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協　　力：福島県警、庭坂小学校、JA 庭坂、庭坂派出所、わらじ祭り実行委員会、庭坂青年部、庭坂婦人部、福島着付師部隊、美容師、南会津民泊農家、
　　　　　福島の大学生よさこい源種～ seed ～チーム、遊舞炎舞チーム、ギャラリー美創蔵、ワカサギ流舞踊グループ、ふくしま市女性団体連絡協議会
実行委員：委員長（ちょん・ひょんしる）副実行委員長（佐藤家治）事務局長（斉藤健次）、イベント担当（高野久夫、奥野広美、八木沼恵子）、
　　　　　事務局運営（佐藤陽子、キム・チノ、鈴木京子、鈴木博幸、菅野涼香、渡辺祥代）会計（日下部喜美子、大越恭子）
　　　　　他同名以外は名を省略（河本、根本、芦野、高野悦子、塚本、飯塚、佐藤 , 写真（阿部、矢口）、DVD（阿部、佐藤聖弥）、HP（中村郁子）
韓　　国：국제교육문회교류회, 전북국제교류센터、익산 동아기술전문학교, 익산 섬김과 나눔 단체, 익산갈릴리교회, 세종시농촌여성부팀, 익산 재가복지회, 

　　　　　 대구경북라이온즈클럽（전양진）、 韓国事務局 (박진원, 곽경애, 양미경,　김준호, 서기임 )

주최 비영리특정활동법인  후쿠칸네트

공동주최 공익재단사단법인 일한교류기금

집으로 가는 길 

해질녁

붉은 노을이 나를 감쌀 때

길 위에 

잠시 멈추어 서서

하늘을 보고 

그리고서  

터덜터덜 걷는다

집으로 

이 길을 나는 걷고 싶다

조금 돌아서 가도 좋은 길

먼 길을 

혼자 걸어도 좋은 길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왜 이 길을 걷는가

험한 길

코스모스가 길가에서 

나를 반길 때 

그리움이 밀려온다

길 위에 

덩그러니 서서 

깊은 한숨을 쉬고

그리고서 

터덜터덜 걷는다

집으로

                       H.S

福島県（福島市、猪苗代、裏磐梯、下郷町、
　　　 会津若松市、南会津、郡山市、矢吹町）
神奈川県、東京都秋葉原 ほか

●訪問地●

후쿠시마 명물 오뚜기

후쿠시마 전통 인형 아카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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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인사

지역 주민들의 힘
많은 분들이 준비에 힘써주시고 한국에서 온 청소년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매년 조금씩 이 지역 주민 들이 힘을 모아 참가하
고 있어서 규모가 커지고 있다.올해 지역 주민 준비참가자..220명(어

린아이도 참가)

지금은 준비중
니와사카초등학교 체육관 앞　

지역신문 후쿠시마 민보에도

지역사랑

청년부

지역 엄마부대(20~40대)

올해엔 고등학생은 
전원 유카타필착

지역 장년부
(60대,정년퇴직후 참가)

한국과 후쿠시마 청소년 교류 여름 축제(환영회)

바깥 뜰에은
쵸칭불빛아래 축제 분위기！

손흥민선생님
한국인솔 단장님

다케노시다 미치코 교장선생님

니와사카초등학교
시미즈 츄이치 님

공
동주최 공익재단사단법인 일한교류기금

이사장 정현실NPO법인  후쿠칸넷

대학생 이상은
통역 등 실전 참가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주민들이 만든 음식 

지역주민 아이들이 대거 참가

체육관 안에는 전통춤 ‘요사코이’가 흥을 돋구고

지역 농가에서 농산물 구입 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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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일 복숭아 밭에서 방사능 관련 설명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 처음 먹어봐요♡(ks)

8월 2일　스카가와고등학교 삼미센 연주 

8월2일 농업단기대학교 학교설명

8월2일 스카가와 고교 교류회 스카가와고교
브라스밴드 환영연주회

농업단기대학교교 학생들의 장래희망에
대해 발표가 있었다
“후쿠시마에 대해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다는걸 알게 됐어요” Y.U

8월2일 아사카카이세 고교 교류회　아사카카이세이고교,브라스밴드 환영연주회

아사카카이세이고등학교, 스카가와고등학교, 농
업단기대학교에서교류농업단기대학교에서학생
들이수확한포도를선물받다(씨도없이엄청나게

맛있었다는학생들의후기)

교류

과일 수확
체험

학교교류가 끝난 후 보내온
선물에 마음을 담은 메시지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웃음 꽃이 피었다

8월 2일 마루세이 농원 복숭아 따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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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4일 팜스테이가정에서농
산물수확해서 식사

8월3일 후쿠시마전통완구 아카베코 칠하기

농가 민박에서의 행복한 시간

8월5일 후쿠시마 전통축제 와라지축제 참가

8월4일 팜스테이 가정에서 감사 연주회

한 여름의 물놀이  물고기 잡기

8월3일 오우치숙박소 견학민속

농가민박

와라지마츠
리 체험

지역신문에 나온
한국청소년 와라지 축제
참가이제는 후쿠시마 명물이 되었다

지역주민엄마들이 유카타 입혀주기
“따뜻한 정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H.K

와라지 춤 을 가르쳐주신 와카사기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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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견학을 즐기는 학생들
 “짧은 시간이 마냥 불만♡♡♡”

8월6일 오다이바 견학

유카다를 입고 일본 전통온천 정식을 체험
  “꿈 같아요. 음식도 맛있고…” J.I

8월8일 일본전통음식 몬자야키 체험
(도쿄츠키시마 몬자스트리트)

8월6일 요코하마 중화가 견학
8월6일 오다이바 견학

8월 8일 일본전통을 현대에 전하는 아사쿠사・나카미세 견학

도쿄견학

온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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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9일　 보고회 후의 석별의 정감사와 교류, 우정을 확인후쿠시마에 노천 온천을 체험하러 오십시요.

”서로 연락하자 ㅎㅎ “

8월9일　보고회에서(답례연주와
감사의 율동. 각조별 보고

“일본인의 청결과 공공의식을 배우고, 후쿠시마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어 좋았습니다.I.K”

후쿠시마에서 답례로 “정열의 춤”을…
마지막에는 모두다 어우러져 춤을 추었다.

보고회

감사

10일간 여정의 감사의 답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율동연습을 하기 위해 여러번 만났다는 말을 듣고 감격(후쿠칸네트 사무국S.Y)

이야시(힐링)카페에서  찰칵! 다른 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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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안내

에도시대의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오우치쥬쿠”

후쿠시마 하면 기타가타라면! 유명합니다. 

골프장이 많다
사방에 널려있는게 온천이라”한겨울
눈 속에서 노천 온천”

온천여관에는 운치있는 온천들로….

폭포형 벛꽃나무

후쿠시마 아이즈에 있는 츠루가성

환영회 때 후쿠시마 안내를 해준 후쿠시마 고등학교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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