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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홋카이도 친선교류협회 지사 예방 

 
신세계 백화점, 홋카이도 물산전 개최 

  지난 2 월 7 일, 삿포로 눈축제를 맞이하여 서울-홋카이도 친선교류협회 

의 서장은 회장을 비롯한 13 명의 회원이 다카하시 하루미 홋카이도 지사 

를예방하였습니다.  

이번 예방에서 다카하시 지사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서울시장 방문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올해는 양 지역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서장은 회장도 올해 4 월에 치러 

질 홋카이도 지사 선거에서 꼭 당선되어 다시 뵙길 바란다는 응원과 함께 

홋카이도와 서울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서울-홋카이도 친선교류협회는 양 지역의 민간교류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년 11 월 1 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본점을 비롯한 3개의 점 

포에서 홋카이도 물산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물산전에서는 홋카이도의 관광 홍보 

와 함께 홋카이도 특산물을 소개하고 직 

접 만들어 판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대자연 속에서 생산된 식자 

재를 이용한 특산물 중에서도 이번에 선 

보이는 것으로는 해산물 (새우, 게, 가리 

비) 고로케, 홋카이도라면, 슈크림, 니혼슈 등입니다. 피곤한 일상의 기분 

전환으로 물산전을 찾아, 홋카이도의 맛을 즐기며 잠시나마 홋카이도를  

여행하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제 62 회 삿포로 눈축제 

그 열기의 현장으로♪ 

매년 2 월이면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끄는 홋카이도  

최대 겨울 축제인 ‘삿포로 눈축제’가 올해도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번 축제에는 일본의 국보인 혼간지 비운각에서부터 중국 베이징의 천단공 

원, 만화영화 캐릭터 등에 이르기까지 252 개의 눈 조각 작품이 선보였습니 

다. 이 중에서도 지난 10 월 삿포로시와 자매도시를 체결한 대전광역시를  

이미지한 얼음상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축제 기간동안 

관광 홍보관을 설치하고 대전의 역사와 문화, 축제 등과 관련한 대표적 관 

광명소의 홍보활동도 펼쳤습니다. 

  눈축제 기간에는 국제 설상조각 경연대회도 열리는데, 올해로 38 회를 맞 

은 대회에는 한국, 중국, 미국, 싱가폴 등 세계 13 개국 16 개팀이 참가하였 

습니다.  4 일간의 주어진 시간에 눈조각 작품을 만든 후 심사가 이루어지 

는데 올해의 우승은 북유럽에 위치한 리투아니아 공화국이 준우승은 핀란 

드가 차지했습니다. 

   

 

 

 

✿✿ 삿포로 눈축제에는 눈조각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즐길거리도 가득합니다~!^^ ✿✿ 

 

☆ 스케이트장 

가족, 연인과 함께 

스케이트장에서 즐거 

운 한때를~ 

 

 

 

☆ 스노보드 점프대 

일본 최고 레벨의  

스노보드 스키점프 

연기를 눈 앞에서~ 

☆ 증기기관차 체험 

모형 증기기관차를 

타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봐요~ 

 

☆ 먹거리 코너 

홋카이도 식자재로 

만든 맛있는 요리도 

가득~ 

☆ 흡연실 

담배는 각 구역 

마다 설치된 흡 

연실에서~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도시로서의 모 

습을 재현한 얼음상으로 대전시 전경 

과 한빛탑을 가로 15m, 세로 5m 높 

이의 얼음조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눈축제 그 시작은? 

  1950 년 삿포로의 중고등학생들이 

6 개의 설상을 오도리공원에 설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눈싸움, 눈조각전, 카니발 등과 함께 

개최되었는데 5 만명 남짓한 인파로 

예상 외의 대인기였습니다. 이후 점 

차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며 일본 최 

대 겨울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33 번째로 출전하 

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석굴암을 재현 

하였고, 자매도시 회원 자격으로 첫 출 

전한 대전광역시는 우리나라 수호신인 

‘치우천왕’의 얼굴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선전하였습니다. 

 

 

 

눈축제는 그 중심인 오도리 공원 이외에 

도, 눈을 이용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쓰 

도무 회장과 스스키노 회장에서도 개최되 

어 그 열기를 더했습니다.   

<왼> 홋카이도 최대 환락가 스스키노에  

설치된 얼음 조각상의 모습 

<물산전 개최기간> 

▪ 강남점    2/25(금)~3/3(목) 

▪ 본점      3/4(금)~3/10(목) 

▪ 경기도점  3/18(금)~3/24(목) 

한국 팀 
대전 

광역시 팀 

대전광역시 얼음상 

관광대국 홋카이도 

뮤지컬 라이온킹 

중국 천단공원 

일본 혼간지 비운각 

일본 TV 만화 ‘사자에상 

(좌)기념품을 교환 

하는 서장은 회장 

과 다카하시 지사 

(우)친선교류협회  

회원들과 다카하 

시 지사 

  

스스키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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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에게 전해줄 보물 

 

 

➷ 그 세번째 이야기 
소야(宗谷), 루모이(留萌) 지역 

 

❀ 왓카나이(稚内)항구 북방파제돔 

겨울에 북서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운 반 아치식 돔.  

높이 14m, 총길이 427m 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경관과 구조입니다. 

 
❀ 소야 구릉의 빙하 지형 

약 2 만년 전의 최종 빙하기에 형성된 빙하 

본래 특징적인 지형으로 빙하 주변부의 동 

결과 융해의 반복으로 생긴 것입니다. 

 
❀ 데시오강(天塩川) 

길이 256km 의 홋카이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으로 카누의 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 루모이 청어가도 

청어잡이로 성황을 이루었던 당시의 모습 

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 마시케(増毛)의 역사적 건물 

메이지 시대부터 영업을 해 온 상가와 전 

쟁전인 1936 년 건축된 마시케 초등학교 

등 오래된 역사적 건축물입니다. 

 

 

 

 

 

 

사진제공-홋카이도 유산 협의회 

 

루모이  청어가도 마시케 역사적 건물 

  2002 년 한일 월드컵 예선전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경기 

가 치러진 삿포로 돔. 이곳은 한일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 

된 이후 삿포로시가 과감한 예산투자로 2001 년 완공한 

세계 유일 축구와 야구 경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는 이동 

식 돔구장입니다. 현재 J 리그 축구팀인 콘사도레 삿포로 

와 프로야구 퍼시픽리그 팀인 닛폰햄 파이터스가 홈구장 

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가 없는 날은 대형 뮤지션들 

의 콘서트가 열리기도 합니다. 삿포로 돔은 지상 4 층 지하 2 층 규모로 고정 객석수가 4 만 1484 석, 

최대수용인원은 5 만 3796 명에 달합니다.  

  추위와 눈에 둘러싸였던 삿포로도 서서히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 3 월 25 일부터는 퍼시픽리그 개 

막전을 시작으로 2011 년의 리그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신치토세 공항에서 약 40 분, 삿포로역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25 분이면 갈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삿포로 돔을 찾아 스포츠 경 

기도 즐기고 돔투어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돔 안의 야구장이 세로 

120m, 가로 85m, 무게 

8300 톤의 거대한 천연 

잔디 축구장으로 탈바 

꿈하는 데는 약 8 시간 

이 소요됩니다. 또한 바 

꿀 때마다 드는 비용은 

엔화로 약 400 만엔이 

든다고 합니다. 

축구장으로의 변신! 

  홋카이도의 새로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발신지로 찾는 이들의 마음을 흥분과 감동으로 채워주 

는 삿포로 돔 안의 시설들을 살펴 볼까요? 

1 층-홋카이도 푸드 레스토랑, 상품숍, 카페, 탁아소, 메모리얼 코너, 트레이닝룸, 매점 등 

2 층-매점   /  3 층-키즈파크, 패밀리시트, 베이비 코너 등 

➷ 상품숍-콘사도레 삿포로와 닛폰햄 파이터즈의 공식 상품은 물론 일본 프로야구 12 개 구단의 상 

           품과 메이저리그 상품, 삿포로 돔 오리지널 상품 등 다양한 물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메모리얼 코너-삿포로 돔 5주년을 기념하여 2006년 설치된 코너로, 개장 당시부터의 역사를 기 

                  념품의 전시로 소개하고 있으며 기증된 기념볼과 사인 등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 키즈파크-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와 판타지를 테마로 한 대형복합 놀이시설로, 경기가  

             있는 날은 물론 이벤트가 없는 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패밀리시트-키즈파크에 병설된 테이블이 딸린 관전석입니다. 아이를 동반하더라도 안심하고 경 

             기를 관전할 수 있습니다. 좌석은 벤치형으로 5 명 정도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삿포로돔 홈페이지 (한국어)   http://www.sapporo-dome.co.jp/foreign/index-kr.html 

돔투어, 전망대 

경기나 콘서트가 없는  

날에는 안내원의 설명 

을 들으며 50분간의 돔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에스컬레이터 

를 타고 53미터 높이의 

전망대에 오르면 장대 

한 경기장의 전경이 한 

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2011 프로야구 퍼시픽리그 개막을 앞두고 홋카이도 야구 팬들 

을 설레게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일명 ‘손수건 

왕자’로 유명세를 떨친 사이토 유키(斉藤佑樹) 선수입니다. 사이토 

선수는 와세다 실업고 재학 시절, 일본 전국고교 야구대회인 고시 

엔에서 연장전과 재경기 끝에 팀을 우승으로 이끈 주역이기도 합 

니다. 이 경기 당시 221 개의 볼을 던지고도 연장 11 회말 149km 

볼을 던질 정도의 강철 어깨를 소유한 그는 지난 12 월 닛폰햄 파 

이터스의 유망주로 입닥식을 치렀습니다. 유명세에 걸맞게 이날  

입단식은 5 개 방송국이 생중계 했으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려 8000 명에 달하는 팬들이 입단식을 찾았습니다. 

 

전망대 

야구장 

축구장 

돔투어 

상품숍 메모리얼 코너 키즈파크 패밀리시트 

http://www.pref.hokkaido.lg.jp/foreign/korean.htm
http://hokkaido.japanpr.com/
http://www.sapporo-dome.co.jp/foreign/index-kr.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