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삿포로시】겨울 스포츠 시티 

제 83 회 전일본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삿포로시 미국 국제교류원 Claire Froelich 입니다. 

1972 년 동계 올림픽대회 개최도시로서 유명하며, 연간 6 미터의 눈이 

내리는 겨울 스포츠 시티 삿포로는 2017 년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결정되어, 다시 한 번 겨울 스포츠의 최정상을 가리는 무대가 됩니다. 

개최를 1 년 앞둔 2015 년의 겨울, 삿포로시내에서는 제 83 회 전일본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전일본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는 2015 년 12 월 4 일부터 6 일까지 

일본 국내에서 8 개의 팀이 모여 2 개의 경기장에서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 경기장 중 한 곳은 삿포로 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경기장으로도 사용된 2,300 석의 쓰키사무체육관이며, 또 다른 한 곳은 

삿포로 올림픽의 피겨스케이트 경기장으로 사용된 미카호체육관이라는 

경기장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카호체육관에서 열린 일본제지 크레인스 VS 

주오대학의 시합을 관전하였습니다. 

 

경기장은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는 만석에 가까웠으며, 많은 

관객이 응원도구를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를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 많은 분들이 처음 관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지역주민에게 겨울 스포츠가 정착해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장에서 판매되는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마지막 1초까지 퍽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정도로 강렬한 논스톱의 플레이에 

매료되었습니다. 

 

시합결과는 일본제지 크레인스가 압도적인 점수로 승리하였습니다. 시합이 

끝난 후에는 함께 경기를 본 삿포로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보도담당직원과 함께 인터뷰를 견학하였습니다. 보도담당직원은 삿포로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인터뷰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취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수권대회에서는 일본 국내 팀만 참가하였습니다만, 

2016 년 2 월 11 일부터 14 일까지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 2 차예선이 삿포로에서 개최됩니다. 2017 년 삿포로 

동계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에 앞서 해외 팀을 맞이하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삿포로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미카호체육관에서 느낀 관객의 열기와 진솔한 대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삿포로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자세를 보니 2017 년 삿포로 동계 

아시아경기대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쓰키사무체육관 홈페이지＞ 

http://www.shsf.jp/tsukisamu-gym/ 

 

＜미카호체육관 홈페이지＞ 

http://www.shsf.jp/mikaho-gym/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아경기대회 홈페이지＞ 

http://sapporo2017.org/ 

 

 

◆ 문의처 

삿포로시 총무국 국제부 교류과 

〒060-8611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 1 조 니시 2 초메 

TEL：011-211-2032、FAX：011-218-5168 

E-mail:kokusai@city.sappor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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