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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에서 삿뽀로까지

오 장 수

CEO클럽 위원장 / LG하우시스 고문 
jsohb@lghausys.com

저는 홋카이도를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은 벌써 

아실 것입니다. 첫째는 눈과 스키이고, 두번째는 게

요리입니다. 스키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열도를 종단하여 일본의 

자랑인 신칸센을 타고 홋카이도에 가보고 싶었습니

다. 몇차례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고 드디어 삿뽀로

행 기차를 타러 동경역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동경은 퇴임인사차 왔습니다. 첫날 만찬

은 아사히 카세이의 고바야시 사장(현재는 감사)과 

전략기획부장, 사또 석유화학 부문장과, 이토츄의 

이시이 사업부문장과 했습니다. 그간 사업협력에 감

사드리고 지속적 지원을 부탁드렸습니다. 일본의 전

형적인 오너 코너 스시집에서 일본음식의 진수를 즐

겼습니다. 이튿날 오찬은 쿠니오사의 키시이 회장

님과 그의 자제분 키시이 상무와 이분들의 단골 장

어 집에서 했습니다. 키시이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LIXIL과 Al사업 J/V를 소개하신 분입니다. 우리 LG

그룹과는 오랜 깊은 인연을 가지신 분으로 지속적 

협력을 부탁드렸습니다. 이날 만찬은 LIXIL의 요시

다 사장과 스시집에서 했습니다. 요시다 사장은 보

기드문 일본의 훌륭한 사업가입니다. 

이튿날 아침 동경역으로 갔습니다. 日本에서 혼자

여행은 처음이라 몇번이나 schedule과 기차표, 도착, 

출발시간 등을 check했습니다. 09:36분 동경역 출발, 

하야부사(Hayabusa, はやぶさ) 11호 신칸센으로 신하

코다테역에 13:38분 도착, 여기서 14:11분 출발 JR로 

갈아타고 17:40분 삿뽀로역 도착 일정이었습니다.

9호차 12A 창가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자마

자 지사장이 사준 에끼벤으로 아침식사를 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일본의 날씨는 겨울날씨 치고는 그지

없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KTX처럼 TV는 없었으

나 자막으로 뉴스 등이 나오고 다음 정차역 소개 등

이 나왔습니다. 우리 평창 올림픽뉴스도 간간히 나

왔습니다. 기차는 동북으로 달려 센다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이고, 여기 아직도 지진

과 원전사고로 방사능이 남아있을까 잠깐 생각했습

니다. 자막에는 어디 원전 몇호를 3月말에는 가동 가

능하다는 뉴스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오고 있었습

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배워야 할 일입니다.

이와테를 지나 모리오카를 지나서 그 유명한 아

오모리에 왔습니다. 여기 아모모리도 꼭 한번 스

키여행을 올 곳입니다. 아오모리는 수빙(樹氷)으

로 유명합니다. 외부에 눈이 덮여 그대로 얼어버린 

나무형태의 얼음들입니다. 창밖으로 일본 삼나무

(Cypress)들이 장관을 이루면서 스치고 있었습니다. 

이미 설국에 들어섰습니다.

아오모리에서 하코다테까지는 해저터널을 지납

니다. 길이는 53.85km이고 수심은 최고 140m 등등 

소개 자막이 나왔습니다. 바다속 140m에 있다고 생

각하니 야릇했습니다. 여기가 이세상인지 저세상인

지? 천당인지 지옥인지? 지옥은 과연 땅속에 있고 천

당은 하늘에 있을까?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별생각을 다하면서 지루함을 달랬습니다. 

신하코다테역에 정확히 13:38분에 도착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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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통세상이 눈천지 였습니다. 나오자마자 어떻

게 바로 삿뽀로행 3번 platform으로 들어와버렸습니

다. 같은 건물 바로 옆이었습니다. 에키벤도 사야되

고 화장실도 가야되는데 다시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또 성질 급한 저의 서두르는 습관 때문이었습

니다. 어쩔수 없이 점심을 굶고 화장실을 기차에서 

가기로하고 2층 대합실에서 창밖 눈덮인 홋카이도

의 산하를 구경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표를 넣고 

기계로만 출입을 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가만보니 그 

옆에 직원이 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됐다 싶어, 화장실과 벤토를 사러 나갔다 온다고 

하고 표를 보여주고 나왔습니다. 시간은 12분 남았

습니다. 급히 화장실을 갔다가 매점에 가서 가리비 

조개 에끼벤 하나를 ￥1.050을 주고 샀습니다.

신칸센은 신하코다테역까지가 끝이였습니다. 여

기서부터는 JR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3호차 8A였는데 이 3호차라는 것이 platform

에 표시되어 있지않고 Alphabet A. B. C. D. . .와 대

칭시켜서 3호는 I라고 표시된 위치에서 기다렸습니

다. 모든것이 최고로 고객중심 편의가 최우선인 일

본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14:11분에 정확히 삿뽀로행 기차는 왔

습니다. 8A 좌석은 또 최고의 창가자리였습니다. 타

자마자 또 에끼벤을 먹었습니다. 가리비조개는 3마

리가 밥위에 야채와 얹혀있었는데 정말 강추드립니

다(recommendable). 

바다가 우측 옆구리에 와닿았습니다. 눈과 바다

가 어우러지는 최고의 기찻길이었습니다. 간간히 터

널과 숲과, 산을 지나갔으나 대부분 호수같이 잔잔

한 태평양, 우치우라만(内浦湾)을 지나는 그림 같은 

코스였습니다.

옆자리 8B에는 못생긴 일본 할머니가 마스크를 

하고 계속 주무셨습니다. 간간히 잠에서 깨어 구닥

다리 폴더폰을 꺼내서 뭔가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

었습니다. 아마도 삿뽀로에 사는 아들을 보러 신하

코다테역에서 기나긴 3시간반의 여행을 하는 것 같

았습니다. 보고싶은 아들을 그리며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불현듯 서라벌의 한 모퉁이에서 쓸쓸히 돌아가신 

어머님과 아버님 모습이 창밖으로 스치고 지나갔습

니다.

모리(森, もうり), 야쿠모(八雲, やくも), 오샤만베

(長万部, おしゃまんべ), 다테몬베츠(伊達紋別, だて

もんべつ), 무로란(室蘭, むろらん), 노보리베츠(登

別, のぼりべつ), 치토세(千歳)를 거쳐 삿뽀로(札幌)

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시간은 정확히 17:40분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와 같은 시간대를 쓰면서 훨씬 동쪽에 위치한 홋카

이도는 4시반이 넘어가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삿뽀로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남쪽 출구로 나와 우측

에 Century Royal Hotel이 있다고 지사장이 사전에 약

도를 보내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구글Map에서 

호텔을 눌렀습니다. 같은 지도가 나왔습니다. 삿뽀

로는 눈과 비가 섞여 엄청나게 눈이 오고 있었습니

다. 역을 나오자 다행히 우측 고층빌딩벽에 Century 

Royal Hotel 간판이 보였습니다. 약 5분 걸었는데 완

전히 눈과 비로 머리와 옷이 젖었습니다. 체크인하

고 6:30에 Taxi 준비시키고, Room으로 갔습니다. 작

으나 효율적으로 꾸며진 전형적인 일본 호텔방이었

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 안도감을 느

꼈습니다. 늘 해외 법인장과 지사장들의 안내를 받

아온 저로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방인의 고독한 

즐거움이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카니테 (カにて) 주소를 보여주니, 

안다고 했습니다. 이 식당은 세키스이 사장 일행 미

팅 후 석식때 3가지 종류의 게 맛에 깜짝 놀랐던 곳

입니다. 2016년말 니세코와 루스츠 스키장을 왔다가 

다시 들려서 일행의 극찬을 받으며 홋카이도 게맛의 

진수를 맛보았던 곳입니다. 지사장이 제 이름으로 

예약을 하고 우리가 즐겨먹던 셋트요리는 일인분이 

안된다고 하여 3가지 게요리를 주문해두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주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3가지 게는 

털게(hairy crab), 킹크랩(king crab) 그리고 대게(여기

서는 snow crab이라고 함, 우리나라 홍게나 영덕대게

와 비슷하게 생겼음)입니다.

식당에 도착하여 얼굴을 아는 할머니 주인에게 

인사했는데 이 분은 저를 기억을 못했습니다. 예약

한 오장수라고 해도, 제 일본어가 시원찮았는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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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알아 보았습니다. 7시에 예약했다 하고, 예약장부

를 같이 보니 “아리마스”라고 했으나, 제 이름은 없

는 것 같았습니다. 카운터에 홀로 앉아 음식을 먹으

면서 봤는데 할아버지가 게요리 준비를 하면서 예약

전화를 받는데 아마도 상당한 Miss가 날 수 밖에 없

는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손님이 많고 바빠서 정신

이 없었습니다.

빈방과, 빈자리가 많은데도 지저분한 카운터를 

치우더니만 거기 앉으라고 했습니다. 3가지 종류의 

게요리를 예약주문 했다고 했으나 못알아먹고 메뉴

판을 가져오더니 털게가 ￥6,000에서 ￥10,000까지 

있는데 ￥10,000짜리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20분정도 걸리니 그사이에 다른 것을 시

키라고 했습니다. 스시와 생선구이를 시켰는데 스시

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시미와 생선구이를 시켰습니

다. 사시미는 좋았습니다. 바로 옆에 혼자 앉은 서양

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 할줄 아느냐고? 그렇다

고 하니까 일본어 할줄 아느냐고, 조금 한다고 대답

했습니다. 카운터에 둘만 앉아서 종종 쓸데없는 대

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주문을 사시미, 생선구이, 털게 딱 3개만 나오

는데 이 호주인은 게도 2가지가 나오고 다른 요리 

접시들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셋트였습니다. 이분

은 일본어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먹는 메뉴

는 작년겨울에 스키와서 먹은 그 가이세키 셋트 요

리였습니다. 털게를 먹고는 기다리는데 이 호주인에

게는 뭐 다른 요리를 갖다주고 저는 감감무소식이었

습니다. 그래서 주문한 메뉴 다나왔느냐고 묻고 싶

은데 도저히 일본어로 생각이 안났습니다. 한참이나 

있다가 그래도 좀 젊은 점원에게 영어 반 일본어 반

으로 얘기 하니 “finished”라고 했습니다. 계산을 했

는데 ￥14,500이었습니다. 셋트메뉴는 ￥11,000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뭔가 사기를 당한 묘한 기분이었

습니다. 이 호주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그런줄 

알고 왔을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

어 보였습니다. 예약은 안되어 있고, 주문도 안되어 

있고 셋트요리가 일인분은 안된다고 해놓고 호주인

에게는 주고, 가격은 사기를 당한 것 같고..... 일본은 

절대 이런 것이 없는줄 알았습니다. 예약했다는 손

님에게 카운터자리를 주고? 그간 일본에 가졌던 좋

은 감정과 느낌에 감점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식

당의 주방이 좁고 지저분하고 요리와 설거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지저분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

리하는 할아버지도 늙고 추해보였습니다.

씁쓸하게 거리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오는길에 유끼마쯔리(ゆきまつり)를 스쳐지났습니

다. 기사가 지금이 마쯔리 기간이라고 2주일간 한다

고 했습니다.

호텔 앞에 내렸습니다. 날씨도 덜 춥고 기분 나쁘

게 먹은 게 요리 소화도 시킬 겸 주변을 홀로 걸었습

니다. 온통 눈과 얼음 바닥이라 위험했습니다.

호텔방으로 왔습니다. 일본고대사책을 읽었습니

다. 우리 고조선은 단군이 BC 2333에 건국했는데 일

본은 진무천황이 큐슈에 BC 640년에 건국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큐슈라는 것이 일본신화와 우리신화

와의 유사성에 어떤 의미가 있어보였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온통 평창올림픽 북한 응원단 공

연 뉴스입니다. 도대체 한국올림픽인지 북한올림픽

인지 모를일입니다.

잠이 안와 ‘소노아야코’의 「계로록」(나는 이렇게 

나이들고 싶다)을 읽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반에 19층 와쇼쿠식당으로 갔습

니다. 일본에서 4등으로 맛있는 호텔 조식집이라는 

홍보사진이 엘리베이터에 붙어있었습니다. 和食은 

맛있었습니다. 식사후 라운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

시며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안에서 여기 이 카니테에서의 

일을 지사장에게 알리고 다음에는 삿뽀로의 다른 식

당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공장이 있는 쿠

니오사의 키시이 상무와 상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사장이 카니테 식당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항의하

겠다는 것을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항라운지에서 이 편지와 이번여행을 마무리 합

니다. 카니테의 기억이 좀 그렇긴합니다만 일본 전

국 여행계획은 변함 없습니다. 큐슈 1주일, 혼슈 2주

일, 홋카이도 1주일, 이렇게, 4주일 동안 일본 전국 

답사를 계획중입니다. -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