054 565 4,648 
1992년 12.07 1992년도 일본어능력시험 2,405 1,612 1,198 659 5,874 
1993년 12.06 1993년도 일본어능력시험 2,924 2,267 1,952 1,062 8,205 
1994년 12.05 1994년도 일본어능력시험 2,660 2,445 2,063 795 7,963 
1995년 12.04 1995년도 일본어능력시험 2,928 3,012 2,512 1,199 9,651 
1996년 12.03 1996년도 일본어능력시험 2,630 2,903 2,842 1,381 9,756 
1997년 12.07 1997년도 일본어능력시험 2,382 2,671 2,632 1,052 8,737 
1998년 12.06 1998년도 일본어능력시험 3,021 3,804 3,812 1,665 12,302 
1999년 12.05 1999년도 일본어능력시험 3,646 6,023 7,141 2,913 19,723 
2000년 12.03 2000년도 일본어능력시험 4,311 7,158 8,112 2,672 22,253 
2001년 12.02 2001년도 일본어능력시험 5,178 7,934 9,174 2,113 24,399 
2002년 12.01 2002년도 일본어능력시험 5,381 7,798 7,798 1,410 22,387 
2003년 12.07 2003년도 일본어능력시험 5,840 8,003 8,022 1,289 23,154 
2004년 12.05 2004년도 일본어능력시험 5,986 7,807 7,539 1,251 22,583 
2005년 12.04 2005년도 일본어능력시험 6,463 7,766 7,171 1,021 22,421 
2006년 12.03 2006년도 일본어능력시험 7,112 8,980 8,382 986 25,460 
2007년 12.02 2007년도 일본어능력시험 7,996 10,474 9,918 907 29,295 
2008년 12.07 2008년도 일본어능력시험 8,002 10,746 9,283 833 28,864 

2009년
07.05 JLPT 일본어능력시험 1회 7,051 9,942 - - 16,993 
12.06 JLPT 일본어능력시험 2회 8,640 9,893 8,782 712 28,027 

일본어능력시험 시스템 전면 개편(신시험 실시)

연도 응시일 시험명 N1 N2 N3 N4 N5 총인원

2010년
07.04 JLPT 일본어능력시험 1회 5,087 5,425 4,451 - - 14,963 
12.05 JLPT 일본어능력시험 2회 5,775 5,232 4,171 1,655 358 17,191 

2011년
07.03 JLPT 일본어능력시험 1회 4,952 3,886 2,989 933 162 12,922 

12.04 JLPT 일본어능력시험 2회 5,191 3,884 2,947 1,131 306 13,459 

2012년
07.01 JLPT 일본어능력시험 1회 4,088 3,126 2,482 875 157 10,728 
12.02 JLPT 일본어능력시험 2회 4,251 2,924 2,363 874 211 10,623 

2013년
07.07 JLPT 일본어능력시험 1회 3,746 2,678 2,428 827 213 9,892 
12.01 JLPT 일본어능력시험 2회 3,871 2,600 2,127 759 294 9,651 

2014년
07.06 JLPT 일본어능력시험 1회 3,353 2,338 2,019 585 185 8,480 
12.07 JLPT 일본어능력시험 2회 3,420 2,381 1,897 767 261 8,726 

2015년
07.05 JLPT 일본어능력시험 1회 3,007 2,255 2,049 720 196 8,227 
12.06 JLPT 일본어능력시험 2회 3,067 2,518 2,169 798 271 8,823 

2016년
07.03 JLPT 일본어능력시험 1회 2,986 2,443 2,329 850 204 8,812 
12.04 JLPT 일본어능력시험 2회 3,028 2,763 2,675 955 288 9,709 

응시자 누적 총원 154,429 167,944 147,496 36,733 3,106 50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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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교육교류, 배우며 서로를 익히다

 <한일교류장학금>은 부산 권역의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일본인 유학생에게 학업장학금을 

수여하는 사업이다. <한일교류장학금>은 일본인 유학생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한일 우호증진에 

모범이 될 공로가 있는 자를 수여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한일문화교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의 

문화교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한일 우호증진을 위해 타인에게 모범이 될 만한 활동을 한 학생에게 

<한일교류장학금>이 주어진다. <한일교류장학금>은 한일문화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미래세대의 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으로서, 현재에도 차세대 한일 교류 리더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일교류장학금

韓日交流奨学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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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한일을 위한 포석, 한눈에 보는 한일교류장학금•

연도 장학생 장학생 소속

2003년

하마다  유지 부산대학교

기무라 마코토 부경대학교

다카스기 토모미 동아대학교

2004년

히라고오리 타츠야 부산대학교

고미네 나오코 부경대학교

야마모토 아키코 동아대학교

2005년

후시미 아키코 부경대학교

유무라 미치코 부산외국어대학교

가와이 히로미치 동서대학교

2006년

사이키 카츠히로 부산대학교

아사노 준코 부경대학교

소노다 미와 동아대학교

2007년

히로야마 아키요 부산대학교

스와 아키히로 부산외국어대학교

구사바 토시히코 부경대학교

2008년

센코마나미 경성대학교

야마다 아유미 동의대학교

마노 토모에 신라대학교

2009년

이즈모 시오리 부산교육대학교

야마모리 리에코 부산대학교

다케다 유우코 부산외국어대학교

나카가와 아키토 동서대학교

쯔지 카나코 동아대학교

2010년

오노 하루나 부산대학교

오시다 우미카 부산외국어대학교

기시모토 카요 부경대학교

하세가와 치사 동아대학교

2011년

히구치 타다노부 동서대학교

나카데 나호코 부경대학교

구사노 진 부산외국어대학교

2012년 가와쿠보 야스시 한국해양대학교

2013년 야시키 요코 신라대학교 대학원

2014년 다니구치 사츠키 부산외국어대학교

2015년 우에무라 도모코 부산외국어대학교

2016년 세키네 시오리 동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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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회, 한일을 가깝게 하다  교육교류, 배우며 서로를 익히다

 故우치다 켄이치님은 일본 태평양밸브공업에 재직하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파견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기간 중 협회가 하는 한국어강좌를 수강하며 협회와 함께 각종 한일교류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 그리고 일본으로 귀국한 얼마 뒤 2011년, 그는 유명을 달리하셨다. 이에 

고인의 유가족은 생전 우치다 켄이치님의 남달랐던 한국 사랑을 추억하며, 그의 유산 중 일부를 협회에 

기탁하며 미래의 한일 교류에 공헌할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다. 그래서 

협회는 <우치다켄이치 장학금>을 조성하여, 2012년부터 매년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명씩을 선발하여 

<한일우호의 밤> 행사에 우치다 켄이치님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협회는 우치다 켄이치님의 

한국 사랑과 유가족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한일이 함께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우치다켄이치 장학금

内田賢一奨学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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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눈에 보는 우치다켄이치 장학금•

연도 장학생 장학생 소속

2012년
기시모토 마리코 부경대학교

정재현 신라대학교

2013년
세키네 시오리 동의대학교

이동민 동아대학교

2014년
고자이 도모코 부산대학교

권병호 신라대학교 

2015년
다케시타  치카 부경대학교

정태식 동아대학교

2016년
이시즈카 치아키 신라대학교

정병규 동아대학교

•우치다켄이치님 약력

1948.10 일본 구마모토 출생 

2000~2007 태평양밸브공업주식회사 한국지사장 근무

2005~2006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한국어강좌 수강

2011.10 별세

2012.02 한일우호기금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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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협회, 30년을 기록하다

 역대 회장 및 이사장 재임기간 Ι 역대임원 재임기간 Ι 현직 임원단 Ι 전현직 직원
수상실적 Ι 주요사업실적 Ι 일본대지진 관련 구호의연금 지원 

한일청년교류회 Ι 아시안프렌드Ι 30년 세부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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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역대 이사장

     사회단체 역대 회장

제2대  오강웅(吳康雄)

회장    윤명길(尹明吉)

재임기간 

2004. 06.01~2008. 05.31

제1대  고송구(高松久)

회장    손해식(孫海植)

재임기간 

2000. 06.01~2004. 05.31

제3대 윤명길(尹明吉)

회장   박명흠(朴明欽)

재임기간 

2008. 06.01~2012. 05.31

1대~4대

최성천(崔性玔)

재임기간 

1987. 11~1994. 08

5대~7대

고송구(高松久)

재임기간 

1995. 03~2000. 05

1.역대 회장 및 이사장 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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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역대 이사장

제4대 박명흠(朴明欽)

회장   손동주(孫東周)

재임기간 

2012. 06.01~2016 05.31

제5대 손동주(孫東周)

회장   김영건(金榮建)

재임기간 

2016. 06.01~2017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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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역대 임원 재임기간

임원 성명 재임 연도 재임 임원직

강성봉 

삼성여자고등학교 이사장

1989~1996 운영위원

1997 감사

1998~2000.6 운영위원

2000.6~2004.6 감사

2004.6~2016.6 부회장

2016.6~현재 고문

강승호 

종합법률사무소 혜담 대표변호사
2016.6~현재 이사

고송구 

신아흥업(주) 대표이사

1987~1993 부회장

1994~2000.6 회장

2000.6~2004.6 이사장

2004.6~2008.6 명예이사장

2008.6~현재 고문

곽규택 

곽규택법률사무소 변호사
2016.6~현재 이사

권해호 

권해호회계사무소 세무사

1987~2000.6 운영위원

2000.6~2004.6 이사

2004.6~2016.6 부회장

2016.6~현재 고문

(성명 순서는 가, 나, 다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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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임원진 재임기간

임원 성명 재임 연도 재임 임원직

김남순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2008.6~현재 이사

김대식 

동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2004.6~2008.6 이사

김동률 

SK증권 구서지점장
2016.6~현재 이사

김무남 

부산안전생활실천시민 연합 공동대표

1999~2000.6 운영위원

2000.6~2004.6 이사

김영건 

갤러리안과 원장

1998~2000.6 운영위원

2000.6~2016.6 이사

2016.6~현재 회장

김일균 

㈜아주관광 대표이사
1989~1997 운영위원

김정규 

동남은행 은행장
1989~1994 운영위원

김정숙 

동방꽃꽂이 이사

1996~1998 운영위원

2000 운영위원

김종원 

㈜삼우화학공업 대표이사

1989~1996 운영위원

1997~2000.6 부회장

김종한 

㈜우신시스템 대표이사
1989~1993 운영위원

김진교 

동원산업 대표이사
1994~1995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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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성명 재임 연도 재임 임원직

김태석 

동의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교수
2008.6~2017.08. 이사

김현숙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2008.6~2016.6 이사

2016.6~현재 부회장

中野智昭 

일본청년국제교류기구 부회장
2016.6~현재 이사

도홍길 吉

아름에셋 회장

2004.6~2008.6 이사

2008.6~현재 감사

박명흠

다도우라센케담교회부산협회 회장

1995~2000.6 운영위원

2000.6~2004.6 이사

2004.6~2008.6 부회장

2008.6~2012.6 회장

2012.6~2016.6 이사장

2016.6~현재 고문

박수자 

동다송문화회 회장

1996~2000 운영위원

2000.6~2016.6 이사

2016.6~현재 부회장

박영수 

㈜YJ조선 총무이사
2004.6~2008.6 이사

박영충 

세방금속(주) 대표이사

1989~2000 운영위원

2000.6~2004.6 이사

2004.6~2008.6 감사

2008.6~2016.6 부회장

2016.6~현재 고문

박청정 

부일여자중학교 교감

1997~2000 운영위원

2006.6~2004.6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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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성명 재임연도 재임 임원직

서운학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사장
1991~1993 운영위원

성한경 

신한여객 대표이사
1989~1993 운영위원

손동주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2006.6~2010.6 이사

2010.6~2012.6 부회장

2012.6~2016.6 회장

2016.6~현재 이사장

손열 

KBS 편집부장
1989~1993 운영위원

손해식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1987~1996 운영위원

1997~2000 부회장

2000.6~2004.6 회장

2004.6~2008.6 명예회장

2008.6~2016.6 고문

신후범 

(주)현대칼라 대표이사

1989~1996 운영위원

1997.11. 부회장

안기웅 

ABC안과 행정부원장
2016.6~현재 이사

오강웅 

태공보세장치장 대표이사

1995~1996 운영위원

1997~2004.6 부회장

2004.6~2008.6 이사장

2008.6~2012.6 명예이사장

2012.6~현재 고문

오경록 

원봉빌딩 대표
1995~1996 운영위원

유충렬 

부경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1993~2000 운영위원

2000.6~2010.6 이사

 ◎● 역대 임원진 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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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성명 재임 연도 재임 임원직

윤명길 

㈜동남 대표이사

1989~1996 운영위원

1997~2004.6 부회장

2004.6~2008.6 회장

2008.6~2012.6 이사장

2012.6~2016.6 명예이사장

2016.6~현재 고문

이병찬 

삼일회계법인 영남본부장

2004.6~2008.6 이사

2008.6~2012.6 감사

2012.6~2016.6 부회장

2016.6~현재 고문

이상준 

㈜화인 대표이사
2016.6~현재 이사

이성수 

이성수 한의원 원장
2010.6~2012.6 이사

이운조 

법무법인 서면 변호사
1989~1992 운영위원

이운호 

이운호 법률사무소 변리사
1991~1993 운영위원

이인준 

새부산예식장 대표이사
1989~1993 운영위원

이재영 

한일꽃문화회 회장

1994~2000.6 운영위원

2000.6~2004.6 이사

2004.6~2016.6 부회장

2016.6~현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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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성명 재임 연도 재임 임원직

이춘식 

이춘식안과의원 원장
1994~1997 운영위원

임준상 

㈜해성 대표이사
1989~1993 운영위원 

장청수 

한국플라스틱상사 대표
1989~1993 운영위원

정기영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창의융합 학부 교수

2000.6~2016.6 이사

2016.6~현재 부회장

정길영  

㈜현대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1994~1996 운영위원

정충영  

㈜삼보상사 사장
2016.6~현재 이사

조만석  

㈜삼부통운 대표이사

1989~2000.6 운영위원

2000.6~2008.6 부회장

조수형  

백성사 대표
1989~1993 운영위원

천병태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87~1991 부회장

최광준 

신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2008.6~현재 이사

최상진 

학교법인 동성 기획실장
1991~1994 운영위원

최성천 

최성천성형외과의원 원장
1987~1994 초대 회장

최태양 

럭키증권 투자고문
1989~1994 운영위원

하숙경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사무처장

1994~1998 사무차장

1999~2015 사무국장

2016.6~현재 이사 겸 사무처장

 ◎● 역대 임원진 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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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직 임원단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책

이 사 장 손동주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교수

회     장 김영건 갤러리안과 원장

고     문

고송구 신아흥업(주) 대표이사

오강웅 태공보세장치장(주) 대표이사

윤명길 참손푸드(주) 대표이사

박명흠 다도우라센케담교회부산협회 회장

박영충 세방금속(주) 대표이사

권해호 권해호회계사무소 세무사

이재영 부산한일꽃문화회 회장

강성봉 삼성여자고등학교 이사장

이병찬 삼일회계법인 영남본부장

渕田 護 다카시마로타리클럽 전회장

小﨑 博保 다카시마로타리클럽 전회장

森田 桂价 다카시마로타리클럽 전회장

일본측 부회장 本庄 敏彦 다카시마로타리클럽 전회장

대외 부회장 박수자 동다송문화회 회장

문화교류 부회장 김현숙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교육교류 부회장 정기영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창의융합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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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소속 및 직책

이    사 

김남순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최광준 신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조문수 다솜의원 원장

이상준 ㈜화인 대표이사

정충영 ㈜삼보상사 사장

김동률 SK증권 구서지점장

안기웅 ABC 안과 행정 부원장 

곽규택 곽규택법률사무소 변호사

강승호 종합법률사무소 혜담 대표변호사

하숙경 협회 사무처장

中野 智昭 일본청년국제교류기구(IYEO) 부회장

감사 도홍길 (주)아름에셋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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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현직 직원 (사무처) 

직원 성명 직원 재직 연도 직책

박명흠 1989~1994 사무국장

김귀화 1989~1993 직원

이선진 1994~1995 직원

강미정 1995~1996 직원

조언주 1997~2001 대리

김은경 2001~2004 직원

김경선 2004~2010 직원

박나영 2002~2004 직원

김가나 2004~2006 주임

이윤지 2008~2009 직원

윤혜림 2009~2014 주임

허정아 2011~2014 주임

이경희 2015~2016 주임

재직중인 직원

하숙경 1994~현재 사무처장

오세웅 2000~현재 차장

문원규 2009~현재 과장

김현아 2016~현재 직원

김혜련 2015~현재 직원



173

   5.협회, 30년을 기록하다

5.수상실적

국제교류기금 선정 국제교류장려상 수상

1998.10.05. 도쿄 국제교류포럼

<국제교류장려상>은 세계인에게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제문화교류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으며, 장래에도 이와 같은 활약이 기대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국제교류기금이 수여하는 상이다. 

우리 협회는 1998년 10월 5일 도쿄의 국제교류포럼에서 <국제교류장려상>을 받으며, 한일 간의 거리감을 

극복하며 다진 두 나라 국민들의 문화교류와 상호이해의 공로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 이날 협회는 

상장과 함께 200만 엔의 부상을 받았다.

 ◎● 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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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일한문화교류기금상 수상  2003.08.23. 부산롯데호텔

 <일한문화교류기금상>은 문화와 예술 교류 분야에서 활동하며 한일 우호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한 

한국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일본의 일한문화교류기금에서 창설한 상이다. 이 상의 제4회 수장자로 우리 

협회의 고송구 이사장이 선정되었으며, 2003년 8월 23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수상식이 시행되었다. 이날 

고송구 이사장은 상장과 함께 500만 원의 부상을 받았다.

한일교류 공로인정 일본외무대신상 수상  2005.07.08.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총영사관저

<일본외무대신상> 수상은 우리 협회가 쌓아온 한일민간교류의 공적을 일본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고 

감사를 표했다는 점에서 뜻 깊다. 한일 양국의 국민의 만남을 주선하며, 문화적 교류와 함께 교육적 

교류를 함께 병행해온 협회의 노고가 빛을 발하며, 2005년 7월 8일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관저에서 이 

상의 표창단체로서 우리 협회가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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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송구 명예이사장 일본정부 훈장 욱일쌍광장 수상  2006.06.07.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총영사관저

 일본의 욱일쌍광장은 지역 차원에서 한일 양국의 우호친선과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현격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고송구 명예이사장은 우리 협회의 오랜 봉사자로 일하며 한국과 일본의 민간 

차원 문화교류에 물심양면으로 힘써왔다. 이에 그 공로를 인정받은 고송구 명예이사장은 2006년 6월 7일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관저에서 욱일쌍광장을 서훈 받았다. 

윤명길 이사장 일본정부 훈장 욱일소수장 수상  2014.11.03.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총영사관저

 일본의 욱일소수장은 한일 양국의 우호교류와 상호 간 친선 증대에 혁혁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우리 협회의 윤명길 명예이사장은 한일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며,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서 양국의 경제협력발전에 괄목할 성과를 남겼다. 이에 그 공로를 인정받은 윤명길 

명예이사장은 2014년 11월 3일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관저에서 욱일소수장을 서훈 받았다. 

 ◎● 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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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요사업 실적    방한 방일 교류인원 실적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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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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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요사업 실적    연도별 실시사업 수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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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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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요사업 실적    JLPT 일본어능력시험 접수 인원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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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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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시 큰 피해를 입은 이웃나라 일본인들의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부산시민들의 뜻을 모아 우리 

협회에는 3차례에 걸쳐 구호의연금 모금운동을 실시했다. 2004년 10월 니가타현 츄에츠 대지진의 

피해주민을 돕기 위해 시작된 구호의연금 운동은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2016년 4월 구마모토 

대지진을 위한 도움의 손길로 이어졌다. 자연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이 부서진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서로 돕는 인도적 구호의 모습은 어떤 한일우호교류보다 값졌다. 일본의 피해주민이 겪는 슬픔을 

걱정하는 부산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총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구호의연금을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을 

통해 전달했다. 

7.일본대지진 관련 구호의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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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일청년교류회

 <한일청년교류회>는 부산의 대학생들이 일본어 스터디와 한일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0년 2월에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산하단체로 발족한 청년회다. 발족 당시의 이름은 <갈매기청년회>이었으며, 

2001년에 명칭을 공식 변경했다. <한일청년교류회>는 한일친선등반대회, 한일가요경연대회 등을 

주최하며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친선을 다지는데 그 역할을 혁혁히 수행했다. 또한 협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류사업에 참가하며 일본문화를 직접 학습하고,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메신저 역할을 

현장에서 담당해 왔다. 이러한 <한일청년교류회> 사업이 청년회원들의 미래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도 많다. <한일청년교류회>에서 활동하며 실력을 갈고 닦은 다수의 청년회원들은 대학 졸업 후, 

일본 진출 및 한일교류 분야의 직종으로 나아가 뜻을 펼치고 있다. 2001년 이후 조직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한일청년교류회>는 지금도 부산의 한국인 대학생과 일본인 유학생을 잇는 가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한일청년교류회>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류, 봉사, 학습 프로그램 등은 부산 

한일대학생들의 만남의 장이 되어주고 있다. 앞으로도 <한일청년교류회>는 한일교류를 바라는 청년들을 

위해 계속 역할을 다할 것이다. 

   5.협회, 30년을 기록하다

 ◎● 한일청년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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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청년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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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SIAN FRIEND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아시안프랜드(Asian Friend)는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의 문화교류행사 및 활동후기를 기록하여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작된 기관지로 1989년 부터 발행해 온 정기 간행물이다. 

 매년 1회씩 발간되던 아시안프렌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계간지로 그 형태를 바꾸어 연간 4회로 

발행하여 독자들을 찾았으며, 2011년 이후는 다시 연간 1회씩 발간하고 있다.

 책자로 제작된 아시안프랜드는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홈페이지(www.kojac.or.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PDF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정기간행물 등록증                                      1999년 창간호                                           1990년 제2호

             1991년 제3호                                               1992년 제4호                                              1993년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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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제6호                                               1995년 제7호                                          1996년 제8호

               1997년 제9호                                               1998년 제10호                                          1999년 제11호

               2000년 제1호                                               2001년 제2호                                               2002년 제3호

 ◎●  Asian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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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제4호                                               2002년 제5호                                           2003년 제6호

               2003년 제7호                                               2004년 제8호                                           2004년 제9호

               2005년 제10호                                           2005년 제11호                                           2005년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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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ian Friend

               2005년 제13호                                           2006년 제14호                                           2006년 제15호

               2006년 제16호                                           2007년 제17호                                           2007년 제18호

               2007년 제19호                                           2008년 제20호                                           2008년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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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제22호                                           2009년 제23호                                           2009년 제24호

               2009년 제25호                                           2010년 제26호                                           2010년 제27호

               20107년 제28호                                           2011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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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Asian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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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0년 세부연표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1987 09.15 협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예비모임

10.03 발기인 총회

11.12 창립총회

11.26 부산직할시 사회단체 등록필(등록번호 제74호)

12.12 제1회 운영위원회 개최

12.23 일본문화영화감상회

1988 01.05 일한홈스테이 실시협회 우에야마 노보루 회장 친선 방문

02.06 ~ 06.25 제1기 재부산일본인을 위한 한국어강좌 개설

02.20 다카시마로타리클럽 관계자 친선방문

03.18 일본문화영화감상회

03.25 교토APOF(아시아태평양우호협회) 학생방한 홈스테이 실시

04.02 제2회 운영위원회 개최

05.31 ~ 11.29 제1기 일본어강좌 개설

10.27 일본아시아태평양우호협회(APOF) 임원단 친선방문

11.11 ~ 11.13 한일지역 간 문화교류 연극공연 후원

11.18 제3회 운영위원회 개최

12.14 창립1주년기념 정기총회 개최 

1989 01.09 한국청소년 교토지역 홈스테이 실시

02.28 ~ 04.29 극단처용극장 일본공연 후원

03.01 일본문화영화감상회

03.29 ~ 03.31 극단처용극장 부산시범공연 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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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세부연표  

05.03 교토일한문화교류협회 니시오 아키라 고문 방한

07.04 제4회 운영위원회 개최

07.18 일본국제교류기금 일본어능력시험 공최기관 선정

08.01 제2기 일본어강좌 개설

09.18 ~ 10.13 일본어능력시험 접수처 설치 및 접수 실시

09.23 ~ 02.25 제2기 한국어강좌 개설

10.16 Asian Friend 부산직할시 등록필(등록번호 제부산아1호)

10.20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 주최 교토부야와타시의회 의원당 

환영회

11.04 제6회 일본어변론대회 후원

11.04 신주쿠료잔파쿠 <천년의 고독> 초청공연 특별후원

11.07 이부끼식품유통협동조합 주최 한일수산식품무역촉진회 후원

11.09 아시아태평양우호협회(APOF) 임원 및 회원단 친선방문

12.10 1989년도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12.20 Asian Friend 창간호 발간

12.22 한일친선의 밤 개최

1990 03.13 제5회 운영위원회 개최

04.04 ~ 04.05 교겐 부산공연 공동주최

04.14 ~ 09.08 제3기 한국어강좌 개설

07.25 ~ 07.29 중고생 일본홈스테이 파견

07.31 ~ 08.01 구마모토 일한소년의 배 홈스테이 실시

08.06 ~ 08.10 한일소년야구교환회 개최

08.25 ~ 08.27 일본대학생 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09.16 ~ 09.19 극단처용극장 도쿄공연 후원

09.17 ~ 10.12 일본어능력시험 접수

09.30 ~ 10.09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 파견



          

194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10.20 ~ 03.09 제4기 한국어강좌 개설

11.24 제7회 일본어변론대회 공동주최

12.09 1990년도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12.20 <한일문화교류의 밤> 개최

12.20 Asian Friend 제2호 발간

12.27 ~ 01.10 제4회 까치가라스계획 참가

1991 02.07 일본측 단체회원(다카시마로타리클럽) 친선방한단 환영회

02.09 협회산하 <갈마기청년회> 발족

03.23 ~ 03.24 일본대학생 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04.20 ~ 09.14 제5기 한국어강좌 개설

05.19 제1회 한일친선등반대회(갈매기청년회 주최)

06.01 ~ 06.02 가고시마현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07.28 ~ 08.11 제6회 작은지구계획 참가

08.07 ~ 08.08 구마모토 일한소년의 배 홈스테이 실시

08.17 제12회 킹키세넨요죠대학생 친선교류 실시

08.21 ~ 08.24 한일소년야구대회 실시

09.01 ~ 09.06 APOF 대학생 한국연수 주관

09.14 제1회 한국가요경연대회(갈매기청년회 주최)

09.16 ~ 10.11 일본어능력시험 접수

10.05 ~ 10.06 오키나와현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10.19 ~ 03.25 제6기 한국어강좌 개설

10.25 ~ 10.28 <지구공감심포지엄'91>참가자 파견

10.26 제8회 일본어변론대회 공동주최

11.06 ~ 11.13 교육관계자 방일연수 파견

11.16 ~ 11.17 후쿠시마현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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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한일문화교류의 밤> 개최

11.25 Asian Friend 제3호 발간

12.08 1991년도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12.15 야마토마치 국제로드레이스 출전선수 파견

12.29 제5회 까치가라스계획 참가

1992 01.11 ~ 01.20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단 파견

03.07 ~ 03.08 일본대학생 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03.25 사가현-부산 소년소녀친선교류회

04.04 ~ 08.29 제7기 한국어강좌 개설

04.18 ~ 04.19 나가사키현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06.06 ~ 06.07 미야기현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07.25 ~ 07.30 히로시마시 청소년방한단 홈스테이 실시, 친선교류

07.26 ~ 08.09 제7회 작은지구계획 참가

08.04 ~ 08.05 구마모토 일한소년의 배 홈스테이 실시

08.29 제2회 한국가요경연대회(갈매기청년회 주최)

09.07 ~ 10.09 일본어능력시험 접수

10.03 ~ 10.09 일한문화교류기금 초청 부산문화인방일단 파견

10.17 ~ 10.18 아오모리현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10.17 ~ 02.03 제8기 한국어강좌 개설

10.24 제9회 일본어변론대회 공동주최

10.25 제2회 한일친선등반대회(갈매기청년회 주최)

11.06 <한일문화교류의 밤> 개최

11.06 Asian Friend 제4호 발간

11.07 ~ 11.08 한국교육부 초빙 일본대학생 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12.02 ~ 12.09 교육관계자 방일연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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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제11회 사가 가와카미쿄 로드레이스대회 참가

12.07 1992년도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12.27 ~ 01.10 제6회 까치가라스계획 참가

1993 01.07 다카시마로타리클럽 청소년연수단 방한

02.02 ~ 02.11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단 파견

03.20 ~ 03.21 지구공감심포지엄 93' 참가

03.27 사가현-부산 소년소녀친선교환회

04.08 ~ 04.17 고지마야 만스게 극장 초청공연 후원

04.17 ~ 08.28 제9기 한국어강좌 개설

04.24 ~ 04.25 구마모토현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05.12 일본측 단체회원(다카시마로타리클럽) 방한

05.22 아시아태평양우호협회(APOF) 창립5주년 기념행사 참가

06.05 제1회 한일볼링대회 

06.05 ~ 06.06 군마현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06.14 일본모노드라마 연극단 환영리셉션

07.25 ~ 08.08 제8회 작은지구계획 참가

07.27 ~ 07.28 구마모토 일한소년의 배 홈스테이 실시

08.08 ~ 08.09 이문화연구회 방한단 홈스테이 실시

08.28 ~ 08.29 돗토리대학생방한단 홈스테이 실시

09.04 제3회 한국가요경연대회(갈매기청년회 주최)

09.10 ~ 09.11 후쿠오카 여성우호의 날개 방한단 홈스테이 실시

09.13 ~ 09.18 일본어능력시험 접수

09.18 ~ 09.19 사이타마현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10.11 ~ 10.17 일한문화교류기금 초청 부산문화인방일단 파견

10.16 ~ 03.26 제10기 한국어강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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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제10회 일본어변론대회 공동주최

11.02 ~ 11.11 한국교육부 초빙 일본대학생 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11.11 한일친선재즈콘서트(APOF공동주최)

11.29 <한일문화교류의 밤> 개최

11.29 Asian Friend 제5호 발간

12.06 1993년도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12.26 ~ 01.09 제7회 까치가라스계획 참가

1994 01.18 ~ 01.27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단 파견

02.01 ~ 02.10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단 파견

02.25 한일문화강연회 <어느 일본지식인의 학국관>

04.09 ~ 08.27 제11기 한국어강좌 개설

05.09 나가노현 JC 관계자 방한단 교류회

05.14 ~ 05.15 아이치현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05.28 가미쓰시마마치 홈스테이 실시 토모노카이 회원 방문

06.11 ~ 06.12 히로시마현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07.19 ~ 07.28 부산교원 방일연수단 파견

07.22 ~ 08.01 가미쓰시마마치 대학생 홈스테이 실시교류 실시

07.24 ~ 08.07 제9회 작은지구계획 참가

08.20 제4회 해외우호친선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08.21 사가현 시오다마치 초등학생 방한단

09.03 제4회 한일가요경연대회(갈매기청년회주최)

09.12 ~ 10.07 일본어능력시험 접수

10.11 ~ 10.17 일한문화교류기금 초청 부산문화인방일단 파견

10.15 ~ 02.25 제12기 한국어강좌 개설

10.22 ~ 10.24 한국교육부 초빙 일본대학생 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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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제11회 일본어변론대회 공동주최

11.15 ~ 11.22 교육관계자 방일연수 파견

11.21 <한일문화교류의 밤> 개최

11.21 Asian Friend 제6호 발간

11.26 ~ 11.27 키타규슈시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12.05 1994년도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12.06 ~ 12.09 가미쓰시마-부산 중학생 교류실시

12.25 ~ 12.29 힛포패밀리클럽 홈스테이 실시

12.27 ~ 01.10 제8회 히젠마치 까치까치교류 참가

1995 01.17 ~ 01.26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단 파견

02.07 ~ 02.16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단 파견

04.15 ~ 08.26 제13기 한국어강좌 개설

04.22 ~ 04.23 이바라기현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05.16 다카시마로타리클럽 방문

05.21 한일친선등반대회(갈매기청년회 주최)

05.27 ~ 05.28 아키타현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06.20 ~ 06.26 <현대일본판화부산전> 개최

07.24 ~ 08.02 가미쓰시마마치 초청 대학생 홈스테이 실시

07.24 ~ 08.07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 실시

07.24 ~ 08.07 제10회 작은지구계획 참가

08.17 ~ 08.19 교토 <한일신세대포럼 방한단> 홈스테이 실시

08.22 ~ 08.31 부산교원 방일연수단 파견

08.24 한일문화강연회 <한일간의 잊을 수 없는 역사>

08.24 ~ 08.26 일한청년교류회(JAPKO) 방한단 홈스테이 실시

08.25 ~ 08.28 가미쓰시마-부산 중학생 교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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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 10.06 일본어능력시험 접수

10.14 ~ 10.15 미에현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10.17 ~ 10.24 일한문화교류기금 초청 부산문화인방일단 파견

10.21 ~ 02.24 제14기 한국어강좌 개설

10.28 제12회 일본어변론대회 공동주최

11.03 ~ 11.05 한국교육부 초빙 일본대학생 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11.04 한일친선등반대회

11.14 ~ 11.21 교육관계자 방일연수 파견

11.17 하세가와 츠네오 교수 강연회

11.28 <한일문화교류의 밤> 개최

11.28 Asian Friend 제7호 발간

12.04 1995년도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12.27 ~ 01.10 제9회 히젠마치 까치까치교류 참가

1996 01.16 ~ 01.25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단 파견

02.06 ~ 02.15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단 파견

03.09 ~ 03.11 한국교육부 초빙 일본대학생 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03.23 ~ 03.24 니가타국제정보대학생 방한단 홈스테이 실시

04.16 ~ 08.22 제1기 일본어강좌 개설

04.20 ~ 04.21 오이타현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04.27 ~ 08.31 제15기 한국어강좌 개설

05.18 ~ 05.19 효고현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05.19 한일친선등반대회

06.22 ~ 06.23 야마나시현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06.28 ~ 07.07 일본국제교류기금 순회사진전 <지구별의 아이들> 개최

07.11 ~ 07.23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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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 08.08 힛포패밀리클럽 방한단 홈스테이 실시

07.28 ~ 08.11 제11회 작은지구계획 참가

07.30 ~ 08.08 부산교원 방일연수단 파견

08.16 ~ 08.26 가미쓰시마마치 대학생 홈스테이 실시교류 실시

08.20 ~ 08.23 교토 <한일신세대포럼 방한단> 홈스테이 실시

08.27 ~ 08.30 가미쓰시마-부산 중학생 교류실시

09.09 ~ 10.05 일본어능력시험 접수

09.10 ~ 02.20 제2기 일본어강좌 개설

09.14 ~ 09.15 도쿄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10.03 한일대학생 야유회(갈매기청년단 주최)

10.12 ~ 10.13 고베시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10.15 ~ 02.22 교육관계자 방일연수 파견

10.19 ~ 02.22 제16기 한국어강좌 개설

10.22 ~ 10.28 일한문화교류기금 초청 부산문화인방일단 파견

11.02 제13회 일본어변론대회 공동주최

11.02 ~ 11.04 한국교육부 초빙 일본대학생 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11.26 <한일문화교류의 밤> 개최

11.26 Asian Friend 제8호 발간

12.03 1996년도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12.28 ~ 01.11 제10회 히젠마치 까치까치교류 참가

1997 01.16 ~ 01.25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단 파견

01.23 ~ 01.27 힛포패밀리클럽 규슈지역 홈스테이 참가

02.04 ~ 02.13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단 파견

02.27 히젠마치국제교류협회 관계자 방문

03.08 ~ 03.10 한국교육부 초빙 일본대학생 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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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 03.21 니가타국제정보대학생 방한단 홈스테이 실시

04.09 ~ 08.30 제3기 일본어강좌 개설

04.12 ~ 08.30 제17기 한국어강좌 개설

05.09 ~ 05.12 협회 임원단 가미쓰시마마치국제교류협회 방문

06.25 ~ 07.06 현대일본예술가에 의한 <샤라쿠재해석전> 개최

07.05 ~ 07.10 교토 <한일신세대포럼> 참가

07.08 ~ 07.17 부산교원 방일연수단 파견

07.13 ~ 07.27 제12회 작은지구계획 참가

07.28 ~ 07.30 일한합동수업연구회 교원 홈스테이 실시

07.28 ~ 08.04 가미쓰시마마치 초청 대학생 홈스테이 실시

07.28 ~ 08.04 가미아가타마치 초청 대학생 홈스테이 실시

08.23 ~ 08.26 교토 <한일신세대포럼 방한단> 홈스테이 실시

09.01 ~ 09.20 일본어능력시험 접수

09.27 ~ 09.28 후쿠시마현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10.07 ~ 10.14 교육관계자 방일연수 파견

10.11 ~ 10.12 돗토리현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10.11 ~ 02.28 제18기 한국어강좌 개설

10.21 ~ 10.28 일한문화교류기금 초청 부산문화인방일단 파견

10.25 제14회 일본어변론대회 공동주최

11.01 ~ 11.03 한국교육부 초빙 일본대학생 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11.18

<한일문화교류의 밤> 개최 창립10주년기념사업 실시 

*故 벽암 최성천 회장 추모문집 발간 

*니시오 아키라 교수 <한국워칭> 번역집 <또 하나의 한국> 

출판 *니시오 아키라 교수 부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직

12.07 1997년도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12.27 ~ 01.10 제11회 히젠마치 까치까치교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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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01.18 ~ 01.22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단 파견

02.03 ~ 02.12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단 파견

03.07 ~ 03.09 일본대학생 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03.30 Asian Friend 제9호 발간

04.11 ~ 08.01 제19기 한국어강좌 개설

06.13 ~ 06.24 <현대일본포스터전> 개최

07.20 ~ 08.03 제13회 작은지구계획 참가

07.21 ~ 07.31 가미쓰시마마치 초청 대학생 홈스테이 실시

07.21 ~ 07.31 가미아가타마치 초청 대학생 홈스테이 실시

07.22 가미쓰시마마치 정장 방문

07.24 ~ 07.31 교토 <한일신세대포럼 방한단> 참가

07.27 ~ 07.30 힛포패밀리클럽 규슈지역 홈스테이 참가

08.03 ~ 08.17 제12회 와카바와의 교류 참가

08.07 ~ 08.10 가미쓰시마마치 중학생 부산 홈스테이 실시

08.12 ~ 08.15 교토 <한일신세대포럼 방한단> 홈스테이 실시

08.19 ~ 08.22 중학생 쓰시마 홈스테이 실시

08.19 ~ 08.23 힛포패밀리클럽 방한단 홈스테이 실시

08.21 ~ 08.24 호슈외교세미나 참가

08.31 ~ 09.19 일본어능력시험 접수

09.12 ~ 01.30 제20기 한국어강좌 개설

09.26 ~ 09.27 나라현 교원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10.05 일본국제교류기금 선정 <국제교류장려상> 수상

10.15 ~ 10.17 쓰시마 한국요리 강습회 실시

10.20 ~ 10.27 일한문화교류기금 초청 부산문화인방일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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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제15회 일본어변론대회 공동주최

11.20 <한일문화교류의 밤> 개최 및 국제교류장려상 수상기념

11.20 Asian Friend 제10호 발간

12.06 1998년도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1999 01.09 ~ 01.18 규슈문화탐방 참가

01.29 ~ 02.04 힛포패밀리클럽 간사이지역 홈스테이 실시

02.06 ~ 02.12 <한일 아동, 학생미술교류전> 개최

03.04 일본대중음악의 50년 <그 주류와 언더그라운드> 강연회 실시

03.06 ~ 03.08 일본대학생 방한연수단 홈스테이 실시

03.20 ~ 07.24 제21기 한국어강좌 개설

05.13 사무국 이전(부산시 동구 초량동 소재)

05.29 ~ 05.30 일본교류협력관계자 방한단 홈스테이 실시 실시

05.31 ~ 06.06 <만요-스즈키 야스마사展> 개최

07.24 ~ 08.09 제14회 작은지구계획 참가

07.26 ~ 08.06 가미쓰시마마치 초청 대학생 홈스테이 실시

07.26 ~ 08.06 가미아가타마치 초청 대학생 홈스테이 실시

08.01 ~ 08.06 힛포패밀리클럽 나고야지역 홈스테이 실시

08.01 ~ 08.12 제13회 와카바와의 교류 참가

08.04 ~ 08.10 힛포패밀리클럽 규슈지역 홈스테이 실시

08.15 ~ 08.18 교토 <한일신세대포럼 방한단> 홈스테이 실시

08.17 ~ 08.20 부산 중고생 쓰시마 홈스테이 파견

08.20 ~ 08.24 가미쓰시마 중고생 부산 홈스테이 실시 초청

08.20 ~ 08.24 힛포패밀리클럽 방한단 홈스테이 실시

08.20 ~ 08.24 호슈외교세미나 참가

08.30 ~ 09.18 일본어능력시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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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01.29 제22기 한국어강좌 개설

10.12 ~ 10.19 일한문화교류기금 초청 부산문화인방일단 파견

10.13 ~ 10.30 부산 재팬위크 공동개최

10.13 마치다 미츠구 교수 초청 강연회

10.14 ~ 10.20 일본현대건축사진전 개최

10.19 히타치시 방한문화교류단 교류회

10.20 ~ 10.27 히라야마 이쿠오 판화전 개최

10.23 부산, 쓰시마 향토예능교류회 개최

10.23 ~ 10.27 부산, 쓰시마 사진교류전 개최

10.30 제16회 일본어변론대회 공동주최

11.19 <한일문화교류의 밤> 개최

11.19 Asian Friend 제11호 발간

12.05 1999년도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2000 01.14 사단법인 설립 결의

01.28 ~ 02.06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 실시

02.13 ~ 02.22 부산지역 대학생 방일연수 간사이지역 문화탐방

03.18 ~ 07.29 제23기 한국어강좌 개설

03.31 사단법인 발기인회 개최

05.04 ~ 05.07 동아대학교 음악학부 음악교류 후원

06.10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득(외교통상부 제371호)

06.29 일본창가 강연회 개최

06.30 사단법인 설립 등기 완료 초대이사장 고송구 취임

07.01 ~ 07.03 가미쓰시마마치 웃돈축제 민속공연단 파견

07.10 ~ 07.15 일본 인형전시회 개최

07.21 대한해협횡단트라이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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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 ~ 07.24 가미아가타마치-부산 중학생 문화교류 참가

07.21 ~ 07.30 교토 <한일신세대포럼 방한단> 참가

07.24 ~ 08.04 쓰시마 대학생 홈스테이 실시

07.27 ~ 08.01 힛포패밀리클럽 간사이지역 홈스테이 실시

07.29 ~ 08.13 제15회 작은지구계획 참가

07.31 ~ 08.11 제14회 와카바와의 교류 참가

08.01 협회 홈페이지 개설(www.kojac.or.kr)

08.01 ~ 08.07 힛포패밀리클럽 규슈지역 홈스테이 실시

08.07 ~ 08.11 가미쓰시마마치 중고생 방한교류

08.08 ~ 08.11 교토 <한일신세대포럼 방한단> 홈스테이 실시

08.16 ~ 08.18 이즈하라마치 중학생 방일교류

08.16 ~ 08.21 이즈하라마치 중학생 방한교류

08.19 ~ 08.23 힛포패밀리클럽 방한단 홈스테이 실시

08.20 ~ 08.24 가미쓰시마마치 중고생 방일교류

08.23 ~ 09.02 경남청년컬리지 2000 참가

08.28 ~ 09.23 일본어능력시험 접수

09.16 ~ 01.20 제24기 한국어강좌 개설

10.10 ~ 10.17 일한문화교류기금 초청 부산문화인방일단 파견

10.18 ~ 10.20 한일꽃문화조형전 후원

11.01 ~ 11.06 야마구치현 대학생연수단 방한

11.01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1호 발간

11.04 제17회 일본어변론대회 공동주최

11.17 <한일문화교류의 밤> 개최

12.03 2000년도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2001 01.18 일본애니메이션 강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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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8 ~ 02.06 대학생문화탐방단 파견

03.09 분라쿠 부산공연 개최

03.13 ~ 03.14 와라비좌 뮤지컬 <히비키> 부산공연 주최

03.17 <히비키> 부산공연 환영회 개최

03.17 ~ 07.28 제25기 한국어강좌 개설

03.28 ~ 04.01 힛포패밀리클럽 방한단 홈스테이 실시

04.14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2호 발간

04.23 사무소 이전 개소(현건물 5층에서 3층으로 이전)

05.01 갈매기청년회 개명 <한일청년교류회>

05.01 동아콘서트 <콰이어> 특별연주회 후원

06.02 제10회 일본어작문콘테스트 개최

07.06 ~ 07.09 협회 임원단 일본교류단체 방문

07.13 아우트리거 카누 대한해협횡단

07.14 ~ 09.30 야마구치 카라라박람회 참가단체 소개 및 파견

07.18 제1회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개최

07.20 ~ 07.28 한일신세대포럼 in KYOTO 참가

07.23 ~ 08.03 가미쓰시마마치 대학생 파견

07.23 ~ 08.03 가미아가타마치 대학생 파견

07.24 ~ 08.04 힛포패밀리클럽 규슈지역 홈스테이 실시

07.24 ~ 08.04 제15회 와카바와의 교류 참가

07.26 ~ 07.30 협회 회원 규슈 홈스테이 참가

07.26 ~ 08.07 힛포패밀리클럽 회원 방한단 홈스테이 실시

07.29 ~ 08.12 제16회 작은지구계획 참가

08.01 ~ 08.10 까치까치교류 참가

08.03 ~ 08.07 가미쓰시마마치 중고생 방한단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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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 08.15 한일신세대포럼 in KOREA 초청

08.17 ~ 08.21 가미쓰시마마치 중고생 파견

08.21 ~ 08.31 아시아컬리지 2001 in JAPAN 참가

08.27 ~ 09.15 일본어능력시험 접수

09.22 제1회 일본어연극제 후원

09.22 ~ 01.26 제26기 한국어강좌 개설

09.24 ~ 09.29 현대일본공예전 개최

10.09 ~ 10.11 가미쓰시마마치 식문화교류

10.20 ~ 10.26 제4회 한일사진교류전 후원

10.22 ~ 10.28 국제현대미술가회 C・A・P・P・I・N・G 미술전시회 후원

10.23 목련합창단 특별연주회 후원

10.23 ~ 10.30 일한문화교류기금 초청 부산문화인방일단 파견

11.03 제18회 일본어변론대회 공동주최

11.12 ~ 11.17 제2회 한일교류미술전 후원

11.16 <한일문화교류의 밤> 개최

11.16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3호 발간

11.22 ~ 11.28 아시아컬리지 2001 in KOREA  홈스테이 실시

11.26 ~ 11.30 한일문화예술인 작품교류전 후원

12.02 2001년도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12.17 ~ 12.22 현대일본포스터전 개최

2002 01.16 도요노쿠니 유후인겐류 일본북공연 후원

01.23 ~ 01.26 일본문화전시회 개최

03.06 오키나와 에이사 일본북 공연 후원 

03.11 ~ 06.28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일본어강좌 협회 이관 

및 2002년도 전기 강좌 개강

03.16 ~ 07.26 제27기 한국어강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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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일본과자 강연회 및 제작체험 후원

04.02 ~ 04.05 다카시마로타리클럽 소년축구교류단 스포츠교류 개최

05.01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4호 발간

05.18 제11회 일본어작문콘테스트 개최

06.03 ~ 06.08 스즈키 야스마사 안요전 후원

07.05 ~ 07.14 한일신세대포럼 in KYOTO 참가

07.10 제2회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개최

07.23 ~ 08.01 가미쓰시마마치 대학생 교류

07.25 ~ 08.05 힛포패밀리클럽 방한단 홈스테이 실시

07.25 ~ 08.05 힛포패밀리클럽 동경지역 홈스테이 실시

07.26 ~ 07.31 힛포패밀리클럽 간사이지역 교류 실시

07.27 ~ 08.11 제17회 작은지구계획 참가

07.29 ~ 08.12 제16회 와카바와의 교류 참가

07.30 ~ 08.08 가미아가타마치 대학생 교류

08.03 ~ 08.05 제3회 일한교류미술전 후원

08.06 ~ 08.10 한일신세대포럼 in KOREA 참가

08.06 ~ 08.30 부산-오사카 범선 <아코가레> 항해 트레이닝 개최

08.19 ~ 08.22 가미쓰시마마치 중고생 방한단 초청

08.19 ~ 08.22 일한어린이예술제 in AKITA 참가

08.21 ~ 08.30 아시아컬리지 2002 in JAPAN 참가

08.23 ~ 08.27 가미쓰시마마치 중고생 교류 실시

08.26 ~ 09.14 일본어능력시험 접수

09.02 ~ 09.07 <일본어 판화 1950-1990> 개최

09.06 일본어연극단 극애 정기공연 후원

09.09 ~ 12.27 2002년도 후기 일본어강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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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TOKYO INTER-ARTS in PUSAN 후원

09.27 ~ 09.29 사가지역 교류회 참가

09.28 ~ 01.25 제28기 한국어강좌 개설

10.19 BORDER JAM 2002 in IKI

10.21 ~ 10.24 부산문화인방일단 파견

10.21 ~ 10.24 쓰시마 중학생 교류단 방문

10.23 ~ 10.24 Outrigger Canoe Club in JAPAN 대한해협 횡단

10.25 ~ 11.04 2002 대구 재팬위크 협력기관 선정

11.01 ~ 11.07 니이 타카오 <조선통신사의 길> 초대사진전 후원

11.02 제2회 일본어연극제 후원

11.03 제19회 일본어변론대회 공동주최

11.09 대한일어일문학회 학술세미나 지원

11.22 한일심포지엄 in PUSAN 개최

11.22 <한일문화교류의 밤> 개최

11.22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5호 발간

11.22 ~ 11.27 아시아컬리지 2002 in KOREA  개최

12.01 2002년도 후기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12.29 ~ 01.07 힛포패밀리클럽 동계 청소년 방일 홈스테이 실시

2003 01.09 이와테현 교원방한연수단 교류

01.22 ~ 01.27 부산지역 대학생 동경 홈스테이 파견

02.06 와라비좌 뮤지컬 <제비> 관람

02.10 제4회 시즈오카번역대회 협력

03.10 ~ 06.27 2003년도 전기 일본어강좌 개설

03.11 ~ 06.18
2003년도 전기 중등교육 일본어교사 일본어,일본문화 

향상연수

03.15 ~ 07.26 제29기 한국어강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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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일본만화강연회 <이와미세이지> 후원

05.24 제12회 일본어작문콘테스트 개최

06.05 ~ 06.15 JC청년의 배 참가

06.20 제3회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개최

06.25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6호 발간

07.04 ~ 07.13 한일신세대포럼 in KYOTO 참가

07.22 이가라시 켄 대한해협 원영 횡단

07.23 ~ 08.01 가미쓰시마 대학생교류 파견

07.24 ~ 08.05 힛포패밀리클럽 청소년 방한 홈스테이 실시

07.25 ~ 07.29 힛포패밀리클럽 규슈지역 홈스테이 교류 실시

07.26 ~ 08.10 제17회 와카바와의 교류 참가

08.05 ~ 08.17 한일신세대포럼 in KOREA 초청

08.15 ~ 08.18 가미쓰시마 중고생 홈스테이 교류

08.19 ~ 08.29 아시아컬리지 2003 in JAPAN 참가

08.22 ~ 08.25 가미쓰시마 중고생 홈스테이 교류

08.22 ~ 08.27 일본어 운영능력 향상 직무연수 프로그램

08.22 ~ 08.28 한일어린이심포지엄 캠프 실시

08.23 쓰시마친구음악제 2003 참가 

08.25 ~ 09.20 일본어능력시험 접수

08.28 (재)일한문화교류기금 주최 <일한문화교류기금상> 수상

09.02 ~ 12.11 2003년도 후기 중등교육 일본어교사 직무연수 실시

09.06 한일일어문학회 국제학술대회 후원

09.06 ~ 12.27 제30기 한국어강좌 개설

09.09 ~ 12.27 2003년도 후기 일본어강좌 개설

09.27 제3회 일본어연극제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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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BORDER JAM 2003 in TSUSHIMA 

10.09 ~ 10.16 아시아컬리지 2003 in KOREA  개최

10.12 한일어린이심포지엄 2003 개최

10.17 ~ 10.20 신호슈외교세미나 참가

10.20 ~ 10.23 제4회 한일교류미술전 후원

10.20 ~ 10.23 부산문화인방일단 파견

10.25 제20회 일본어변론대회 공동주최

11.01 ~ 11.03 한일문화교류특별전 참가

11.03 대한일어일문학회 국제학술대회 후원

11.08 동아시아 일본어교육,일본어문화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 후원

11.21
<한일문화교류의 밤> 개최 일본인 유학생 <한일교류장학금> 

지원

11.21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7호 발간

12.07 2003년도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12.22 율관 변창헌 선생 희묵전 후원

12.27 ~ 01.08 힛포패밀리클럽 청소년 방일 홈스테이 실시

2004 01.22 ~ 01.27 부산지역 대학생 동경 홈스테이 파견

01.27 ~ 01.31 중등일본어교사 집중연수 실시

02.06 ~ 02.11 서일본화도연맹 꽃꽃이전 <한일꽃문화회> 참가

03.02 ~ 06.17 2004년도 전기 중등교육 일본어교사 직무연수 실시

03.08 ~ 06.18 2004년도 전기 일본어강좌 개설

03.20 ~ 07.31 제31기 한국어강좌 개설

04.12 교토시국제교류협회 관계자 방한

05.13 와라비좌 뮤지컬 <제비> 부산공연 환영회

05.14 와라비좌 뮤지컬 <제비> 부산공연 주최

05.14 쓰시마시국제교류협회 관계자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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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8호 발간

06.18 제4회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개최

06.19 제1회 일본가요대회 후원

06.27 대한해협 원영 횡단

07.02 ~ 07.05 제8회 쓰시마국경마라톤대회 통역자원봉사단 파견

07.02 ~ 07.07 한일신세대포럼 in KYOTO 참가

07.22 ~ 07.28 힛포패밀리클럽 나고야지역 홈스테이 실시

07.23 제2대 이사장 오강웅 취임

07.23 ~ 08.08 제19회 작은지구계획 참가

07.25 ~ 08.08 제18회 와카바와의 교류 참가

07.28 ~ 08.09 힛포패밀리클럽 청소년 방한 홈스테이 실시

08.02 가미쓰시마마치 대학생교류 참가

08.03 ~ 08.07 한일신세대포럼 in BUSAN 개최

08.07 ~ 08.09 제5회 한일교류미술전 후원

08.10 ~ 08.15 한일현대미술교류전 in Tokyo 후원

08.16 ~ 08.19 가미쓰시마마치 중고생 홈스테이 파견

08.16 ~ 08.19 한일어린이심포지엄 방한공동학습회

08.16 ~ 08.20 중등일본어교사 집중연수 실시

08.17 ~ 08.27 아시아컬리지 2004 in YAMAGUCHI 참가

08.18 ~ 08.23 힛포패밀리클럽 고교생 규슈지역 홈스테이 실시

08.19 만남 워크샵 후원

08.19 ~ 08.23 한일어린이심포지엄 방일공동학습회 

08.28 쓰시마친구음악제 2004 협력

08.30 ~ 09.18 일본어능력시험 접수

08.31 ~ 12.16 2004년도 후기 중등교육 일본어교사 직무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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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BORDER JAM 2004 in BUSAN 

09.06 ~ 12.17 2004년도 후기 일본어강좌 개설

09.11 ~ 12.18 제32기 한국어강좌 개설

09.18 제4회 일본어연극제 후원

09.18 ~ 09.20 2004 규슈 월드스터디센터 회원 방한교류

10.08 ~ 10.15 아시아컬리지 2004 in KOREA  개최

10.10 한일어린이심포지엄 2004 개최

10.12 ~ 10.15 부산문화인방일단 파견

10.30 제21회 일본어변론대회 공동주최

11.15 ~ 11.19 일본 니가타현 추에츠지역 지진피해 기부금 모금

11.19 <한일문화교류의 밤> 개최 일본인 유학생 <한일교류장학금> 지원

11.19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9호 발간

12.05 2004년도 후기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12.27 ~ 01.07 힛포패밀리클럽 청소년 방일 홈스테이 실시

2005 01.24 ~ 01.28 중등일본어교사 집중연수 실시

02.10 ~ 02.13 야마구치현 건축사회 관계자 방한교류 실시

03.02 ~ 06.21 2005년도 전기 중등교육 일본어교사 직무연수 실시

03.03 ~ 03.04 2005년 한일우정의 해 한일합동공연 <씨앗> 후원

03.07 ~ 06.17 2005년도 전기 일본어강좌 개설

03.11 쓰시마국제교류협회 관계자 방한

03.25 한일어린이심포지엄 관계자 방한

03.31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10호 발간

04.02 ~ 07.09 제33기 한국어강좌 개설

04.22 ~ 04.24 쓰시마한국어연구동호회 <만남> 부산교류회

04.29 ~ 05.15 일본문화순회전 <현대일본디자인 100>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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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제2회 일본가요대회 후원

05.21 ~ 05.24 혐회임원단 야마구치교류단체 방문 교류

06.17 제5회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개최

06.17 ~ 06.18 <The Hybird Show> 후원

06.27 ~ 07.02 제6회 한일교류미술전 후원

06.30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11호 발간

07.01 ~ 07.04 제9회 쓰시마국경마라톤대회 통역자원봉사단 파견

07.08 <일본국외무대신상> 수상

07.08 ~ 07.13 한일신세대포럼 in KYOTO 참가

07.22 ~ 07.28 쓰시마지역 대학생교류 참가

07.23 ~ 08.02 제8회 부산,쓰시마사진교류전 후원

07.24 ~ 08.07 제19회 와카바와의 교류 참가

07.28 ~ 08.09 힛포패밀리클럽 청소년 방한 홈스테이 실시

07.30 BORDER JAM 2005 in IKI 

08.02 ~ 08.04 한일어린이심포지엄 방한공동학습회

08.10 ~ 08.13 한일신세대포럼 in KOREA 참가

08.15 ~ 08.18 가미쓰시마 고교생 홈스테이 파견

08.16 ~ 08.26 아시아컬리지 2005 in YAMAGUCHI 참가

08.19 ~ 08.24 중등일본어교사 집중연수 실시

08.21 ~ 08.24 한일어린이심포지엄 방일공동학습회 

08.26 ~ 08.28 쓰시마친구음악제 2005 협력

08.29 ~ 09.16 일본어능력시험 접수

09.03 ~ 12.17 제34기 한국어강좌 개설

09.05 ~ 12.16 2005년도 후기 일본어강좌 개설

09.06 ~ 12.14 2005년도 후기 중등교육 일본어교사 직무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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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2005년도 한일일어일문학회 학술논문발표회 후원

09.10 제5회 일본어연극제 후원

09.30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12호 발간

10.06 ~ 10.16 <일본 수공예의 미> 후원

10.07 ~ 10.13 아시아컬리지 2005 in KOREA  개최

10.09 한일어린이심포지엄 2005 개최

10.29 제22회 일본어변론대회 공동주최

11.03 ~ 11.06 일본청년국제교류기구(IYEO) 스터디투어 방한단

11.03 ~ 11.20 전용복 옻칠 21세기전 후원

11.04 <한일문화교류의 밤> 개최 일본인 유학생 <한일교류장학금> 지원

11.11 ~ 11.14 가미쓰시마 단풍축제 식문화교류회 참가

12.04 2005년도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12.07 한일수교40주년기념 라쿠고공연 후원

12.26 ~ 01.07 힛포패밀리클럽 청소년 방일 홈스테이 실시

12.31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13호 발간

2006 01.23 ~ 01.26 중등일본어교사 집중연수 실시

02.09 ~ 02.11
서일본화도연맹 후쿠오카지부 꽃꽃이전시회 

<한일꽃문화회> 특별출품

02.17 ~ 02.20 구마모토현일한친선협회 문화교류 실시

03.06 ~ 06.13 2006년도 전기 중등교육 일본어교사 직무연수 실시

03.06 ~ 06.16 2006년도 전기 일본어강좌 개설

03.11 ~ 06.24 제35기 한국어강좌 개설

03.31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14호 발간

04.21 ~ 04.24 쓰시마한국어연구동호회 <만남> 방한교류

05.05 ~ 05.15 2006 부산국제연극제 후원

05.18 ~ 05.21 협회 임원단 구마모토 교류단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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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제3회 일본가요대회 후원

06.04 가미쓰시마~부산 씨카약트라이얼 2006 후원

06.07 고송구 명예이사장 일본정부 수여 <욱일쌍광장> 수상

06.16 제6회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개최

06.29 ~ 07.02 제10회 쓰시마국경마라톤대회 통역자원봉사단 파견

06.30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15호 발간

07.07 ~ 07.12 한일신세대포럼 in KYOTO 참가

07.15 ~ 07.16 일본청년국제교류기구(IYEO) 스터디투어 방한교류

07.20 ~ 07.24 힛포패밀리클럽 협회 회원가족 동경지역 홈스테이 파견

07.22 ~ 08.05 제20회 와카바와의 교류 참가

07.23 ~ 07.26 가미쓰시마 중고생 홈스테이 파견

07.27 ~ 08.08 힛포패밀리클럽 청소년 방한 홈스테이 실시

07.31 ~ 08.04 일본어교사 집중연수

08.15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홈페이지 개설(www.bsjlpt.or.kr)

08.16 ~ 08.25 아시아컬리지 2006 in YAMAGUCHI 참가

08.25 ~ 08.27 쓰시마친구음악제 2006 협력

08.28 ~ 09.15 일본어능력시험 접수

09.02 ~ 12.16 제36기 한국어강좌 개설

09.05 ~ 12.12 2006년도 후기 중등교육 일본어교사 직무연수 실시

09.27 닛신시문화협회 <제9회 문화교류회> 참가

10.15 한일어린이심포지엄 2006 개최

10.19 ~ 10.29 2006 울산 재팬위크 협력

10.21 제6회 일본어연극제 후원

10.28 제23회 일본어변론대회 공동주최

10.30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16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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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한일문화교류의 밤> 개최 일본인 유학생 <한일교류장학금> 

지원

11.04 와카바와의 교류 제20주년기념 동창회 개최

12.03 2006년도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12.28 ~ 01.09 힛포패밀리클럽 청소년 방일 홈스테이 실시

2007 01.04 ~ 01.07 아시아컬리지 2007 in KOREA  방한단

01.08 ~ 01.12 중등일본어교사 집중연수 실시

01.26 ~ 01.28 일본청년국제교류기구(IYEO) 스터디투어 방한교류

03.06 ~ 06.12 2007년도 전기 중등교육 일본어교사 직무연수 실시

03.10 ~ 06.23 제37기 한국어강좌 개설

03.15 ~ 03.18 쓰시마식문화교류

03.15 ~ 03.24 일본문화전시회 후원

03.22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17호 발간

03.24 시모노세키 한국교육원 방한 교류

05.05 ~ 05.15 2007 부산국제연극제 후원

05.15 한일 꽃과 차의 만남 후원

05.19 ~ 05.22 협회 임원단 일본교류단체 방문

06.02 제4회 일본가요대회 후원

06.22 제7회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개최

07.06 ~ 07.11 제11회 쓰시마국경마라톤대회 통역자원봉사단 파견

07.06 ~ 07.12 한일신세대포럼 in KYOTO 참가

07.20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18호 발간

07.21 ~ 07.24 한일어린이심포지엄 2007 방한공동학습회

07.25 ~ 07.29 힛포패밀리클럽 간사이교류

07.26 ~ 08.07 힛포패밀리클럽 청소년 방한 홈스테이 실시

07.26 ~ 08.08 제21회 와카바와의 교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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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 08.03 중등일본어교사 집중연수 실시

08.09 ~ 08.16 한일신세대포럼 in KOREA

08.15 ~ 08.24 아시아컬리지 2007 in YAMAGUCHI 참가

08.16 ~ 08.21 한일어린이심포지엄 방일공동학습회 실시

08.19 ~ 08.22 가미쓰시마 고교생 홈스테이 파견

08.20 한일교류와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08.25 쓰시마친구음악제 2007 협력

08.27 ~ 09.14 일본어능력시험 접수

09.04 ~ 12.12 2007년도 후기 중등교육 일본어교사 직무연수 실시

09.08 ~ 12.22 제38기 한국어강좌 개설

09.15 제7회 일본어연극제 후원

10.06 한일어린이심포지엄 2007 개최

10.13 ~ 10.17 아시아컬리지 2007 in KOREA  방한단

10.31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19호 발간

11.02
<한일문화교류의 밤> 개최 일본인 유학생 <한일교류장학금> 

지원

11.10 제24회 일본어변론대회 공동주최

12.02 2007년도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12.27 ~ 01.08 힛포패밀리클럽 청소년 방일 홈스테이 실시

2008 01.07 ~ 01.12 중등일본어교사 집중연수 실시

02.09 ~ 02.14
제32회 서일본화도연맹 후쿠오카지부 

꽃꽃이전시회 <한일꽃문화회> 특별출품

03.08 ~ 06.21 제39기 한국어강좌 개설

03.11 ~ 06.17 중등일본어교사 직무연수

03.21 ~ 03.23 쓰시마 식문화 교류회

3월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20호 발간

05.09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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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한일다회 2008

05.31 제8회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개최

06.28 제5회 일본가요대회

07.03 ~ 07.07 가미쓰시마 홈스테이 교류사업

07.24 ~ 08.05 힛포패밀리클럽 청소년방한교류

07.25 ~ 07.28 오우치쵸 호스트패밀리 교류사업

07.26 ~ 08.08 제22회 와카바와의 교류 참가

07.26 ~ 07.30 한일어린지심포지엄 방한학습회

07.30 ~ 08.10 신카치가라스계획

7월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21호 발간

08.16 ~ 08.21 한일어린이심포지엄 방일공동학습회

08.17 ~ 08.20 가미쓰시마 고교생 홈스테이 파견

08.18 ~ 08.27 아시아컬리지 2008 in YAMAGUCHI

08.23 쓰시마친구음악제 2008 통역자원봉사단 파견

09.04 ~ 12.18 제40기 한국어강좌 개설

09.20 한일국제교류포럼

09.20 제8회 일본어연극제 후원

10.01 ~ 10.12 <자연에 내재된 일본> 사진전 개최

10.04 ~ 10.08 아시아컬리지 2008 in KOREA

10.12 한일어린이심포지엄 2008

10.25 제8회 의인 이수현씨 기념사업

10.28 라쿠고공연 개최

11.01 제25회 일본어변론대회

11.07 <한일우호의 밤>

11.22 BORDER JAM 2008 in 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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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 11.25 힛포패밀리클럽 일반인교류

11.30 한일합창단교류

11월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22호 발간

12.07 JLPT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12.26 ~ 01.07 힛포패밀리클럽 동계 청소년방일교류

2009 01.11 ~ 01.15 중등일본어교사 집중연수

01.17 2009 한일우정기념공연

02.10 ~ 02.20 이수현씨기념 한국청소년파견사업

02.21 ~ 02.25 아시아컬리지 2009 in KOREA

02.27 스시만들기 체험회

03.05 ~ 06.18 제41기 한국어강좌 개설

03.10 ~ 06.16 중등일본어교사 일본어 교수능력 향상연수

3월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23호 발간

05.10 일본인형전

05.25 일본라쿠고(落語)공연

05.30 제9회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06.13 제6회 일본가요대회

06.14 PIANO DUO 'Piano Festival in BUSAN'

07.02 ~ 07.06 가미쓰시마 대학생 홈스테이

07.05 JLPT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07.11 BORDER JAM 2009 in TSUSHIMA

07.24 ~ 07.26 오우치쵸 홈스테이 교류사업

07.25 ~ 08.07 제23회 와카바와의 교류 참가

07.26 ~ 07.29 가미쓰시마 고교생 홈스테이 파견 교류사업

07.27 ~ 07.31 중등일본어교사 집중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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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24호 발간

08.01 ~ 08.16 작은지구계획 2009

08.17 ~ 08.21 한일어린이심포지엄 공동학습회

08.18 ~ 08.27 아시아컬리지 2009 in YAMAGUCHI

08.22 한일합창단교류 후원

08.29 쓰시마친구음악제 2009 통역자원봉사단 파견

09.01 ~ 12.08 중등일본어교사 일본어 교수능력 향상연수

09.03 ~ 12.17 제42기 한국어강좌 개설

09.05 제9회 일본어연극제 후원

09.22 BATI-HOLIC(바치홀릭) 일본 북 공연

10.09 한일전통예능교류회

10.24 제9회 의인 이수현 기념 한국청소년 방일연수사업 선발시험

10.24 의인 이수현 정신선양 작문대회 

10.31 제26회 일본어변론대회

11.06 <한일우호의 밤>

11.06 한일교류장학금 지원사업 (한일우호의 밤 행사 시)

11.06 <한일우호의 배> 기증식 (한일우호의 밤 행사 시)

11.13 한일다회 2009

11월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25호 발간

12.06 JLPT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12.25 ~ 12.27 한일어린이심포지업 2009 방한 홈스테이 교류

2010 01.10 ~ 01.14 중등일본어교사 집중연수

02.09 ~ 02.19 제9회 이수현씨 기념 한국청소년 방일연수 사업

02.10 ~ 02.12 제34회 서일본화도연맹 후쿠오카지부 춘계 꽃꽃이전

03.04 ~ 06.17 제43기 한국어강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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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 06.15 중등일본어교사 직무연수

03.27 아키타현 다자와코예술문화협회 방한교류

3월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26호 발간

04.10 한일무용교류회

04.29 ~ 05.02 아시아컬리지 방한설명회

05.22 BORDER JAM 2010 in BUSAN 

05.29 제10회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05.30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모임

06.26 제7회 일본가요대회

07.02 ~ 07.07 가미쓰시마 대학생 홈스테이

07.04 JLPT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07.22 ~ 07.27 오우치쵸 홈스테이 교류사업

07.23 ~ 07.27 힛포패밀리클럽 가족교류 홈스테이

07.24 ~ 08.06 제24회 와카바와의 교류 참가

7월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27호 발간

08.02 ~ 08.06 한일어린이심포지엄 방일공동학습회

08.05 ~ 08.08 부산-후쿠오카 대학생 환경 SUMMIT

08.17 ~ 08.25 아시아컬리지 2010 in YAMAGUCHI

08.17 ~ 08.20 한일어린이심포지엄 방한공동학습회

08.18 ~ 08.22 가미쓰시마 고교생 홈스테이 파견 교류사업

08.21 한일어린이심포지엄 2010 개최

08.22 ~ 08.29 한일청소년교류 '시골에 가자'

08.27 ~ 08.29 부산-후쿠오카 시민우정캠프

08.27 ~ 08.29 쓰시마친구음악제 2010 통역봉사단 파견

09.02 ~ 12.16 제44기 한국어강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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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 10.09 제13회 창원 재팬 위크 2010

10.02 한일국제교류포럼

10.09 제27회 일본어변론대회

10.23 제10회 이수현씨 기념 한국청소년 방일연수사업 제1차 시험

11.05 <한일우호의 밤>

11.05 한일교류장학금

11월 Asian Friend 뉴스레터 제28호 발간

2011 01.10 ~ 01.14 중등일본어교사 집중연수

01.14 ~ 01.16 지구시민의 회 방한 교류사업

02.12 TICOBO 한국순회공연

02.20 ~ 02.24 아시아컬리지 2011 in KOREA

03.03 ~ 06.16 제45기 한국어강좌 개설

03.08 ~ 06.14 중등일본어교사 직무연수

04.21 ~ 04.23 한일꽃문화 조형전

04.30 ~ 05.04 아시아컬리지 방한설명회

05.14 이케노보(池坊) 꽃꽃이 워크숍

05.21 ~ 05.26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모임

05.28 제11회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06.12 PIANO DUO 'Piano Festival in BUSAN'

06.30 ~ 07.05 가미쓰시마 대학생 홈스테이

07.03 JLPT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07.03 제15회 국경마라톤 IN 쓰시마

07.23 ~ 08.06 제25회 와카바와의 교류 참가

07.25 ~ 07.29 중등일본어교사 집중연수

07.29 ~ 08.02 힛포패밀리클럽 가족교류 홈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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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 ~ 08.10 한일어린이심포지엄 방일공동학습회

08.16 ~ 08.25 아시아컬리지 2011 in YAMAGUCHI

08.16 ~ 08.21 한일어린이심포지엄 방한공동학습회

08.20 한일어린이심포지엄 2011 개최

08.21 ~ 08.24 가미쓰시마 고교생 홈스테이 파견 교류사업

08.21 ~ 08.28 작은지구계획 2011

08.21 BORDER JAM 2011 in IKI

08.27 쓰시마친구음악제 2011 통역봉사단 파견

09.01 ~ 12.15 제46기 한국어강좌 개설

09.03 제11회 일본어연극제

09.06 ~ 12.13 중등일본어교사 직무연수

09.24 한일국제교류포럼

10.08 제8회 일본가요대회

10.08 제11회 이수현씨 기념 한국청소년 방일연수사업 제1차 시험

10.19 ~ 10.24 제14회 부산-대마도 국제사진 교류전

10.29 제28회 일본어변론대회

11.03 ~ 11.07 아시아컬리지 2011 in KOREA

11.04 <한일우호의 밤>

11.04 한일교류장학금

11.04 Asian Friend 2011 발간

12.04 JLPT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매월 KOJAC NEWS LETTER 발행

2012 01.09 ~ 01.13 중등일본어교사 집중연수

01.14 한일우정문화콘서트

02.09 ~ 02.14 서일본화도연맹 후쿠오카지부 춘계 꽃꽃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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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스시만들기 체험회

02.24 한일우호기부금 증정식

02.25 2-29 한일미래교류

03.06 ~ 06.14 중등일본어교사 직무연수

03.08 ~ 06.21 제47기 한국어강좌 개설

03.11 ~ 03.16 한일우정의 워킹 in KOREA

03.23 ~ 03.25 가미쓰시마 식문화 교류회

04.28 ~ 05.02 아시아컬리지 방한설명회

05.06 PIANO DUO 'Piano Festival in YAMAGUCHI'

05.17 ~ 05.26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건축전

05.19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모임

05.26 제9회 일본가요대회

06.02 제12회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06.28 ~ 07.03 가미쓰시마 대학생 홈스테이

06.29 ~ 07.03 힛포패밀리클럽 가족교류 홈스테이

07.01 JLPT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07.01 제16회 국경마라톤 IN 쓰시마

07.21 ~ 08.04 제26회 와카바와의 교류 참가

07.30 ~ 08.04 한일어린이심포지엄 방일공동학습회

07.30 ~ 08.03 중등일본어교사 집중연수

08.04 야마구치 쵸칭마츠리 수영야류 공연단 참가

08.07 ~ 08.12 한일어린이심포지엄 방한공동학습회

08.08 ~ 08.11 가미쓰시마 고교생 홈스테이 파견 교류사업

08.12 한일어린이심포지엄 2012 개최

08.15 ~ 08.25 아시아컬리지 2012 in YAMAGU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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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 ~ 08.26 작은지구계획 2012

08.24 ~ 08.26 쓰시마친구음악제 2012 통역봉사단 파견

09.03 ~ 12.14 부산재팬아카데미 BJA

09.04 ~ 12.13 중등일본어교사 직무연수

09.06 ~ 12.20 제48기 한국어강좌 개설

09.09 제12회 일본어연극제

09.15 한일국제교류포럼

09.22 한국대학생일본어디베이트대회

10.13 제12회 이수현씨 기념 한국청소년 방일연수사업 제1차 시험

10.28 제29회 일본어변론대회

11.01 ~ 11.11 2012 부산재팬위크 

11.02 한일교류장학금 및 우치다 켄이치 장학금 전달사업

11.02 <한일우호의 밤>

11.02 Asian Friend 2012 발간

12.02 JLPT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매월 KOJAC NEWS LETTER 발행

2013 01.07 ~ 02.08 부산재팬아카데미 BJA

01.07 ~ 01.11 동계 중등일본어교사 집중연수

01.12 한일우정문화콘서트

02.22 ~ 02.27 아시아컬리지 2012 in KOREA

02.22 ~ 02.27 한일미래교류

02.23 스시만들기 체험회

03.04 ~ 06.13 부산재팬아카데미 BJA

03.08 ~ 06.14 제49기 한국어강좌 개설

03.11 ~ 03.17 3월 11일 14시 46분 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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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세부연표  

03.12 ~ 06.20 중등일본어교사 직무연수

04.28 ~ 05.01 아시아컬리지 방한설명회

05.04 히로시마 플라워 페스티벌 수영야류 공연단 참가

05.12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모임

06.01 제10회 일본가요대회

06.15 제13회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06.30 ~ 07.28 원어민과 함께하는 마루고토 니혼고

07.01 ~ 08.02 부산재팬아카데미 BJA

07.04 ~ 07.09 가미쓰시마 대학생 홈스테이

07.07 JLPT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07.07 제17회 국경마라톤 IN 쓰시마

07.13 중,고교생 일본퀴즈대회

07.27 ~ 08.10 제27회 와카바와의 교류 참가

08.08 ~ 08.11 가미쓰시마 고교생 홈스테이 파견 교류사업

08.09 ~ 08.13 힛포패밀리클럽 가족교류 홈스테이

08.20 ~ 08.30 아시아컬리지 2013 in YAMAGUCHI

08.24 ~ 08.31 작은지구계획 2013

08.24 한일해안청소페스타 in 쓰시마

09.02 ~ 12.12 부산재팬아카데미 BJA

09.03 ~ 12.12 중등일본어교사 직무연수

09.06 ~ 12.13 제50기 한국어강좌 개설

09.08 제13회 일본어연극제

09.28 한일국제교류포럼

10.05 제13회 이수현씨 기념 한국청소년 방일연수사업 제1차 시험

11.01 Asian Friend 2013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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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한일우호의 밤>

11.01 한일교류장학금 및 우치다 켄이치 장학금 전달사업

11.02 제30회 일본어변론대회

12.01 JLPT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매월 KOJAC NEWS LETTER 발행

2014 01.06 ~ 02.05 부산재팬아카데미 BJA

01.17 오사카 YMCA 교육, 문화교류 추진협정체결

02.22 ~ 02.26 아시아컬리지 2013 in KOREA

02.22 ~ 02.26 한일미래교류

02.22 스시만들기 체험회

3월 ~ 6월 일본어교사 살롱

03.03 ~ 05.15 부산재팬아카데미 BJA

03.07 ~ 06.13 제51기 한국어강좌 개설

04.15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체결

04.27 ~ 04.30 아시아컬리지 방한설명회

05.17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모임

05.19 ~ 06.02 중등일본어교사 직무연수

05.31 제11회 일본가요대회

06.07 왜성 탐방 워크숍 1차

06.14 제14회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06.24 한중일 도예교류전

06.29 일본YMCA유학, 어학연수 세미나

06.30 ~ 07.28 부산재팬아카데미 BJA

07.03 ~ 07.08 가미쓰시마 대학생 홈스테이

07.06 제18회 국경마라톤 IN 쓰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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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협회, 30년을 기록하다

◎●  30년 세부연표  

07.17 ~ 07.21 힛포패밀리클럽 가족교류 홈스테이

07.19 ~ 07.20 쓰시마 역사탐방 투어

07.19 중,고교생 일본퀴즈대회

07.19 제2회 부산 중,고교생 일본가요 경연대회 

08.01 ~ 10.25 제2회 한중일 아동우호 그림전

08.18 ~ 08.27 작은지구계획 2014

08.19 ~ 08.30 아시아컬리지 2014 in YAMAGUCHI

08.23 ~ 08.25 한일해안청소페스타 in 쓰시마

9월 ~ 12월 일본어교사 살롱

09.12 ~ 12.12 제52기 한국어강좌 개설

09.14 왜성 탐방 워크숍 2차

09.15 ~ 11.25 부산재팬아카데미 BJA

09.21 제14회 일본어연극제

10.18 제14회 이수현씨 기념 한국청소년 방일연수사업 제1차 시험

10.25 한일교류이벤트 '왔다리! 갔다리!'

10.31 <한일우호의 밤>

10.31 Asian Friend 2014 발간

11.17 ~ 11.22 중등일본어교사 직무연수

매월 KOJAC NEWS LETTER 발행

2015 01.07 ~ 02.03 부산재팬아카데미 BJA

01.15 ~ 01.18 BUFS 한일청년미래프로젝트

01.20 ~ 01.23 양산고등학교 GLS 해외문화교류사업

02.23 ~ 02.27 아시아컬리지 2014 in KOREA

02.28 스시만들기 체험회

3월 ~ 6월 일본어교사 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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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 04.30 부산재팬아카데미 BJA

03.13 ~ 06.12 제53기 한국어강좌 개설

04.29 ~ 05.02 아시아컬리지 방한설명회

05.30 제12회 일본가요대회 

06.01 중등일본어교사 직무연수

06.18 동주대학교 산학협력체결

06.29 ~ 07.23 부산재팬아카데미 BJA

07.02 ~ 07.07 가미쓰시마 대학생 홈스테이

07.05 JLPT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07.16 ~ 07.20 힛포패밀리클럽 가족교류 홈스테이

08.18 ~ 08.28 아시아컬리지 2015 in YAMAGUCHI

08.22 ~ 08.24 한일해안청소페스타 in 쓰시마

08.29 제15회 중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08.31 ~ 10.29 부산재팬아카데미 BJA

9월 ~ 12월 일본어교사 살롱

09.11 ~ 12.11 제54기 한국어강좌 개설

10.17 도리이 요시노리(鳥居是典) 한일문화교류 미술전 제1전시

10.25 ~ 11.01 이수현의 흔적을 찾아서

11.01 중등일본어교사 직무연수

11.06 Asian Friend 2015 발간

11.06 <한일우호의 밤>

11.24 ~ 12.03 도리이 요시노리(鳥居是典) 한일문화교류 미술전 제2전시

06.29 ~ 07.29 제3회 한중일 아동우호 그림전

07.05 제19회 국경마라톤 IN 쓰시마

07.12 중고교생 일본퀴즈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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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세부연표  

08.20 ~ 08.23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모임

08.23 ~ 08.25 한일대학생 서미트

09.06 제15회 일본어연극제

09.14 ~ 09.19 제18회 한국-중국-미국-일본 국제사진교류전

10.14 ~ 10.18 한일국교정상화50주년 기념 '한일도예교류전'

10.17 제15회 이수현씨 기념 한국청소년 방일연수사업 제1차 시험

10.22 ~ 11.08 2015 부산재팬위크 

11.06 한일교류장학금 및 우치다 켄이치 장학금 전달사업

12.06 JLPT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매월 KOJAC NEWS LETTER 발행

2016 01.07 ~ 02.03 부산재팬아카데미 BJA

01.24 ~ 01.27 동주대학교 NCS 해외선진사례연수단 간사이지역 파견

01.27 ~ 01.31 가미쓰시마 고교생 홈스테이 파견 교류사업

01.27 ~ 02.03 TOMODACHI 100

02.01 ~ 02.21 부산재팬아카데미 BJA

02.16 ~ 02.18 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 해외문화탐방 연수

02.22 ~ 02.26 아시아컬리지 2015 in KOREA

3월 ~ 6월 일본어교사 살롱

03.04 ~ 06.03 제55기 한국어강좌 개설

04.28 한일차회

04.28 ~ 05.02 아시아컬리지 방한설명회

05.01 중등일본어교사 직무연수

05.06 일본의 걷고 싶은 길-도보여행가 김남희 초청 작가와의 대화

05.28 제13회 일본가요대회

06.04 제16회 고교생일본어말하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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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07.21 부산재팬아카데미 BJA

06.30 ~ 07.05 가미쓰시마 대학생 홈스테이

07.03 JLPT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07.03 제20회 국경마라톤 IN 쓰시마

07.05 이와쓰키(岩槻)일본인형만들기 체험교실

07.09 원어민과 함께하는 부산지역 중학생 일본어 캠프

07.09 고교생일본퀴즈대회

07.15 ~ 07.17 2016 특별기획 투어 '400년 전, 조선도예의 원류를 찾아서…'

07.20 ~ 07.26 제29회 와카바와의 교류

08.09 ~ 08.12 가미쓰시마 고교생 홈스테이 파견 교류사업

08.16 ~ 08.25 아시아컬리지 2016 in YAMAGUCHI

08.16 ~ 08.21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모임

08.29 ~ 10.27 부산재팬아카데미 BJA

9월 ~ 12월 일본어교사 살롱

09.02 ~ 12.09 제56기 한국어강좌 개설

09.11 제16회 일본어연극제

09.22 한일시민우호교류회 

10.15 제16회 이수현씨 기념 한국청소년 방일연수사업 제1차 시험

10.31 ~ 11.05 제19회 한국-중국-미국-일본 국제사진교류전

11.01 중등일본어교사 직무연수

11.04 Asian Friend 2016 발간

11.04 <한일우호의 밤>

11.04 한일교류장학금 및 우치다 켄이치 장학금 전달사업

12.04 JLPT 일본어능력시험 실시

매월 KOJAC NEWS LETTER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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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협회, 30년을 기록하다

◎●  30년 세부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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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전하다

  협회등록증 Ι  조직도 Ι  협회정관 Ι  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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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협회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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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Square

2.조직도

이사장

감사

회장

고문단

대외 부회장 사무처교육교류 부회장문화교류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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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협회정관

第1章  總  則

第1條(名稱) 

이 法人은 “社團法人 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以下 “본 協會”라 함)라 한다. 英文으로 表記할 때는 

“Korea-Japan Cultural Exchange Association”이라 한다.

第2條(事務所의 住所地) 

本 協會의 事務所는 釜山廣域市 東區 草梁洞 1143-13, 1143-14番地(釜山廣域市 東區 中央大路 319) 

釜山YMCA빌딩 1501號에 두고 必要에 따라 國內・外의 他地域에 支會를 둘 수 있다.

第3條(目的) 

本 協會는 韓國과 日本의 文化交流를 展開하기 위한 非營利 民間交流活動을 遂行하여 兩國間의 

相互理解와 信賴를 바탕으로 友好親善 關係를 圖謀하며, 韓日 地域間 情報交流와 專門家 네트워크 構築에 

必要한 平生敎育施設 設置와 運營을 통해 地域의 國際化에 國家社會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事業) 

本 協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

1. 人的・文化的 交流事業

가. 韓・日文化交流를 目的으로 하는 兩國의 藝術・文化人 및 靑少年・敎員 등 兩國 國民의 

社團法人

 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 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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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流事業의 實施 및 支援

나. 韓日兩國의 文化에 관한 硏究 및 藝術・스포츠 등의 交流를 目的으로 하는 會議, 展示, 公演, 

其他交流行事의 實施 및 支援

다. 地域社會의 國際化를 위한 各種 文化, 敎育交流 事業의 支援과 推進

라. 韓日文化交流에 必要한 資料 蒐集・情報 및 結果의 相互交換

마. 本 協會가 實施한 交流에 關한 資料 및 其他 參考資料, 會報 等의 刊行 및 配布

바. 其他 本 協會의 設立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業

2. 學術硏究 支援事業

韓日兩國의 學術交流 및 硏究를 目的으로 多樣한 分野의 學術硏究를 直接 實施하거나 이를 支援

3. 公益 活動 事業 

  가. 韓日兩國의 社會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業의 實施 및 支援

  나. 平生敎育施設 設置 및 運營

  다. 留學支援 事業 實施

 

第2章 會 員

第5條(會員資格)

本 協會의 趣旨 및 目的에 贊同하는 분으로서 所定의 入會願書를 提出하고 理事會의 承認을 얻은 者는 

會員이 된다.

第6條(會員의 構成)

1. 本 協會는 다음의 會員으로 構成한다.

가. 會員

나. 名譽會員

2. 會員은 國內外에 居住하는 個人 및 法人으로서 入會願書 提出과 會費 納入 以後 理事會의 承認을 

얻은 個人 및 法人으로 한다.

3. 名譽會員은 國內外에 居住하는 個人 및 法人으로서 本 協會의 發展에 至大한 貢獻을 하였거나 

韓日兩國間 學術, 文化交流에 卓越한 功績을 쌓     은 者로 理事會에서 推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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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會員의 權利 및 義務)

1. 會員은 總會에 參席하며 議決權을 行使한다.

2. 會員은 會費를 納入하고 本 協會 定款에 規定되어 있는 會員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3. 본 協會의 會費 등은 別途로 理事會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8條(會員 資格의 喪失)

會員은 다음 각 項에 該當될 때는 會員의 資格을 喪失한다. 

1. 本人으로부터 脫退의 申告가 있었을 경우

2. 死亡하였을 경우

3. 除名되었을 경우 

第9條(會員의 除名)

1. 會員이 본 協會의 目的에 背馳되는 行爲 또는 名譽를 毁損하였을 경우 에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除名할 수 있다.

2. 더 이상 會員으로서 義務遂行이 不可能하다고 判斷될 때와 會員으로서의 義務를 違反하였을 때는 

內部規定에 따라 理事長이 除名할 수 있다.

3. 이미 納付된 入會費 및 會費는 還拂하지 않는다. 

第3章 資産 및 會計

第10條(資産의 構成)

본 協會 資産은 다음의 각 項에 列擧된 것으로 構成된다.

1. 別紙 財産目錄 記載의 財産

2. 會費

3. 事業에 隨伴된 收入

4. 寄附金

5. 雜收入

6. 其他 收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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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資産의 種類)

1. 본 協會의 資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나눈다.

2. 基本財産은 다음 각 項에 列擧된 것으로 하되 이것을 處分 또는 擔保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理由가 있을 때는 總會의 決議를 거쳐 그 一部를 處分 또는 擔保할 수 있다.

가. 別紙 財産目錄 중 基本財産으로 記載된 財産

나. 基本財産으로 할 것을 指定하여 出捐된 財産

다. 理事會에서 基本財産으로 할 것을 決議한 財産

3. 普通財産은 基本財産 以外의 財産으로 構成된다.

第12條(豫算 및 決算)

1. 本 協會는 每年度의 歲入歲出 豫算은 年度 開始前에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2. 歲入歲出 決算은 年度終了後 1個月 以前에 年度末 現在의 財産目錄과 함께 監事의 監査를 거쳐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3. 歲入歲出 豫算 및 決算은 總會의 承認後 主務官廳에 報告한다.

第13條(剩餘金 處分)

會計 年度末에 剩餘金이 생겼을 때는 理事會 決議에 따라 그 全部 또는 一部를 基本財産에 移越시키든가 

次期 會計年度에 移越하는 것으로 한다.

第14條(特別會計)

1. 本 協會는 收益事業을 移行하기 위하여 또는 其他의 事由로 인하여 必要時에는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特別會計를 둘 수 있다.

2. 特別會計는 歲入歲出豫算에 計定하여야 한다.

第15條(資産의 管理)

 1. 본 協會의 資産은 理事長이 管理한다. 그 管理方法은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2. 寄附金은 年間 募金額 및 活用實績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公開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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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會計年度)

본 協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3月 1日부터 翌年 2月末日까지로 한다.

第17條(會計原則)

본 協會의 收支狀態를 正確하게 把握하기 위하여 모든 會計去來를 發生의 事實에 의하여 企業會計의 

原則에 따라 處理한다.

第4章 任 員

第18條(任員)

1. 本 協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가. 理事長 1人

나. 會長 1人

다. 副會長 若干名

라. 理事(理事長, 會長, 副會長 包含) 30人 以內

마. 監事 2人 以內

2. 理事는 本 協會의 民法上의 理事가 된다. 

第19條(任員의 選任)

1. 理事長, 理事, 監事는 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選任한다.

2. 會長, 副會長은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選出한다.

3. 任員의 缺員이 있을 경우에는 缺員된 날부터 2個月 以內에 이를 補選     하여야 한다.

4. 會員 중에서 外國人도 任員으로 選任할 수 있다.

第20條(任員의 任期)

1. 理事의 任期는 4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그러나 再任할 수 있다.

2. 補選에 의하여 選出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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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條(任員의 職務)

1. 理事長은 本 協會를 代表하고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2. 會長은 本 協會의 諸般事項 및 事務局에 관한 常務를 處理한다. 

3.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處理한다.

4.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本 協會의 職務에 관한 事項을 審議 決定하며, 理事會 또는 

理事長으로부터 委任 받은 事項을 處理한다.

第22條(理事長의 職務代行)

理事長의 有故時에는 會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23條(監事의 職務)

1. 本 協會의 財産 및 會計를 每年 1回 以上 監査한다.

2. 財産 狀況 또는 業務執行에 관하여 不正, 不當한 것이 있을 時에는 이를 理事會에 報告한다.

3. 監査報告를 위해 必要時에는 理事會 召集을 要求하고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한다.

第5章 顧問 및 諮問委員

第24條(顧問)

1. 本 協會에는 顧問 若干名을 둘 수 있다.

2. 顧問은 重要한 事項에 대하여 理事長의 諮問에 應한다.

3. 顧問은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理事長이 推戴한다. 

4. 顧問의 任期는 理事의 任期에 準하는 것으로 한다. 

第25條(諮問委員)

1. 第4條의 協會 事業 遂行과 業務全般에 걸친 主要事項에 관하여 分野別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

2. 諮問委員은 理事會에서 委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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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總 會
第26條(總會의 構成)

1. 總會는 會員으로 構成한다.

2. 定期總會는 每年 1回를 開催한다. 臨時總會는 必要에 따라 開催할 수 있다.

第27條(總會의 召集)

總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15日前에 會議目的을 明示하여 各 會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28條(議決事項)

總會는 本 協會에 關한 다음 事項을 審議 決定한다.

1. 任員 選任에 관한 事項

2.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3. 本 協會의 事業計劃 및 豫算決算의 承認 事項

4. 本 協會의 解散에 關한 事項

5. 本 協會의 基本(重要)資産의 取得, 處分과 管理에 관한 事項

6. 其他 本 協會의 運營上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7. 第2項, 第3項, 第5項에 關한 事項은 그 議決權을 理事會에 委任할 수 있다.

第29條(總會 議決定足數)

1. 總會는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2. 會員은 會議 參席 代理權을 委任할 수 있다. 단 委任狀을 提出하여야한다.

第30條(議決 除斥 事由)

議長 또는 會員이 다음 事項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다. 

1. 任員의 就任 및 解任에 있어 自身에 關한 事項 

2. 金錢 및 財産 授受에 관한 事項 중 協會와 會員의 利害가 相反되는 事項 

第31條(會議錄)

總會의 會議錄은 議長이 書名・捺印하여 保管한다.



245

History Square

 第7章 理 事 會

第32條(理事會의 構成 및 區分)

1. 理事會는 理事長을 包含한 모든 理事로 構成한다.

2. 理事會는 定期理事會와 臨時理事會로 區分하고 定期理事會는 每年 2回 를 臨時理事會는 必要에 따라 

隨時 開催할 수 있다.

第33條(理事會의 召集)

1. 臨時 理事會는 理事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在籍理事 3分의 1 以上이 會議 目的事項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할 때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한다.

2. 定款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이 그 召 集 要求日로부터 20日 以內에 

이를 召集하여 開催한다.

3.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前에 會議目的을 明示  하여 각 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34條(理事會의 議決事項)

理事會는 本 協會에 관한 다음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1. 協會의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과 收支決算에 관한 事項

2. 定款 變更에 관한 事項

3. 會長, 副會長 選出 및 會員 承認과 顧問, 名譽會員 推戴에 관한 事項

4. 財産의 取得・處分과 管理에 관한 事項

5. 總會에 上程할 法案과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6. 內規의 制定과 改廢에 관한 事項

7. 이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8. 其他 協會의 運營上 必要하다고 認定되어 理事長 또는 在籍理事 3分의 1 以上이 附議하는 事項

第35條(議決方法)

1. 理事會는 이 定款이 別途로 規定한 事項을 除外하고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理事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2. 理事는 會議 參席 代理權을 委任할 수 있다. 단 委任狀을 提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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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6條(議決 除斥 事由)

議決 除斥 事由는 이 定款의 第3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7條(理事會의 會議錄)

理事會의 會議錄은 이 定款의 第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8章 事務部署 

第38條(事務部署의 設置 및 運營)

1. 本 協會의 業務를 執行하기 위하여 事務處를 設置한다.

2. 事務處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3. 事務處에는 事務處長을 두고 必要한 部署를 둘 수 있다.

第9章 補 則

第39條(定款 變更)

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在籍理事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되고 總會의 承認後 主務官廳에 

報告한다.

第40條(解散)

本 協會를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在籍會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되며 主務官廳에 

申告한다.

第41條(殘餘財産의 歸屬)

本 協會를 解散하였을 때의 殘餘財産은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類似한 目的을 가진 다른 

非營利法人에게 歸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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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2條(準用 規定)

이 定款에 規定하지 아니한 事項은 非營利法人의 設立 및 監督에 關한 規則을 準用하며 其他는 

一般慣例에 따른다.

第10章 附 則

第43條(施行日)

이 定款은 主務官廳의 非營利法人 設立 및 監督에 관한 規則에 의거 登錄한 후, 登記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44條(經過 規定)

이 定款을 議決한 創立發起人會는 이 定款上의 總會로 본다.

第45條

본 協會의 設立 當初의 理事 및 監事는 다음에 列擧한 者로 한다.

定   款

                                 제정: 2000.03.31

                                 개정: 2011.01.19

                                 개정: 2013.10.28

2013.10.28

社團法人 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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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협회시설

입구

로비

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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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A 강의실B

세미나실



          

250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정보수단의 발달로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라는 것도 옛말이 된지 오래전 일이고 하루하루가 

빠른 스피드로 변해가는 일상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녹록치 않은 시간이다.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정리하는 30년사 발간작업. 

 개인의 인생사를 갈무리하는 만큼이나 지난한 일이고 두려운 작업이었지만 다행히도 

20년사를 만들어 두었던 덕분에 수월할거라고 생각했던 예상은 처음부터 빗나갔다.

 또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가 한해 한해의 자료사진과 관련서류들을 찾아내고 발굴해 가는 

일들은 흘러온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고난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한일양국간 민간차원에서 문화교류단체의 선두주자라는 자부심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협회가 어떤 삶을 살아 왔는가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일이리라. 올해 4월부터 힘들고 의미있는 긴 여정은 시작되었다.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생존해 준 서류들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자료들에 대한 고마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며 한장 한장 마무리 했던 

순간들.

 사진으로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과 아직까지 온기가 남아 있는 듯한 철지난 자료들을 보며 

지나온 일들을 추억할 수 있는 행운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잊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부족한 자료들을 오히려 탓하며 고뇌했던 만큼 훌륭한 옥동자이길, 

그리고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새로운 한일교류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데 밀알이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30년사 편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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