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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홋카이도는?   ☞ 불꽃 축제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즐거운 축제~ 불꽃 축제! 

 홋카이도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홋카이도 각지에  

 서 열리는 불꽃 축제 중에서도 그 규모가 대단한 카치마이(勝每) 

 불꽃 축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제 60 회 카치마이(勝每) 불꽃 축제  

･일 시：2010 년 8 월 13 일 금요일  

19：30 ~ 20：45 

･회 장 ：오비히로시 도카치가와 특설회장 

･발사수 ：약 20,000 발 

･주 최 ：도카치 마이니치 신문사 

･교통편  

열  차  치토세-오비히로 약 2 시간 

        삿포로-오비히로 약 2 시간 30 분 

자동차  신치토세-오비히로 약 2 시간 50 분 

        삿포로-오비히로 약 2 시간 50 분 
  

서장은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지사 표경방문 경상남도청 노동 조합 홋카이도 방문 

지난 6 월 22 일 서장은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의 지 

사 표경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2010 년 5 월 

7 일 다카이 오사무(高井修) 

부지사가 서울특별시를 방문 

해 우호교류 제휴를 위한 지 

사 친서를 전달한 이후, 이에 

대한 서울 시장의 답신을 전 

달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장 친서에는 홋카이 

도와 서울특별시와의 교류관 

계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씌어져 있어, 서울특 

별시와 홋카이도와의 우호교 

류 제휴를 향한 기대감이 점 

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와 서울특별시 간 

에는 직항편이 매일 운항되 

고 있는 만큼 ‘이웃 도시’라 

는 홋카이도민의 인식도 높으며, 서울에서부터도 많은 시민이 

홋카이도를 방문하고 있는 등 연간 25 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지역 간에 우호교류가 이루어진 

다면 양 지역은 물론 한일 양국 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고 기대되는 바, 10 월 우호 제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 월 22 일 ‘경상남도청 공 

무원 노동 조합’ 이병화 연수단장 

을 비롯한 24 명의 연수단이 홋카 

이도에 방문해 홋카이도청 노동조 

합과 교류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노동 조합 간의 교류는 금 

년 2 월 홋카이도에서 열린 양 지 

역간의 사무협의 시 경상남도 측 

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 연수단은 

6 박 7 일 간의 연수 일정 중 마지 

막 일정으로 홋카이도에 방문했습 

니다. 

  홋카이도청 노동조합에서는 마 

츠모토(松本) 중앙집행 부위원장과 

치바(千葉) 서기장, 야스이(安居) 

정책 정보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 

용으로는 홋카이도청 공무원 복지제도 상황, 상생적 노사관계를 위 

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현황, 인사 및 예산 수립 시 노동 조합의 역 

할과 한계, 여성공무원에 대한 별도 우대제도 현황 등으로 양 지역  

노동조합의 현 실태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홋카이도와 경상남도는 2006 년 교류를 시작한 이래로, 한국의 남 

방과 일본의 북방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 

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해 공항과 신치토세 공항 간에 주 3 회 직 

항편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기념품을 교환하는 이병화 연수단장 

(좌)과 치바 서기장 (우) 

경상남도청 공무원 노동 조합과 홋카이도 

청 노동 조합과의 기념 촬영 

서울 시장 친서를 전달하는 서장은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좌)과 다 

카하시 하루미 지사(우) 

서울 시장 친서 (위) 

서울시 방문단과 다카이 오사무 부 

지사와의 간담 후.  

와의 

면담. 

  

서울 특별시장 친서 전달을 위한 지 

사 표경 방문. 

75 분간의 쇼는 5 부로 구성되어 각각의 

테마에 따라 연출됩니다. 컴퓨터 제어에  

의한 불꽃, 조명, 특수효과, 음악이 하나 

가 되는 75 분 간 중에서도 논스톱으로  

발사되는 피날레 10 분은 감동 그 자체로 

황금색의 밤하늘이 연출됩니다. 

 

<카치마이 불꽃축제의 유래> 

도카치 마이니치 신문사의 초대사장인 하야시  

도요카와(林豊州)가 홋카이도 최초의 불꽃축제 

를  오비히로에서 개최하자고 상공업자들에게  

제안하여 주최행사로서 실현되었습니다. 

제 1 회 축제는 1929 년 8 월 15 일에 개최되었 

습니다. 이후 제 2 차 세계대전으로 수년간 중 

단되었다가 시민들의 요구로 다시 부활하였습 

니다. 1995 년부터 축제 현장이 생방송으로 TV 

중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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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홋카이도 관광 정보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지사실 국제과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 3条西 6丁目 TEL：＋81－11－204-5114  FAX：＋81－11－232-4303)  
 

‘아이누개’ 

라 불리는 

홋카이견 

(北海道犬) 

-천연기념물 

 시간도 멈추어 가는, 신호등 3 개의 섬마을 

 

◆오쿠시리에 대해 알아봐요! 

위치 : 홋카이도 남서부의 섬 

인구 : 3,229 명(2010 년기준) 

면적 : 142.98ｋ㎡ 

기후 : 연간 평균 기온 9.4 도, 

강수량 1,333ｍｍ로 온난함. 

산업 : 예로부터 수산업이 활발히 

이루어 졌으며 오징어와 임연 

수어의 근해어업과 성게와 전 

복의 기근어업이 주가 되고 있 

습니다. 최근에는 관광산업과의 

양립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행 

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코다테에서 비행기로 30 분, 배로 약 2 시간 거리의 홋카이도 남서부에 위 

치해 있는 섬, 오쿠시리. 언제나 평화로울 것만 같은 이 섬에는 17 년 전 이맘 

때 쯤 너무나도 잔혹한 재해가 휩쓸고 간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1993 년 7 월 12 일 오후 10 시 17 분. 홋카이도 남서부 앞바다 수심 34km 

진원의 매그니튬 7.8 의 지진이 일본해역을 덮었습니다. 진원지에 가까웠던 오 

쿠시리는 사상 최대급 지진과 쓰나미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 

자와 행방불명자 198 명이란 큰 피해는 평온했던 오쿠시리 주민들의 행복한 삶 

을 빼앗아 갔습니다.  

  쓰나미 이후 각지에서 모여든 자원 봉사자들과 섬주민들의 노력으로, 17 년이 

지난 지금은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지만, 삶의 동지를 잃은 섬 주민들 

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씻기지 않을 것입니다. 

  희생자들의 몫까지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하기에 오늘도 더욱 밝은 모습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섬주민들. 오쿠시리에 가면 빼어난 자연경관은 물 

론이거니와, 오쿠시리 주민들만의 활기찬 모습이 일상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달래 줄 것입니다. 또한 오쿠시리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신선한 성게와 전복, 

오징어는 오쿠시리의 자랑입니다.  

  오쿠시리라는 지명은 아이누어로 ‘건너편 섬’이라는 의미의 ‘이쿠시리’에서  

유래했으며, 약 8 천년 전 조몬시대 초기에 사람이 이주해 살기 시작한 이래로  

1767 년 ‘다구치 큐베’라는 사람이 어업을 위해 이주한 후 정착민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쿠시리에서는 조몬시대의 유물과 유적도 대량 출토되었습니다. 

미야쓰벤 절(宮津弁天宮) 

에도시대 섬의 거점이던 초소가 있던  

곳으로 1831 년 주민들이 어업 수확을  

위해 지은, 풍년 신을 모시는 절. 

쓰나미 기념관 

2001 년 오픈. 재해를 기억하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후세에 남 

기기 위해 지어진 공간. 7 개의 테마 

별로 쓰나미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재현해 놓았습니다. 

타마지마산(球島山) 

표고 369.3m 로 섬 주변을 돌면서 자동차로 

가볍게 들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정상에서는 섬의 중앙부부터 북쪽 일대까지 

의 환상적인 파노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사이노카하라(賽の河原) 

섬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먼 옛날 

부터 섬 주민들이 무사를 기원하는 기 

도를 올리는 신성한 곳. 매년 6 월 개 

최되는 ‘사이노카하라 축제’의 회장이 

기도 합니다. 

보라(ボラ) 

재해 당시 복구작업에 힘써 준 자 

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푸딩, 젤리 등을 듬뿍 넣어 만든  

볼륨 만점의 아이스크림! 보란티 

어(ボランティア) 에서 이름유래. 

여행의 재미는 뭐 

니뭐니해도 그 지 

역만의 싱싱한 먹 

거리! 오쿠시리에 

간다면 전복과 성 

게는 꼭 맛보세요 

 

우니마루 

오쿠시리의 캐릭터 

우니마루(성게군). 

훼리 도착 시간에  

맞추어 연안여객터 

미널에 나타나는  

우니마루와 악수도 

해보고, 기념촬영 

한 장 어떨까요? 

★ 그 밖의 기타 명소도 둘러보세요! 

야구선수 사토 요시노리(佐藤義則) 전시실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스’ 출신선수로,    

165 승을 거두며 노히트노런 최연장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토 선수의 유니폼을 전시. 

북추갑 (北追岬) 공원 

기념비와 예술가의 조각과 작품 등이 점재해 

있어 마치 야외미술관 같은 곳. 

무연도(無縁島) 

실연의 아픔에 바다에 몸을 던진 여인의 슬픈 

사랑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 

Footpath (산책코스) 

조용히 섬을 산책하며 섬만의 시간을 오감으 

로 느껴 보는 것은 어떨 까요? 

섬 안을 3 코스로 나눈 책자인 ‘Footpath’는  

관광안내소와 숙박시설에 배치. 

＜오쿠시리 관광협회 홈페이지(일본어)＞ 

http://unimaru.com/  

나베쓰루이와(鍋釣岩) 

오쿠시리의 상징으로, 냄비손 

잡이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 

http://hokkaido.japanpr.com/
http://unimar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