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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에 의한 하코다테 레포트 :

아카렌가의 크리스마스 판타지
장현희 김소연

누구에게나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추억이 가슴 한 켠에 남
아있다. 인연, 가족, 친구,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
주는 장소가 있다. 아름다운 ‘그 곳’이었기에 추억이 더욱 아
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겨울의 하코다테는 첫사랑과의
크리스마스처럼 수줍고 설레임을 간직한 도시다.
홋카이도 최남단, 홋카이도에서 3번째로 큰 도시 ‘하코다
테’는 이미 우리에게 낮설지않다. 하코다테를 나타내는 표현
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세계3대야경을 자랑하는 도시, 일본 속
작은 유럽이라 불리는 아기자기한 마을, 그리고 일본 최초의
개항도시로써의 역사가 그것이다.

하코다테 ‘아카렌가’의 정식명칭은 ‘가네모리아카
렌카’ 로써 일본 개항의 상징이다. 현재 하코다테의
최대의 관광단지로써 다양한 유리공예품, 오르골 등의
기념품은 물론, 아기자기한 카페가 즐비하다. 앤틱한
분위기에 취해 아카렌가를 걷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고즈넉한 분위기에 취해 잊었던 첫사랑과 크리스마스
의 추억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하코다테의 아카렌카에서는 12월1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 판타지’라는 이름의 축제가 열린다. 평소
에도 아름다운 바닷가와 잔잔한 바닷물에 비치는 가
스등 그리고 앤틱한 분위기로 야경이 아름답기로 소
문난 곳이지만, 크리스마스 판타지의 야경에 비할 순
없다. 크리스마스 판타지의 아카렌가의 가로수엔 아름
다운 일루미네이션이 펼쳐지고, 건물과 어우러진 가스
등과 유람선의 불빛 그리고 무엇보다 축제의 상징 크
리스마스의 트리는 누구나 어렸을 적 상상해보았던
따스한 크리스마스의 광경이 펼쳐져 있다.

1998년 시작된 크리스마스판타지는 하코다테
시의 자매도시인 캐나다의 하일팩스시로 부터 20m의
크리스마스트리에 약5만개의 전구를 달아 꾸민 것이
시초다. 이 전통을 이어 지금도 여전히 크리스마스판
타지를 위해 캐나다의 하일팩스시의 트리를 운송해와
꾸민다고 한다. 20m의 거대한 트리에 빼곡히 꾸며져
있는 5만여개의 전구는 로맨틱한 하코다테의 크리스
마스를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크리스마스의 아카렌가는 더할 나위 없이 로맨틱하기도 하지만, 연인들의 성지인 것은 아니다.
길거리의 가로등 불빛 밑으로 누군가는 사랑하는 연인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헤어진 연인을 생각
한다. 작은 도시의 작은 항구의 아름다운 야경은 그만큼 이러 저러한 사색에 잠기게 해주기에 충
분할 정도로 고요하고 아름답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축복하
고 축하하는 날이라는 말이 있다.
연인과 함께하는 아카렌가의 크리스마스는 두 사람의 영원
을 약속할 로맨틱한 장소이며,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는 부부의 옛 추억을 떠올리며 아이에겐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이다. 친구와 함께한 아카렌가의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기
억으로 사진 속에 남을 것이며, 혼자 여행하는 사람에겐 소
중한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하코다테의 아카렌가, 그리고 크리스마스. 바쁜 일상 속에
서의 완벽한 탈출을 위해 이보다 더욱 환상적인 장소가 있을
까?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위해….. 하코다테로 떠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