홋카이도 지사 메시지

도외 및 해외 여러분께
여러분께는 평소 홋카이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올해 9 월 6 일 홋카이도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지진이 발생해 진원지가 된 이부리관내 동부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세계 각국, 일본 각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도민의 일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홋카이도민은 험난한 자연과 마주하며 그 대자연을 향유
하고 자연과 공생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이번 지진 재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힘차게 극복해 전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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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대부분 지역은 교통과 숙박 등 관광객을 맞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며 저희 도민도 지진 발생 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짧은 여름이 끝나고 이제 홋카이도는 선명한 단풍이 산을 뒤덮고 수산물과
농산물도 맛있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합니다. 이 아름다운 홋카이도에
이전과 같이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많은 분이 찾아오셔서 저희 도민과 즐겁게
교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홋카이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8 년 9 월
홋카이도지사 다카하시 하루미

홋카이도 관광을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께

～안심하고 쾌적한 여행 정보를 안내합니다～
홋카이도에서는 9 월 6 일 발생한 이부리 동부 지진으로 라이프라인과 교통망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여행하시는 분들의 이동과 체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회복되었으니 안심하고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진원지 근처 일부를 제외하고 홋카이도내 거의 전 지역에서 평소대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안심하고 체재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
교통기관

〔철도〕
홋카이도 신칸센 및 주요 간선은 전부 정상 운행중이며 일부 노선에서
감편, 운휴중인 구간도 있습니다.
〔노선버스・도시간버스〕
진원지 근처 일부를 제외하고 도내 전체 노선은 정상 운행중입니다.

〔고속도로〕
지진의 영향으로 통행금지인 구간은 현재 없습니다.

항공노선

〔도내노선〕
전편 정상 운항중입니다.
〔국내노선〕
전편 정상 운항중입니다
〔국제노선〕
일부 노선이 감편, 운휴중이지만 노선 전편 대부분 운항중입니다.

음식점
편의점

라이프라인

일부 부족한 상품도 보충되고 있으며 거의 전 지역에서 정상 운영중
입니다.
〔수도・가스〕
피해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전 지역에서 지장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전기〕
자주적인 절전이 시행되고 있는데 숙박 시설과 관광 시설에 지장은 없습
니다.

최신 정보 ～ 홋카이도 여행 안전 정보 http://safety-travel.jp/ ～
(홈페이지는 일본어,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