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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신칸센 개통
홋카이도 신칸센이 드디어 개통되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홋카이도 신칸센은 신아오모리-신하코다테

호쿠토 구간 (149km)으로 도쿄에서 신하코다테호쿠토역

까지는 최단 4시간 2분만에 도착합니다. 

도남지역에서는이를기념하는다양한이벤트가열렸습니다.

개통 전날 3월 25일 하코다테역 근처 가네모리 아카렌가창고와 가네모리홀

에서는 '홋카이도 신칸센 개통 전야제' 가 열렸습니다. 

다카하시 하루미 홋카이도 지사 등도 전야제에 참여해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일본 북 연주와 라이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코다테는 열기가 넘쳤습니다. 

18시부터는 홋카이도 신칸센 개통까지의 역사를 빛으로 표현한 프로젝션 맵핑이 상영되었습니다. 프로젝션

맵핑의 첫 그림은 배입니다. 홋카이도와 혼슈를 연결하는 교통은 1908년 홋카이도와 아오모리를 잇는 국철 세이칸

연락선이 취항하고, 1988년에 해저 터널인 세이칸터널이 개통되었습니다. 2016년 도민이 염원하던 홋카이도

신칸센이 드디어 개통되어 홋카이도와 혼슈를 잇는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가네모리 아카렌가 창고의 넓은 벽을

도화지로 음악과 함께 화려하게 펼쳐지는 멋진 프로젝션 맵핑이었습니다. 

전야제의 밤하늘은 바다위로 펼쳐지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장식했습니다. 

하코다테 라이너

신하코다테호쿠토역에서

하코다테역까지는 약 18km

거리인데 하코다테라이너

를 이용하면 최속 15분만에

갈 수 있습니다. 차를 이용

하는 경우는 3 0 ~ 4 0분

걸립니다. 

하코다테에 가게 되면

바다와 접해있는 하코다테는 여러가지 해산물이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징어는 굉장히 맛있기로 유명하며

신선한 오징어를 얇게 썰어 회로 자주 먹습니다. 이것을 오징어

소면이라고 합니다. 

하코다테의

유명한 온천가인 유노카와

온천은 당일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과 료칸 등의 숙박

시설 등이 있습니다 .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는

노천 온천도 있어 파도소리를 들으며 뜨거운

온천에 잠겨 평온한 휴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신칸센개통전야제

하코다테의 선술집이 늘어서

있는 거리로 해산물, 라면 등

맛있는 음식과 술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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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신칸센의 열기는 하코다테시와 인접한 나나에정에도 이어졌습니다. 

나나에정의 오누마공원역 또한 여러가지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신칸센 개통

당일 JR을 타고 오누마공원역에 도착한 사람에게 선착순으로 하코다테 와인과

오누마공원의 당고(경단)를 증정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누마 국정공원은 활화산인 고마가타케 산과 여러 호수와 늪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이 수려한

경치로 인해 일본신삼경(일본의 세가지 경치)으로 선정되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홋카이도 신칸센

개통일에는 하얗게 눈에 덮인 색다른 경치를 즐길 수 있었는데 여름이 되면 카누, 사이클링 등의 스포츠를,

한겨울에는 빙상 낚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홋카이도 신칸센을 축하하는 여러가지

이벤트가 열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맛있는

먹거리를 파는 부스와 홋카이도 PR부스 등이

늘어섰습니다.

개통 기념품으로 배부한 와인은 나나에초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가 발상지인 콩코드종 포도를 사용해

나나에초 공장에서 생산한 와인입니다. 

오누마 공원의 당고(경단)는

조그맣고 말랑말랑한 것이

특징입니다. 달콤한 간장맛, 팥,

검은깨 어느 것도 맛있습니다. 

올해는 홋카이도와 경상남도가 우호제휴를 맺은지 1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입니다. 이에 3월 28일부터 30일

까지 홋카이도 국제과에서 사무협의차 경상남도를 방문했습니다. 10주년을 기념으로 상호 방문단을 파견하는 건 등

기념행사에대해검토했습니다. 

신칸센을 직접

타지 않는 사람도

입장권을 사서

개찰구 안으로 들어가 신칸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역 안 에서도 유리창을 통해

신칸센을 내려다 볼 수 있어 개통 당일 많은

사람들이신칸센을구경하러왔습니다.   

홋카이도 신칸센 개통과 동시에 신하코다테호쿠토역이 개통되었습니다. 

신하코다테호쿠토역은 홋카이도의 새로운 창구로서 역사에는 홋카이도의 삼나무

등이 사용되어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 신칸센 개통일인 3월 26일은 신칸센을 타려는 사람 뿐 아니라 보려는

사람들도 신하코다테호쿠토역을 많이 찾아 북적였습니다. 

3월 29일에는 경상남도 배구연합회를 찾았습니다. 홋카이도는

경상남도와 미니배구 교류를 2012년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홋카이도가 발상지인 미니배구를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상호 교류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30일에는 경상남도청을 방문해 상호 방문단의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호쿠토시의공식캐릭터인즈시홋키도보였습니

다. 홋키는함박조개를뜻하는말로함박조개초밥

이호쿠토시의명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