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포로 눈축제:눈의 도시를 만끽하는 것
삿포로시 국제교류원 빈티 무함마드 칼리드 사키나
눈사람의 모양은 영화 등의 영향으로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사람을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눈사람을 만드는 것은 열대국인
저의 나라, 싱가폴 사람들에게는 동경일 것입니다.
다만, 저는 모처럼 삿포로에 살고 있으므로, 눈사람을 만드는 것 만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눈축제를 돕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홋카이도에서 눈사람을 만드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것 만큼 간단하지 않아요! 눈의 질이 가루 같으므로 바로 굳지 않아요.)
2017 년은 삿포로 눈축제가 68 회째를 맞습니다.
15m 정도의 높이로 2500 톤의 눈을 사용하는 눈조각이
있는 눈축제는 삿포로의 1 년 중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삿포로시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입니다만(매년 6m 가까이 내려요!), 눈축제 때
필요한 눈은 삿포로시내 및 근교에서 운송해옵니다.
사실 이 유명한 축제는 매우 작은 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0 년보다 더 전, 삿포로의 중
고등학생들이 오도리공원에 눈조각을 만들어 전시를 한
것이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몇 년 후, 이 시도에 자위대도 참가하여
대규모의 눈 조각을 만들게 되어, 삿포로의 겨울
행사로서 정착하였습니다. 이것이 일본 최대의 이벤트의 하나가 생겨난 경위입니다.
눈축제는 삿포로의 도심부에 있는 오도리공원 니시 1 초메에서 니시 12 초메까지를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약 1.5km 에 걸쳐 크고 작은 다양한 눈과 얼음 조각상들이 줄지어
있습니다.(사실 삿포로의 개척시대에 오도리공원은 남, 북을 나누어 화재를 예방하는
선이었습니다. 현재 오도리공원의 역할은 삿포로시의 계절마다 이벤트를 개최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눈 조각은 물론 하룻밤만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제
차례입니다. 200 명이 넘는 시민과 시청의 직원이 일원으로 약
1 개월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1 주일간 200 만명이 보러 오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눈 조각을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눈 조각을 만드는 작업에서는 눈 조각의 얼굴을 통째로 한번에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만, 이는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무려 일반 자원봉사자는 정말 작은
일부(캐릭터의 눈 등)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거의 끝나버렸습니다. 대형 눈 조각은 매우
컸습니다. 이 작업만으로 날이 어두어질 쯤에는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늦은 밤에는
작업하지 않았으므로, 야간에도 그리고 어떤 날씨에도 매년 눈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민 자원봉사자와 제작 팀에게 감사와 감동의 기분으로 가득했습니다.
물론 삿포로 눈축제에는 얼음과 눈 조각상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야외활동도 다양하게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다른 행사장인 ‘쓰도무’에서는 얼음 미끄럼틀이나
튜브 슬라이드, 스노 보트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열대국
출신인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춥고, 또 집 안에 있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역시 야외의 매력은 놓칠 수 없습니다.
겨울에도 외출하여 즐겨보아요!

제 68 회 삿포로 눈축제
쓰도무 행사장:2017 년 2 월 1 일~12 일
스스키노, 오도리행사장:2017 년 2 월 6 일~12 일
＜삿포로 눈축제 공식 홈페이지＞
http://www.snowfes.com/index.html（일본어）
http://www.snowfes.com/english/index.html（영어）
http://www.snowfes.com/c/index.html（간체자）
http://www.snowfes.com/t/index.html（번체자）
http://www.snowfes.com/k/index.html（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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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