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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신칸센은 동북신칸센 신아오모리역에서 삿포로(札幌)
역까지 약 360km에 달하는 노선입니다. 2005년 4월에 착공해 11
년간의 공사를 거쳐 2016년 3월에 '신 아오모리(新青森)역'과 '신
하코다테 호쿠토(新函館北斗)역'구간 약149km가 곧 개통됩니다.
새로운 역명은 '신 하코다테 호쿠토', '기코나이(木古内), 오쿠 쓰
가루 이마베쓰(奥津軽いまべつ)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신 하코다
테 호쿠토역에서 삿포로역까지의 구간은 2012년 에 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2035년도 개통을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기본사양

신칸센(新幹線)은 한국의 KTX같은

편성：10량
정원：731명
좌석간 간격：

１８명

５５명

1,300mm

1,160mm

６５８명

일본의 고속열차입니다.

1,040mm

홋카이도 신칸센의 캐릭터
'어디에든 유키짱'
신칸센을 타고 어디에든 갈 수 있어!

<그란 클래스>

<그린차>

<보통차>

세이칸(青函)터널이란?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을
잇는 터널입니다.
53.85km로 당시 세계에서 제일 긴 철

신 하코다테 호쿠토역

도터널이었습니다. 현재도 해저부의

자연과 함께 숨쉬며 모

터널 중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깁니다.

던하고 따뜻함이 있는

드디어 이 터널을 신칸센이 달리게 됩

역. 현재 하코다테 본선
(函館本線)의 오시마 오

기코나이

니다.

신 하코다테
호쿠토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

노(渡島大野)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큰

오쿠 쓰가루

동북신칸센의 최고

이마베쓰

창을 통해 역에서도 호

속도는 320km/h입니다.

쿠토의 사계를 감상하

홋카이도 신칸센의 영업

실 수 있습니다.
기코나이역

오쿠쓰가루이마베쓰역

현재의 에사시선(江差 현재의 가이쿄선(海
線)의 기코나이(木古

峡線)의 쓰가루이마

内) 역 근처에 있습니

베쓰(津軽今別)역 근

다. 수직성을 강조한

처에 있습니다. 이마

최고속도는 260km/h가 될
예정입니다.
속도도 빠르지만 안전도 중요!

속도가 빠른 신칸센은 종

벽면은 쓰가루의 바닷 베쓰정(町)의 심볼인

래의 철도 레일 폭보다 넓

가를 표현했습니다. 천 세이칸터널과 쓰가

은 1435mm의 레일을 주행

장은 힘찬 나무와 사람 루 해협, 홋카이도의

합니다. 폭이 넓은 레일 위를 달리기에

들을 이미지로 만들었 대지를 연상시키는

안정되어 빠르게 주행할 수 있고 건널

습니다.

목이나 급커브도 없어서 안전합니다.

디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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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신칸센 개통까지 500일! (11/17현재)
신 하코다테 호쿠토
(新函館北斗)

신 아오모리
(新青森)

2016년 3월 개통 예정

외장 디자인은 동북신칸센과 공통된 이미지를 위해 기본
색구성은 E5계를 베이스로 띠 색은 라일락, 루피너스, 라벤더
를 연상시키는 보라색으로 정해졌습니다.

(일본 회계 연도상 2015년도말)

신 하코다테 호쿠토에서
약 1시간 1분

10월 28일부터 아카렌가 청사(홋카이도 구 본청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Wi-Fi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치노헤
(八戸)

신 하코다테 호쿠토에서
약 1시간 25분

모리오카
(盛岡)

신 하코다테 호쿠토에서

센다이
(仙台)

신 하코다테 호쿠토에서

오미야
(大宮)

신 하코다테 호쿠토에서

아카렌가 청사에 방문하면 Wi-Fi에 접속해 보세요.
Wi-Fi정비 기념으로 홋카이도 신칸센 캐릭터인 '유키짱'
도 아카렌가 청사에 등장했습니다.

약 1시간 53분

약 2시간 37분

한국에서도 유명한 삿포로맥주.

약 3시간 44분

삿포로 클래식(홋카이도 신칸센 캔)이 11월 11일부터
홋카이도 한정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도쿄
(東京)

신 하코다테 호쿠토에서

홋카이도 신칸센인 H5계 차량을 일러스트로 신 하코

약 4시간 9분

다테 호쿠토, 기코나이, 오쿠 쓰가루 이마베쓰 역명과
개통PR로고마크 등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신칸센으로 더욱 가까워지는 홋카이도 남부의 음식들
뚝지국
홋카이도에서 곳코라고 불리
는 생선으로 만든 국입니다.
바다의 자라라고 불릴 정도로
진미이며 콜라겐이 많아 여성

오징어 소면
신선한 오징어를 소면처럼 얇게
썰어 말그대로 소면처럼 소스에
찍어먹는 하코다테의 향토요리
입니다. 아침으로도 자주 먹습니다.

마쓰마에즈케(松前漬)

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

말린 오징어와 다시마를 얇게

니다.

썰어서 간장, 술, 미림, 설탕등
으로 절인 마쓰마에(松前)지역
의 향토요리입니다. 밥 반찬은
물론 술안주로도 좋습니다.

하코다테롤
세이칸 터널을 이미지로
위에는 아오모리산 사과
를 사용하고 크림 속에는
나나에(七飯)산 사과를
넣었습니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는 홋카이도청 국제과 한국어 홈페이지http://www.pref.hokkaido.lg.jp/foreign/korean.ht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홋카이도 관광 정보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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