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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0 인 회의-홋카이도지사 참석 

한중일 3 국의 정치, 경제, 학술 분야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한중일 30 

인 회의의 참석 차 홋카이도의 다카하시 하루미 지사가 서울을 방문했 

습니다. 중앙일보와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의 신화통신의 공동 

주최로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교류 방향’ 에 대해 논의해 온 이 회의 

는 올해로 7 회 째를 맞이합니다. 회의의 구성원은 3 년 임기로 다카하시 

지사는 일본 지방의 대표자로 올해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4 월 16 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올해 회의의 

주제는 ‘세계의 경제 불확실성과 한중일 3 국 

협력’으로,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나누어 진 

행되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다카하시 지사는 

지방의 시점에서 본 3 개국 교류의 추진 가능 

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 글 

로컬 포럼(glocal forum) 을 개최하자 

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분과회의는 

문화분과에 소속되어 ‘일본문화의 해 

외 진출 가능성과 한류·화류·일류 붐 

을 지속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한 의견 

을 전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매년 번갈 

아 가며 개최되는 이 회의의 다음 개 

최지는 홋카이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 월 16 일, 한중일 30 인회의의 

한국 지방대표자로 참가한 우근 

민 제주도지사와 홋카이도지사와 

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다카하시 지사는 홋카이도와  

제주도는 각 나라의 최북단과 최 

남단이라는 지리적으로도 기후적 

으로도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점이야말로 상호보완 

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계 

기가 된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 지사는 다카하시 지사가 

제주도에 방문해 주기를 요청했  

습니다. 

 
한중일 30 인 회의의 참석자들 

 

발언 중인 다카하시 지사 

(사진-가운데) 

시로이 고이비토（白い恋人） 

  즐거운 여행지에서 항상 고민되기 마련인 선물!  

홋카이도에도 인기있는 선물들이 너무 많아서 막상 어떤 것을 사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신치토세공항과 삿포로시의 선물 랭킹을 참 

고해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선물 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홋카이도’하면 ‘시로이 고이비토’라 

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과자. 

간혹 ‘쿠크다스’와 맛이 비슷하다며 

혹평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화이트 

초콜릿의 진한 맛과 부드러운 쿠키 

의 맛이 선물로 손색 없는 상품. 

쟈가폿쿠루（ジャガポックル） 

감자칩으로 유명한 ‘가루비’에서 만 

들고 있는 상품. 일본에 있는 다양 

한 감자칩과는 확실히 차별된 바삭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 

가볍고 유통기한도 길기 때문에 선 

물로 제격인 상품. 

로이즈의 생초콜릿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초콜릿 브랜드 ‘로이즈’ 

에서 판매중인 생초콜 

릿! 냉장보관의 번거로 

움이 있지만, 번거로움 

을 감수할 만큼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 굿! 

마루세이 버터샌드 

홋카이도의 일본과자 전 

문점 롯카테이(六花亭) 

의 간판 상품으로, 림주 

의 풍미와 크림, 건포도,  

비스킷이 매치된 맛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카하시 지사는 4 월 17 일, 홋 

카이도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 

고 교류중인 서울특별시의 박원순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박 시장은 홋카이도민이  

서울시를, 서울시민이 홋카이도를 

방문하는 경우 공립시설 입장료를 

할인해 주자는 제안을 했고 다카 

하시 지사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또한 박 시장은 홋카이 

도의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운영 

방식에 관심이 있으며 배우고 싶 

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 제주도지사와의 회담 

 

◆◇ 서울시장 방문 

 

홋카이도 여행 기념 선물 베스트!!! 

삿포로 클래식 맥주 스타벅스 텀블러/머그컵 

야키소바 컵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수 

입맥주 중 하나인 삿포 

로 맥주의 홋카이도 한 

정판. 맥아와 홉 100% 

로 만들어졌으며, 가벼 

운 목넘김이 최고! 

 

일본 서민음식 

의 대표격인  

야키소바의 홋 

카이도 한정판 

매 컵라면입 

니다. 

 

 

홋카이도의 흰곰과 지 

도가 그려져 있는, 홋 

카이도 한정판 텀블러 

와 머그컵은 삿포로 역 

에 위치한 2 곳의 스타 

벅스에서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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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사르 협약은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조약 

으로 공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도 101 번 째로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총 16 곳이 등록되어 있고, 제 10 차 총회가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 

된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람사르 협약 습지가 총 38 곳 있으며,  

1980 년 6 월 홋카이도 구시로 습원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람사르 협 

약에 등록되었습니다. 이 구시로 습원을 비롯해 홋카이도 내에는 총 

12 곳의 습지가 람사르 협약에 등록돼 있습니다.  

 

 

 

 

홋카이도 내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  

①구시로 습원 (釧路湿原) 
소재지：구시로시, 시베차초 (1318ha)  

  광대한 습원의 약 80%는 갈대와 사초에 둘 

러싸인 저층습원으로, 식물 약 600 종·포유류 

26 종·조류 약 170 종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 

다.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있는 단정학과 시 

마후쿠로(올빼미)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②굿차로코 호수 (クッチャロ湖) 
소재지：하마톤베쓰초 (1607ha)  

  분비나무와 가문비나무를 중심으로 한 북방 

계 삼림으로 둘러싸인 호수 연안에는 갈대군 

락이 펼쳐져 있습니다. 백조를 비롯한 오리류  

등이 거쳐가는 중계지 역할을 하며 천연기념 

물인 오지로와사(독수리)를 볼 수 있습니다.  

 

③우토나이코 호수 (ウトナイ湖) 
소재지：도마코마이시 (510ha)  

둘레 9.5km 의 담수호로 사구와 화산재성  

벌판, 구릉성 삼림 등 자연환경의 다양성이 돋 

보입니다. 호수 안쪽에는 줄, 마름, 개연꽃 등 

수생식물이 서식하며 약 270 종의 조류가 확 

인되고 있습니다. 

 

④기리탓푸 습원 (霧多布湿原) 
소재지：하마나카초 (2504ha)  

  물이끼 이탄지를 기반으로 하는 고층습원과 

만조 시에 해수가 유입되는 2 개의 반염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리와 백조류의 새가 찾 

아 들며 단정학의 번식지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⑤앗케시코 호수・베칸베우시 습원(厚岸湖・別寒辺牛湿原) 
소재지：앗케시초 (5277ha)  

  반염호인 앗케시코 호수와 거기에 유입되는 

베칸베우시 강 주변의 갈대와 사초를 중심으로 

한 저층습원입니다. 앗케시코 호수는 겨울에도 

전부 얼지 않으므로 일본 최대의 오오하쿠초 

(백조) 월동지이기도 합니다. 

 

⑥미야지마누마 늪 (宮島沼) 
소재지：비바이시 (41ha)  

  시베리아 등 북반구의 번식지를 왕복하는 오 

리류와 백조류의 중계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월동하는 기 

러기의 대부분이 중계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⑦우류누마 습원（雨竜沼湿原) 
소재지：우류초 (624ha)  

  산간부에 위치하는 산지형 습원으로 산지형  

습원 가운데서는 큰 면적을 자랑합니다. 겨울 

동안 쌓이는 눈이 녹아 못둑에 고이며, 이 물 

이 습원에 스며들어 독특한 자연경관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수생, 습원성, 고산성 식물군 

이 혼재해 있어 뛰어난 자연경관이 돋보입니다. 

 

⑧사로베쓰 벌판（サロベツ原野) 
소재지：도요토미초, 호로노베초 (2560ha)  

  이탄지 위에 만들어진 고층·중간·저층 습원 

과 늪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지대의 평야부 

에 발달한 고층습원이 특징입니다. 물새의 번 

식지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⑨도후쓰코 호수（濤沸湖) 
소재지：아바시리시, 고시미즈초 (900ha)  

  사주의 발달으로 형성된 호수로 해초지와 염 

성 습지가 발달해 있습니다. 또한 도요새, 물떼 

새 등 철새의 도래지이기도 합니다. 오지로와 

시, 오오와시(독수리 류)의 월동과 단정학의 번 

식도 확인됐습니다. 

 

⑩아칸코 호수（阿寒湖) 
소재지：구시로시 (1318ha)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광대한 칼데라 호수로 

‘마리모’라는 희귀한 해초류의 서식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시송어 같은 어류 

들이 천연분포하는 아시아의 남쪽 한계점이기 

도 합니다.  

 

⑪후렌코 호수・슌쿠니타이（風蓮湖・春国岱) 
소재지：네무로시, 벳카이초 (6193ha)  

후렌코호수는 네무로만과 연결된 반염호로  

간석지가 발달해 있습니다. 슌쿠니타이는 사주 

로, 분비나무와 해당화의 대군락이 발달해 있 

습니다. 이곳의 삼림, 초지, 염성습지, 간석지 

도 철새들의 중요한 중계지가 되고 있습니다. 

 

⑫노쓰케반도（野付半島・野付湾) 
소재지：벳카이초, 시베쓰초 (6053ha)  

  그 길이 28km 로 일본 최대 길이의 사구입 

니다. 광대한 간석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철새 

의 대규모 도래지인 동시에 단정학의 번식지이 

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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