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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나는 펭귄이 있는 일본 제일의 동물원 아사히야마(旭山) 동물원 

일본 제 1 의 입장객수를 자랑하는 아사히야마 

동물원. 규모는 작지만 이 동물원이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특유한 전시 형태에 있습니 

다. ‘행동전시’라 불리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특 

징은 인간이 동물을 구경하는게 아니라 동물이 

인간을 관찰한다는 것으로 원통의 유리관을 헤엄 

치며 오가는 물개들은 사람들이 신기한 듯 눈 앞 

에서 재주를 부리며, 북금곰들도 두더지처럼 땅 

위로 얼굴을 내미는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먹이 

시간이 되면 헤엄치는 북극 

곰을 볼 수 있는데, 특수 유 

리 너머로 바로 코 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북 

극곰의 발바닥을 관찰하거나 하얀 북극곰의 살색 

은 실제로는 검다는 사실마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펭귄의 꿈은 하늘을 나는 것으로 아사히야마 동 

물원은 펭귄들의 그 꿈을 이루어주는 곳입니다. 유 

리로 된 수중 터널을 지나면 파란 하늘을 배경으 

로 펭귄들이 하늘을 나는 듯 헤엄치고 있습니다. 

수중과 육상, 하늘까지 제패하는 아사히야마 동물 

원의 팽귄 

들. 겨울에 

는 그들과 

함께 눈 위 

의 산책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 아사히카와의 관광정보는 www.asahikawa-daisetsu.jp (한국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 Happy 수원 위크 in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旭川市) 

1983 년, 한국과의 우호친선교류를 목적으로 

아사히카와 일한우호친선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과 자매도시를 제휴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아사히카와 일한우호친선협회는 여러 조사, 연구 

를 통해 자연 조건, 도시 기능, 산업의 발달 형태 

등에 있어서 수원시가 아사히카와시와 가장 유사 

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한일친선협회 수원시협회 

와 함께 민간교류를 계속해왔습니다.  

시민교류 등을 바탕으로 고양된 자매도시 제휴 

로의 의지는 아사히카와시장을 비롯한 행정 시찰 

단이 수원시를 방문하기에 이르렀고, 1989 년 

9 월 아사히카와 시의회 의원협의회로부터 자매 

도시제휴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0 월 17 일에 자 

매도시를  맺었습니다.  
 

【일반 교류 현황】 

소년축구 교류(1990 년)  

보이스카웃 교류(1992 년) 

직원상호파견교류(1994~2003 년) 

기술직원교류(2004~2008 년), 사진교류(1996 년), 

바둑교류(1996 년), 합창교류(1998 년), 

소년소녀친선방문단(중학생)파견(2000 년) 

수원시립교향악단 콘서트 개최(2001 년) 

수공예교류(2009 년) 
 

【경제 교류 현황】 

아사히카와공업전에 수원시내 기업 참가(2001 년) 

아사히카와시 한국 경제교류단 파견(2004~2008년) 
 

특히 2002 년 한일 월드컵에 즈음해서는 아사 

히카와시 친선 방문단이 수원시를 방문해 월드 

컵 성공개최를 위한 기부를 하거나 수원시립 교 

향악단 일행 83 명이 월드컵 홍보를 위해 아사히 

카와시를 방문해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교류 10 주년을 기념해서는 청소년 교류단이, 

15 주년을 기념해서는 전통예술 공연단이 아사히 

카와시를 방문했고, 아사히카와 측에서도 경제 단 

체 일행, 미술회 일행 등이 수원시를 방문하는 등 

상호 방문을 기본으로 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 

어 왔습니다.   

자매도시 제휴 20 주년을 기념해서 2009 년에는 

아사히카와시가 7 월 27 일부터 8 월 2 일까지를 

‘해피 수원 위크’로 지정하여 20 주년 기념식전은 

물론이고 시내 여러 행사장에서 수원시 소개전, 

시민 교류회, 일한 시민단체 교류 소개전, 한국 

물산전, 한국 전통무용 공연 등을 펼쳤습니다. 

특히 한국 국외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정조 대 

왕릉 행차 행렬이 아사히카와 시내에서 재현되면 

서 수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발길을 끌었고, 수원 

갈비를 비롯한 한국 음식을 선보이는 포장마차촌 

도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아사히카와의 이모저모 】 
 

◇ 아사히카와시의 개요 

면적: 747.60km2, 인구:약 35.7 만명(2007년)
 

주요산업: 농업, 공업, 상업  

◇ 대표적 자랑거리 

• 자연: 내륙성 기후로 연간 기온차가 

크며, 여름은 동위도 지역에 비해 기 

온이 높고 겨울은 홋카이도내에서도 

극한지로 유명합니다. 1902 년에는 일 

본 기상관측사상 최저기온인 -41℃를 

기록했으며, -20℃이하가 되면 공기 

중의 수분이 동결해 빛에 반사되어 다 

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다이아몬드 더스 

트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사람: 소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 

코(三浦綾子)는 아사히카와 출신으로,  

아사히카와에 있는 국유림인 외국수종 

견본림은 빙점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1998 년 그 곳에 미우라 아야코 기념 

관이 건립되었습니다.   
 

 

 

 

 

 

 

 

 

• 먹거리: 홋카이도 유산으로 지정된 아 

사히카와 라멘(라면)은 간장맛을 기본 

으로 한 스프가 특징이며, 홋카이도 3 

대 라멘 중의 하나입니다. (삿포로 미 

소(된장) 라멘, 하코다테 시오(소금) 

라멘, 아사히카와 쇼유(간장) 라멘) 

미우라 아야코(三浦綾子) 기념관 

아사히바시(旭橋, 홋카이도 유산)  
자료제공: 아사히카와시(www.city.asahikawa.hokkaido.jp) 

http://www.asahikawa-daisetsu.jp/
http://www.city.asahikawa.hokkaid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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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눈축제 (さっぽろ雪まつり) 100 배 즐기기> 
제 61 회 삿포로 눈축제가 2010 년 2 월 5 일부터 11 일까지 삿포로 시내 각 이벤트장에서 펼쳐집니다. 2009 년 제 

60 회 축제에서는 우리 국보 제 1 호인 숭례문이 재현되었는데, 올해는 백제 시대의 왕궁이 제작됩니다.  
 

▷기간: 2010 년 2 월 5 일(금) ~ 2 월 11 일(목) 

▷장소와 시간:  

• 오도리 공원(22:00 조명 소등)  

• 스스키노 회장(24:00 조명 소등, 2 월 11 일은 22:00) 

• 쓰돔(つどーむ) 회장(9:00~17:00) 
 

• 제작과정 즐기기 

눈축제장에는 메인을 장식하는 대형 설상들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꾸미는 다양한 규모 

의 설상이 제작됩니다. 이 중 대형 설상의 제작을 담당하는 것은 육군 자위대 부대로 군 

부대 트럭으로 실려 오는 눈과 건설 현장을 방불케 하는 철 구조물 위에서 눈과 고군분 

투하는 군인들의 모습은 눈축제가 개막되기 전에만 볼 수 있는 또다른 진풍경입니다. 

그리고 축제 개막 후 열리는 국제 설상 콩쿨에는 올해도 우리 나라를 포함한 14 개국 

팀이 참가 해서 각 팀의 개성있는 설상과 그 제작 과정을 관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을 짊어 진 우리 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 체험형 설상 즐기기 

설상 중에는 대형 눈 미끄럼틀과 같이 시민이나 관광객들 

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가형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걷 

는 스키 코스도 마련되어 무료로 장비를 대여해서 눈 속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 이벤트 행사 즐기기  스노보드 레저 점프대에서는 정교하고도 박력있는 묘기가 펼쳐지며 대형 설상 앞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퀴즈대회, 음악 공연 등 

밤낮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흐리거나 눈이 오는 날은 어둠 속에서 조명에 비친 설상을 관람하자! 

흐린 날은 아무래도 눈의 하얀 은빛과 하늘의 경계선이 사라져 정교한 조각이 희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눈이 심하게 내리는 날은 설상을 

눈이 덮어버려 형태가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런 날은 어둠이 내려와 흑백이 대조를 이루는 야간 관람을 권해 드립니다. 낮에 본 눈축제장과는 사뭇 

다른 운치있는 분위기가 연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에 따라서는 알록 달록 조명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으로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 삿포로 눈축제와 관련한 정보는 삿포로 눈축제 공식 홈페이지(www.snowfes.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어・영어) 
 

<아사히카와 겨울축제 (旭川冬まつり) > 
아사히카와 겨울축제의 특징은 그 규모에 있습니다. 1994 년에는 ‘세계최대의 눈의 건축물’로 기네스 공식기록을 취득해 지금도 그 기록은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골조없이 약 6톤에 달하는 눈으로만 만들었던 대설상은 3~4층 건물에 상당하는 높이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발코니에서 웅대한 설경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비누방울도 살포시 얼어버릴 정도로 추운 아사히카와는 이처럼 북녘 

대지의 특성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확실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1 회를 맞이하는 아사히카와 겨울 축제에 

서는 대설상은 물론이고 거대한 미끄럼틀이 제작되며, 설상 제작체험, 스노아트 제작체험, 얼음조각 제작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한겨울의 홋카이도를 피부로, 눈으로, 손으로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기간: 2010 년 2 월 6 일(토) ~ 2 월 11 일(목) 

▷시간: 9:00 ~ 22:00 (2 월 11 일은 20:00 까지) 

▷장소: 아사히바시(旭橋) 주변 특설무대,  

평화거리 쇼핑 공원(平和通買物公園) 등 

▷동시개최: 2010 얼음조각 세계대회, 유키아카리 2010 
 

※ 아사히카와 겨울축제와 관련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http://www.city.asahikawa.hokkaido.jp/files/kankou/awf5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오타루 눈빛길 축제 (小樽雪あかりの路) > 
 

 오타루 운하와 관광지 일대를 촛불로 

밝힙니다. 매년 한국으로부터의 자원봉 

사자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축제의 모습 

을 찍은 사진콘테스트가 개최되어 누구 

나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2010.02.05(금)~02.14(일)  

▷시간: 17:00 ~ 21:00  

▷장소: 오타루 운하 일대 및  
      데미야센(手宮線) 거리 등 

 
※ 공식 홈페이지 ( http://otaru.yukiakarinomichi.org/ ) 참고 

 

 

 

 

<치토세・시코쓰코 효토 축제 (千歳・支笏湖氷濤まつり) > 
 

시코쓰코 호수의 물을 분사하여 자연의 조형미 넘치는 빙상을 만들어내는 호 

반의 겨울축제입니다.  
 

▷기간: 2010.01.29(금)~02.14(일)  

▷장소: 치토세시 시코쓰코 온천 

 
<소운쿄 효바쿠 축제 (層雲峡氷瀑まつり) > 
 

이시카리강 유역 일대에 얼음 터널, 얼음 

기둥, 얼음 돔 등으로 만들어진 얼음 나라가 

펼쳐집니다.     
 

▷기간: 2010.01.23(토)~03.28(일) 

▷장소: 소운쿄 온천 특설회장 
 

 

 

※ 홋카이도의 겨울 축제는 이 외에도 다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의  ‘이벤트’ 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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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 Tip    

제 60 회 숭례문 
2009 년  

한국 팀 오도리 공원 

http://www.snowfes.com/
http://www.city.asahikawa.hokkaido.jp/files/kankou/awf51/
http://otaru.yukiakarinomichi.org/
http://hokkaido.japanp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