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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로∙시레토코, 베쓰카이, 아바시리, 유빙관광, 여행시 복장, 요로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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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한국의 84%, 인구는 한국의 12%정도로

인구 도가 매우 낮다. 자연과 함께 펼쳐지는 멋진 풍경과 노천온천 그리고 라멘, 게

요리, 스시, 성게, 유제품 등이 홋카이도의 명물이다. 한국에서 약 3시간 거리에 위치

해 있는 홋카이도는 맛과 자연의 멋, 여유로움을 모두 담고 있는 관광지이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이지만 일본중∙남부 지방과는 또 다른 이국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자의 정보는 2011년 5월 현재 기준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하실 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홋
카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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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교환증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레일패스와 교환하여야 하며, 패스 이용날짜를

기입한후에는날짜를변경할수없다. 여행시작 후유효기간이경과한홋카이도레일

패스로 여행을 계속할 경우에는 도중하차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의 다음날까지 사용

가능하다.

열차표구입방법

출발 전 JR지정 판매점 또는 리점(JTB, 일본여행, 긴키닛폰 투어리스트, JAL팩,

JAL, ANA 및 업소)에서 교환증을 구입한 후 삿포로역 각 여행센터‘트윈클플라자’,

삿포로역 인포메이션 데스크, 하코다테, 아사히카와, 구시로, 오비히로의 각 여행센터

및 신치토세공항역에서 교환증을 교환, 같은 장소에서 엔화로 구입할 수도 있다.

www2.jrhokkaido.co.jp/global/korean/index.html(K)

홋카이도레일패스를이용한모델코스

코스1 (3일 코스) : 삿포로▶후라노▶아사히카와▶삿포로

1일 삿포로(후라노 라벤더 익스프레스 3호) → 후라노(트윈클버스 후라노호) → 후라

노(후라노비에이 노롯코 6호) → 비에이

2일 비에이(트윈클버스 비에이 언덕 1호) → 비에이(후라노 비에이 노롯코 1호) → 라

벤더 꽃밭(도보) → 팜 도미타(도보) → 라벤더 꽃밭(후라도 비에이 노롯코 6호) →

비에이

3일 비에이(레일) → 아사히카와(노선버스) → 아사히야마 동물원 (노선버스) → 아사

히카와(특급 화이트 애로우 22호) → 삿포로

공통1day카드 (commom-use one-day card)

지하철, 삿포로시 전철, 시내버스를 하루동안 마음 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가격은

1,000엔이다.

지하철1day카드(1day Subway card)

지하철 1일 자유 이용카드. 요금은 800엔. 토,일, 공휴일에는 토,일 한정 승차권이 있

어500엔에지하철을하루동안마음 로이용할수있다.

3일간 보통: 15,000엔/ 그린(1등석) : 21,500엔

5일간 보통: 19,500엔/ 그린(1등석) : 27,000엔

(만6세~만12세미만은반액)

7일간 보통22,000엔/ 그린(1등석) 30,000엔

JR Hokkaido 유학생패스 19,000엔 (3일용, 유학또는취학외국인등록

증명서를소지하신분에한합니다.)

플렉시블4일간보통 19,500엔/ 그린(1등석): 27,000엔

JR철도를 이용해 3일~7일 동안 홋카이도를 마음 로 여행할 수 있는 패스다.

일본을방문하는외국인관광객만이이용할수 있는특별 티켓이다. 

홋카이도 레일패스

JR홋카이도가발행하는선불식승차권. 삿포로권의55개역에서사용할수

있다. 처음에2,000엔(보증금500엔포함)에 구입하여매표기등에서충전하

여사용한다.전자화폐기능도있어kitaca가맹점에서식사등에도사용할수

있다. 귀국시수수료210엔을 내면남은 돈과보증금을돌려받을수 있다.

www.jrhokkaido.co.jp/kitaca/index.htm(EJ) 

삿포로 교통패스 Kitaca

코스2 (5일 코스) : 삿포로▶오타루▶후라노▶아사히카와▶노보리베쓰▶신치토세(공항)

1일 신치토세공항(쾌속 에어포트) → 삿포로

2일 삿포로(쾌속 에어포트) → 오타루(쾌속 에어포트) → 삿포로

3일 삿포로(특급열차) → 타키카와(보통열차) → 후라노(보통열차) → 비에이(보통열

차) → 아사히카와(특급열차) → 삿포로

4일 삿포로(특급열차) → 노보리베쓰(노선버스) → 노보리베쓰 온천

5일 노보리베쓰 온천(노선버스) → 노보리베쓰(특급열차) → 미나미치토세(쾌속 에어

포트) → 신치토세 공항

코스3 (3일 코스) : 삿포로▶노보리베쓰▶하코다테▶신치토세(공항)

1일 신치토세 공항(쾌속 에어포트) → 삿포로

2일 삿포로(쾌속 에어포트) → 노보리베쓰(노선버스) → 노보리베쓰 온천(노선버스)

→ 노보리베쓰(특급열차) → 하코다테

3일 하코다테(특급열차) → 미나미치토세(쾌속 에어포트) →

신치토세 공항



삿포로 시계탑 ( )

시계탑의 건물은 홋카이도 학의 전신인

삿포로농학교의 연무장으로 1878년에

건설되었고, 1881년에 시계탑이 설치되

었다. 12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매시

간 맑은 소리로 울리고 있다. 건물 내부는

시계탑의 자료관으로 삿포로의 다양한 역

사자료등이전시되어있다.

www15.ocn.ne.jp/~tokeidai (EJ) 011-231-0838  

08:45~17:10,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연말연시 휴무

어른 200엔, 중학생 이하 무료 지하철 오도리역에서 도보 5분

홋카이도청 구청사 ( )

약 250만개의 벽돌을 사용하여 미국풍의

네오바로크 양식으로 1888년에 건설되

었다. 건물 안에는 개척시 의 역사적 자

료가 전시되어 있다. 어두워지면 화려한

조명으로 낮에 보는 것과 다른 멋진 모습

을 보여준다. 아카렌가(빨간벽돌)라는 애

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가 주요문화재

로지정되어있다. 

www.welcome.city.sapporo.jp/sites/akarenga.html(J)

011-204-5019  08:45~18:00, 연말연시 휴무 무료

JR삿포로역에서 도보 10분

오도리공원 ( )

유럽풍의 분수, 다양하고 화려한 꽃들이

만발하고 우거진 숲이 있는 오도리 공원

은 삿포로 중심부를 남북으로 가르는 약

1.5km에 이르는 그린벨트 지역이다. 봄

에는 라일락 축제, 여름에는 맥주 가든,

겨울에는 눈축제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여름에는 옥수수와 감자를 파는 포

장마차를, 사탕수수를파는수레는4월~10월말까지볼수있다. 

www.sapporo-park.or.jp/odori/(J) 자유 지하철 오도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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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시내는 정사각형으로 길이 나 있어 주소를 가지고 목적지를 찾는 것

이 쉽다. 삿포로역 중심으로 북서쪽에는 홋카이도 학, 역 남쪽으로는 삿포

로 행정지구가 있으며 오도리 공원 남쪽으로는 쇼핑구역과 더 아래는 유흥지

역인스스키노가있다. 

www.welcome.city.sapporo.jp(KEJ)

삿포로

홋카이도의 중앙지역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홋카이도의 도청이 있는

삿포로와 화 러브레터로 알려진 오타루 온천으로 유명한 노보리베

쓰 등 유명한 지역이 모여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행기로‘신치토세 공항’까지 한항공이 매일 직

항편을 운행하고 있으며 도쿄 하네다에서 일본의 국내선을 이용하여

들어갈 수도 있다. 도쿄에서는 1시간35분 정도 소요된다.

신치토세 공항에서 삿포로 시내로 들어가는 방법은 JR쾌속 에어포트

나 공항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에어포트는 15분마다 운행되며 소요시

간은 35~40분, 요금은 1,040엔이다. 공항버스는 1시간10분이 소요되

며 요금은 1,000엔이다. 공항에서 삿포로까지 자동차로는 약 1시간이

소요된다.



삿포로맥주박물관 ( )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삿

포로 맥주’의 역사를 소개하는 곳으로 개척

사 맥주 기념관과 삿포로 맥주공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삿포로 맥주 제조의 역사를 보여

주는 자료와 그림, 사진도 전시되어 있고 큰

갈색 맥주저장 탱크도 있어 흥미롭다. 마지막

코스로 홋카이도산 치즈를 안주로 한 생맥주

시음코스가있어약20분동안마시고싶은만큼맥주를마실수있다.  

www.sapporobeer.jp/brewery/s_museum/index.html(J)

011-731-4368  09:00~18:00, 연말연시 휴무 무료

지하철 도호센 히가시구야쿠쇼역에서 도보 10분

홋카이도 학 ( )

1876년 삿포로농학교에서 시작된 홋카이도

학은 나무가 우거진 넓은 캠퍼스의 경관이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아 삿포로의 관광명소

이다. 캠퍼스 안에서 이학부 북서쪽의 포플러

가로수 길은 250m 정도로 그림엽서 같은 풍

경을감상할수있다. 

www.hokudai.ac.jp(EJ) JR삿포로역 북쪽 출구에서 도보 10분

삿포로역 지하상가 ( )

삿포로의 중심부에 있으며 패션, 잡화, 음식점

등 약 140점포가 모여있는 쇼핑몰. 지하철 오

도리역을 기점으로 오도리 니시1초메부터 니

시3초메의 오로라타운과 스스키노역을 연결

하는 폴타운이라고 하는 개성이 다른 두 곳의

지하상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 패션부터

토산물까지 여러 종류의 물건이 있다. 또한 지하철의 역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패션빌

딩 은행과도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으며,

파세오(PASEO)와 아피아(APIA) 등 삿포로역과 직결된 쇼핑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10:00~20:00 점포별로다름)

www.sapporo-chikagai.gr.jp/cgi-bin/top.cgi(KEJ)

삿포로 TV탑 ( )

오도리 공원의 동쪽 끝에 있는 타워로 높이 147.2m, 전

파기지의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지금은 공원의 상징이

되었다. 현재는 360도 파노라마 전망을 볼 수 있는 전망

와레스토랑등관광명소로자리잡았다. 

www.tv-tower.co.jp(KEJ) 011-241-1131  

09:30~22:00(계절에 따라 다름)  700엔(전망 )

지하철 오도리역 27번 출구와 연결

라멘요코초 ( )

진한 국물, 달걀로 반죽한 면발이 특징인 삿포

로 라면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좁은 골목에

라면가게가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이런 이름

을 붙 는데 부분의 가게가 낮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업을 하므로 술 마신 후 해장

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다. 라면 한 그릇값은

700엔정도부터. 

www.ganso-yokocho.com(KEJ) 

지하철난보쿠센스스키노역에서도보3~10분

스스키노 ( )

선술집, 바 등 다양한 가게가 모여있는

삿포로 북쪽의 환락가이며,‘삿포로의 가

부키초’라고도 불린다. 지금은 5,000여

개의 음식점이 즐비하게 늘어서 원히

잠들지 않는 거리로 불린다. 특히 홋카이

도 향토요리와 해산물요리를 비교적 저

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어 관광객들이 늘

붐빈다. 

www.susukino.gr.jp(J) 지하철 난보쿠센 스스키노역에서 도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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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키노 라피라 인포메이션센터(홋카이도 오모테나시 위원회)

스스키노를 중심으로 한 식당가를 소개하는 민간 관광안내소. 중국어 한국어 통역가능

011-522-4120(한국어) 업시간 16:30~20:30 (1월1일 휴무) 위치 스스키노 라피라 내

삿포로지하철노선도



삿포로시내교통

삿포로 시내의 교통수단은 지하철과 버스, 전차가 있다. 지하철은 남북으로 운

행하는 난보쿠센, 도호센과 동서로 운행하는 도자이센이 있으며 요금은

200~320엔 사이이다. 시내전차요금은 1회에 170엔이며,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표를 한번에 사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 전용 1일 카드는 800

엔, 지하철∙버스∙전차 모두 이용 가능한 1일 카드는 1,000엔이다. 단, 버스

는도로의사정에의해제한되는경우가있으므로주의!

www.city.sapporo.jp/st/card.html(J)

삿포로 시내는 정사각형으로 길이

나 있어 주소를 가지고 목적지를 찾

는 것이 쉽다. 삿포로역 중심으로 북

서쪽에는 홋카이도 학, 역 남쪽으

로는 삿포로 행정지구가 있으며 오

도리 공원 남쪽으로는 쇼핑구역과

더 아래는 유흥지역인 스스키노가

있다.

www.welcome.city.sapporo.jp(KEJ)

오타루운하 ( )

1914년 착공해서 9년간에 걸쳐 만

들어진 오타루 운하는 20세기 초에

세운 거 한 벽돌 건물과 석조창고

가 있어 매우 이국적이다. 1,140m

에 달하는 운하를 매립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져 일부를 매립했

으나 여전히 오타루를 상징하는 관

광명소이다. 돌로 된 산책로에는 각

종 유적과 63개의 가스등이 설치되

어있어어두워지면마치옛유럽의어느마을에와있는듯한착각을일으킨다.  

JR오타루역에서 도보 10분

기타이치가라스3호관 ( )

오타루는유리공예품으로도유명한곳으로이

곳에는 유리로 만든 다양하고 예쁜 물건들이

가득하다. 유리컵은 물론 작은 소품들이 전시,

판매되고있다.

www.kitaichiglass.co.jp (J)

0134-33-1993  09:00~18:00 무휴

JR 오타루역에서 도보로 15분

시로이 고이비토 파크( )

시로이 고이비토(하얀 연인) 파크는 과자 시로이 고이비토 제조공장을 중심으로 하

는 초콜릿 팩토리이다. 안에는 실제로 과자를 만들수 있는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며,

보고, 알고, 체험하는 감동과 맛으로 가득찬 곳이다. 

http://www.shiroikoibitopark.jp (KEJ) 011-666-1481 

9:00~18:00（입장은 17:00까지, 매점은 19:00까지）/ 무휴

어른 600엔 중학생 이하 200엔（단체 20명 이상은 일반 500엔, 중학생 이하 150엔), 

만 3세 이하 무료 지하철 도자이선 종점 '미야노사와역' 하차 도보 약 7분, 삿포로역 버

스터미널(4,5,6번 타는 곳)에서 JR버스 '니시마치키타20초메' 하차 도보 7분. 

Outletshopping-mall ‘레라’

치토세아울렛몰‘레라’

홋카이도에서유일한아울렛몰레라. 치토세공항에서가까워쇼핑하기에매우편리하다. 

www.outlet-rera.com(KEJ) 

치토세공항에서 무료 셔틀버스 10분, JR미나미치토세역 도보 3분

삿포로모델코스

삿포로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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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루는 삿포로에서 당일로 여행하기에 적당한 곳이다. 여러 형태의 서양

식 건물과 운하가 매력적이다. 아직도 러시아 교역의 향을 받은 흔적들이

남아있어 색다른여행의기분을느낄 수있다. 

www.otaru.gr.jp(KEJ)

오타루

JR 삿포로역 JR타워 홋카이도청 구청사도보14분

700m

도보약간

삿포로팩토리 삿포로맥주박물관
5분

2km

10분

4km

3분

1km
오도리공원

삿포로테레비탑

삿포로시계탑도보20분

1km

도보10분

550m

도보3분

150m

JR삿포로역

식물원

▶ ▶

▶

▶

▶

▶

▶

▶

▶



오타루로가는방법

삿포로에서 JR하코다테혼센 쾌속 에어포트나 이시카리라이너를 이용하면 된

다. 약 2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해안선을 끼고 달리기 때문에 멋진 바다를 볼

수 있다. 삿포로에서 오타루로 갈 때는 오른쪽, 거꾸로 올 때는 왼쪽에 앉으면

해안가의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다. 신치토세공항에서 오타루까지는 쾌속에어

포트로약1시간15분이소요된다.

오타루관광협회 0134-33-2510  

쾌속 에어포트 35분, 이시카리라이너 45분, 보통 55분 620엔

버스이용시

삿포로 버스터미널, 홋카이도 주오( ）버스가 배차간격 15~30분 간격으로

출발. 소요시간 55분, 요금 590엔

오타루 모델코스

오타루 박물관 ( )

구 오타루 창고를 이용한 박물관으로 역사 자료를 전시하는 제1전시실과 자연을 소개

하는제2전시실로이루어져있다. 

www.city.otaru.hokkaido.jp/kyouiku/museum/museum.htm(J)

0134-33-2439  09:30~17:00, 특별전시회 전후 휴무, 연말 연시 휴무

종합박물관 400엔, 운하관 및 겨울 300엔 JR오타루역에서 도보 10분

운하플라자 ( )

해산물, 토종술등선물하기에좋은상품을판매하는곳이다. 관광안내소와우체국도겸

하고있으며오타루시박물관과함께오타루창고를이용한건물안에자리하고있다.  

0134-33-1661  09:00~18:00  JR오타루역에서 도보 10분

오타루 오르골당 ( )

메르헨 교차지점에 있는 일

본 최 의 오르골 전문점.

1912년에 세운 목조 벽돌 구

조의 2층 건물로 되어 있다.

재건축한 창고 외벽의 어두

운 붉은 벽돌과 아치형 창문

이 인상적이다. 창고 내부는

모두 느티나무로 만들어졌으

며 19세기 후반의 앤티크 오

르골등을중심으로약1만여종의오르골을전시∙판매한다. 

www.otaru-orgel.co.jp/top.htm(KEJ) 0134-22-1108  

09:00~18:00(7월~9월의 금, 토, 공휴일 전날은 19:00까지)  

JR오타루역에서 도보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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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치 베네치아미술관 ( )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생산된 세계적

으로 유명한 유리공예품을 전시하고

18세기 베네치아 귀족의 생활양식을

재현해 놓은 미술관이다. 베네치아 운

하를 따라 세워진 것과 같은 모양의 건

물 안에 화려한 유리공예품이 전시되

어 있다. 귀족 드레스를 입고 기념촬

도 할 수 있다. 1층은 유리공예품 판매

점으로무료입장이다. 

www.venezia-museum.or.jp 

0134-33-1717  08:45~18:00, 연중무휴, 입장은 17:30까지 700엔

JR오타루역에서 도보 20분

JR 오타루시 박물관운하프라자 오타루운하

바로앞

오타루오르골당 기타이치가라스관 기타이치베네치아

미술관

JR오타루

도보14분

700m

도보3분

200m

▶

도보14분

700m
도보12분

600m

▶ ▶

▶ ▶



노보리베쓰 곰목장 ( )

노보리베쓰 온천가에서 케이블카로 5

분 정도 거리인 해발 560m의 시호레이

산꼭 기에 곰목장이 있다. 약 200여 마

리의 곰을 사육하며, 목장 안으로 먹이

를 던져줄 수도 있는데 먹이를 받는 곰

의 모습이 귀엽다. 하루 5회 관람할 수

있는귀여운곰쇼도있다. 

www.bearpark.jp(KEJ) 0143-84-2225  

4월 21일~6월21일 09:00~17:00 6월21일~10월20일 08:00~18:00 10월21일~4

월21일 08:30~16:30 2월하순에서 3월초까지 로프웨이 정기 점검시, 20일간 휴관

어른 2,520엔, 어린이 1,260엔 JR노보리베쓰역에서 자동차로 5분

지옥계곡 ( )

약 1만년 전 다케야마라는 활화산의 분화구

흔적이다. 면적은 약 11만m2이고 지름이

450m나되는절구모양에서끊임없이하얀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산골짜기를 따라 300

여 개나 되는 용출구와 분기공이 있다. 거품

을 내면서 부 부 끓어오르는 모습 때문

에‘도깨비가 사는 지옥’이라는 별칭이 붙

여졌다. 물도마실수있게되어있는데매우뜨거우므로마실때주의해야한다.   

www.noboribetsu.tv/facil/jigoku.html(J) 자유

JR노보리베쓰역-노보리베쓰 온천행 버스 15분-종점 하차-도보 10분

오유누마 ( )

지옥계곡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오유누마는 둘레가 약 1km에 달하며 표면온도

가 40도나 되는 열탕이 지옥계곡처럼 끊임없이 솟아나오며 유황냄새가 코를 찌

른다.  

아이누 민족박물관 ( )

포로토 호반에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 마을이 꾸며져 있다. 박물관 견학과 각종

체험학습을 통해 아이누 문화를 만날 수 있

다. 문화와 역사에 관한 이야기, 민속무용을

볼 수 있으며 아이누 악기 제작과 연주 같은

체험학습도직접해볼수있는곳이다. 

www.ainu-museum.or.jp(KEJ) 0144-82-3914  

08:45~17:00, 12월29일~1월5일 휴무

어른 750엔, 고등학생 550엔, 중학생 450엔, 초등학생 300엔(현금만 가능) 

JR노보리베쓰역-JR무로란혼센 도마코마이행 약 20분-JR시라오이역 하차-도보 15분

노보리베쓰 다테시 촌 ( )

홋카이도의 자연에 둘러쌓인 28만3000m2의 넓은 부지에 일본풍의 목조건물과

시바이고야, 테마관 등을 중심으로 에도시 에 지은 건물 94동을 재연해 놓은 곳

이다. 입구를 지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 마을 안을 돌아다니

다보면갑자기사무라이가나타나거나닌자가달려가는모습도볼수있다. 

www.edo-trip.jp(KEJ) 0143-83-3311  

09:00~17:00, 11월~3월은 9:00~16:00, 연중무휴

어른 2,900엔, 어린이 1,500엔

JR노보리베쓰역-노보리베쓰 온천행 버스 10분-노보리베쓰 다테시 촌 하차

노보리베쓰 다테시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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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인 노보리베쓰는 김이 뿜어져 나오는 유황 화

구인 지옥계곡과 오유누마를 볼 수 있으며 하이킹코스가 있어 걸어서 볼 수

도 있다. 

www.noboribetsu-spa.jp(J)

노보리베쓰

노보리베쓰가는방법

삿포로에서JR특급을타면노보리베쓰역까지약1시간4분이소요되고

버스를이용하면삿포로에서노보리베쓰까지약1시간40분이소요된다. 



홋카이도의온천들

요테이산 ( )

니세코 지역에 우뚝 솟아 있는 요테

이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후지산

과 모습이 닮아 에조후지라 불리며

홋카이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높이 1,898m로 사화산이며

전형적인 성층화산의 형태로 지금

의 모습은 3번째의 분화구이다. 4

개의 등산로가 있어 등산도 가능하

다. 정상으로부터 약 7,000헥타아르는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산식물 부터

눈잣나무의숲, 원생림등이사계절을다양하게보여주고있다.

www.town-kyogoku.jp/turism/mounnt-yotei.php(J)

니세코 어드벤처 센터 ( )

북해도의 아웃도어 체험의 선발주자로 불려지는 로스핀도레씨가 표주자이다. 인

기 있는 래프팅은 4월 상순~11월 상순에걸쳐 실행된다. 여름에는 1, 2인승의고무 보

트를 타고 스스로 핸들을 잡고 강을 내려가는 래프팅을 즐길 수 있다. 겨울에는 스키

레슨 등을 중심으로 투어가 진행된다. 참가하는 데 조건이 까다롭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예약해야한다. 

www.nac-web.com(EJ)  0136-23-2093  래프팅 6,000엔

9:30~17:00(래프팅은 예약제), 연중무휴 JR니세코역에서 택시 15분

니세코 어드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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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니세코지역의 시리베쓰강이다. 봄

이 시작되면 녹기 시작한 얼음이 흘러나와 물살이 빨라져 스피드와 스릴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겨울이면 홋카이도에서 가장 좋은 스키 리조트로 변

신한다.  

www.town.niseko.lg.jp(KEJ)

www.nisekotourism.com(KEJ) 

니세코

조잔케이

노보리베쓰 온천 ( )

명탕으로 유명한 노보리베쓰 온천은 피부병이나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는 유황천과

보온효과가 높은 식염천 등 11종류의 온천이 솟아오른다. 온천이 솟아나는 지옥계곡

등 관광지가 모여있어 찾는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보리베쓰의 심벌은 도

깨비로 입구에서부터 노보리베쓰를 상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곳 온천에

몸을담그고느긋하게피로를풀어보자.

www.noboribetsu.tv(J)

11종류 온천 유황천(유황), 식염천(염화물천), 명반천(함알루미늄천), 망초천(유산염

천), 석고천(유산염천), 녹반천(함알루미늄천), 철천(함철천), 산성천(산성천), 중조천

(탄산수소염천)

조잔케이 온천 ( )

삿포로시 남서부 도요하라강 상류의 계곡을 따라 형성된 조잔케이 온천은 삿포로의

안방으로 불리며, 산과 계곡으로 둘러쌓인 온천마을이다. 승려 조잔이 발견하여 온천

개발에 전력한 것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붕산, 유황, 식염 등 온천질이 다양

하며 시간당 20만 리터의 풍부한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잔케이의

심벌은 갓파인데 갓파는 일본인에게 전래되어 오는 수륙양생의 상상의 동물로 머리

는 접시를 올려 놓은 모양을 하고 손과 발가락에는 물갈퀴가 달렸으며 입이 튀어나온

독특한모습을한요괴이다. 

www.jouzankei.com(EJ)/ www.jyozankei.com(J)

삿포로역 앞에 있는 버스터미널 12번 승강장에서 조테스 버스 조잔케이행을 타고 1

시간15분(750엔) 소요. 조잔케이행 버스는 지하철 난보쿠센 마코마나이역에서도 탈 수 있

다(600엔, 50분 소요). 삿포로역에서 택시로 1시간 (약 8,000엔)

조잔케이 온천관광안내소 011-598-2012 (팩스011-598-2029)



신센누마 ( )

자연 휴양림 휴식소에서 걸어서 약 20분 거리의 신센누마는 니세코 중에서도 특히 아

름다운 곳. 붉은가문비나무 숲에 둘러싸인 조용하고 신비스러운 늪에 잠시 멈춰 서 있

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다. 주위에는 나가누마, 오누마 등의 호수와 늪도 있어 산

책에는최고이다.

www.town.kyowa.hokkaido.jp/kanko/kanko1_1.html(J)

0135-73-2011  6월~10월 사이 견학 자유 JR니세코역에서 택시 35분

아웃도어 체험 ( )

다키 1, 2인승의 고무보트를 타고 급류에 휩쓸려 내려간다. 스릴을 느끼고 싶어하

는 사람들에게 추천! (6월~10월 6,000엔)

카약 혼자 보트를 타고 물과 일체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처음

에는 균형잡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응이 되면 굉장히 재미를 느낄 수 있다. (6월~9

월 6,000엔)

MTB  산을 좋아하고 여기저기 산을 둘러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산길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체력단련과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6월~10월 6,000엔)

트레킹 니세코의 자연 속을 걷는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릴렉스하기를 원한다면 트레킹을 추천! (6월~10월

4,000엔) 도야코 ( )

도야코는 오시마를 중심으로 가운데

세 개의 작은 섬이 있는 아름다운 호

수이다. 매년 4월 마지막 주부터 10

월 말에 20시45분부터 약 20분간 도

야코를 배경으로 불꽃놀이가 펼쳐지

기도한다. 

www.laketoya.com(KEJ)

JR도야역-도난버스15분-종점 하차

신센누마 아웃도어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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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43km의 규모인 칼데라 호수, 도야호를 비롯하여 호수 남쪽에는 쇼와신

잔이나 유수잔, 도야호 온천 등이 있다. 매년 4월 하순부터 10월말까지 열리

는 불꽃축제도인기가높다. 

www.town.toyako.hokkaido.jp/01_kanko/00_list.jsp(J)

도야

니세코가는방법

가을철에는 홋카이도의 단풍을 만끽하기 위해 증기기관차 SL니세코호를 꼭

타보도록하자. 운행일확인이필요하며, SL니세코호프리티켓은3,600엔이다.

겨울철엔 스키 리조트로 가는 직행버스가 삿포로와 신치토세 공항에서 자주

출발하며, 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소요시간은 각 3시간~3시간30분

정도이고왕복3,660엔이다.
도야가는방법

도야는 삿포로에서 하코다테로 가는 도중이나, 하코다테에서 삿포로로 가는

도중에 들리기에 적당한 곳이다. JR삿포로역에서 약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

는 JR특급 수퍼호쿠토나 호쿠토를 이용해 1시간40분 정도 소요된다. 도야역

에서하차하며요금은5,760엔이다.

도야코



도야코 유람선 ( )

도야코에 있는 오시마, 간논지마,

벤텐지마, 만주시마의 크고 작은

4개의 섬을 총칭하여 나카지마라

고 한다. 이 나카지마는 야생조류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천연기

념물로 지정된동식물수십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유람선을 타고 도

야코의경치를관람해보자. 

www.toyakokisen.com/(KEJ)

0142-75-2137  

4월~10월 08:00~16:30 30분 간격, 11월~4월 09:00~16:00 1시간 간격 운행. 나카지

마 섬 상륙시 1시간20분 소요. 미상륙시 50분 소요 어른 1,320엔, 어린이 660엔(불꽃

놀이 감상선-어른 1,500엔, 어린이 800엔)

쇼와신잔 ( )

1943년 화산폭발 이후 2년간의 화산활동으로 지반이 올라와서 생긴 해발 402m의

산이다. 내부에서는 화산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붉은

색의 산이다. 등산이 금지되어 있다.

www.bes.or.jp/showa(EJ) 0142-75-2241  

도야코온센 버스터미널-쇼와신잔행 버스 15분-종점 하차

중앙지역

홋카이도의게

게가니 몸 전체가 털로 뒤덮

혀 있어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길

이는 15cm 정도 되며 다른 게와 비교

해 맛이 강한 편이다. 살아 있을 때는

투명하고 씹히는 맛이 좋아 회로도

먹지만보통은삶아먹는다.

타라바가니 ‘게의 왕

자’라고 불리며 살이 굵고 쏙 빠져서

먹기에 편리한 게다. 양다리를 펼치

면 1m 이상 되는 크기의 게도 있으며

맛은비교적담백하다.

즈와이가니 굽거나 삶

아도 맛있고 샤브샤브나 회로도 먹는

다. 다른 지방에서는 매우 비싼 가격

에 팔리지만 홋카이도에서는 타지역

보다비교적저렴하게맛볼수있다.

하나사키가니 네무

로(根 )의하나사키반도주변에서만

잡히는 희귀한 게로 살아 있을 때는

암갈색이나, 삶으면 주홍빛을 띤다.

맛은담백하고단맛이난다.

food

라멘

미소라멘

삿포로는 미소라멘의 발상지다. 맛

은 진한 편이며 걸쭉한 국물이 특징

이다.

쇼유라멘

보기에는 진해 보이지만 의외로 담

백하고 깔끔하다. 간장에 채소나 조

미료를 넣은 깊은 맛이 우러나는 국

물이 일품이며 아사히카와에서 유명

한라면이다.

시오라멘

국물의 맛을 그 로 살리기 위해 엄

선된 천연소금을 사용하며 산뜻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시오라멘은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지만 일본에서

는하코다테가원조격이다.

홋카이도의먹거리



도남지역 南

하코다테 야경 ( )

홍콩, 나폴리와 함께 세계 3 야경으로 손꼽히는 하코다테 야경은 케이블카를 이용

해 하코다테산에 올라가서 즐길 수 있다. 하코다테산은 하코다테시 서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고도는 낮지만 바다 위에 솟아 있어 독특한 경치를 연출한다. 케이블카는 산

기슭과정상사이를5~20분간격으로운행한다. 

www.334.co.jp(KEJ) 0138-23-3105  편도 640엔, 왕복 1,160엔

10:00~22:00(5~20분 간격 운행, 10월 16일~1월 24일 21:00까지) 연중무휴

하코다테역 앞에서 전차 5분-주지가이 전차정류장 하차-도보 7분

고료카쿠 유적지 ( )

별모양으로만들어진고료카쿠는1868년에일어난일본최후내전의무 가된역사

적인장소이다. 지금은주변을공원으로하 고, 공원안의박물관에는당시의관련자

료가 전시되어 있다. 공원입구에는 지상 약 50m에서 고료카쿠의 별 모양을 볼 수 있

는고료카쿠타워가있다. 고료카쿠타워는어른840엔.

www.goryokaku-tower.co.jp(KEJ) 0138-51-2864  

9:00~19:00(10월 21일~4월 20일은 9:00~18:00) 

하코다테역 앞-유노카와 행 전차 16분-고료카쿠고엔 앞 하차-도보 14분

가네모리 아카렌가 창고 ( )

메이지 2년(1869년) 막부군이 항복하고 개척사 출장소가 생긴 이래 문화, 병원, 공원

등 새로운 문화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다. 지금은 창고의 내부를 개조하여 상

점, 음식점으로 문을 열어 하코다테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었다. 현재의 건물들은

1909년에세운것이다. 

www.hakodate-kanemori.com(EJ) 0138-23-0350  09:30~19:00

하코다테역 앞에서 전차 5분-주지가이 전차정류장 하차-도보 5분

도남지역의 표적인 도시인 하코다테는 홋카이도로 들어가는 편리

한 관문이자 해산물 교역의 핵심요지이다. 또, 하코다테의 야경은 세

계 3 야경으로 꼽혀 멋진 경치를 자랑한다. 

도쿠가와 막부의 기지 중 가장 변방에 세워진 마쓰마에는 한때 마쓰

마에 일족의 요새 으며 홋카이도내 일본 정치 권력의 중심이기도 했

다. 마쓰마에가 에도시 정치적 중심지 다면 에사시는 경제적 중심

지역이며 지금은 중요한 어촌지역이다.

하코다테 시내와 공항을 연결하는 버스는 하코다테 역 근처에서 수시

로 출발하며 20분 정도 소요되고 가격은 400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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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코다테는 홋카이도 남부에 위치해 있다. 일본에서 최초로 개항한 역사적

인 도시로 삿포로와 아사히카와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 도시 곳곳에

배어있는 이국적인 분위기와 하코다테야마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세계적으

로 유명하여관광객이많이 찾고있다. 

www.hakodate-kankou.com(KEJ)

하코다테

고료카쿠 유적지 가네모리 아카렌가 창고

Administrator
새 스탬프



모토마치공원 ( )

하코다테의 발상지로 하코다테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공원이다. 나무와 꽃으로 아름답게 가꿔진

공원 안에는 하코다테시 모토마치 관광안내소

가있다. 또한일본에서가장오래된사진을전시

하는하코다테시사진역사관이공원안에있다. 

사진역사관

09:00~19:00, 11월~3월은 17:00까지, 12월

31~1월1일휴무 200엔

구홋카이도청하코다테청사

모토마치 공원 안에 있는 1909년 건축의 서양식 목조 건축물. 그리스 건축을 연상시

키는기둥이특징적이다.

www.hakodate-kankou.com/photo(J) 0138-27-3333 

09:00~17:00, 4월~10월은 19:00까지

하코다테역 앞에서 전차 7분-스에히로초 전차정류장 하차-도보 4분

구 국 사관 ( )

1층은 1853년 페리제독이 타고 온 구로후네의 모형이 있는 홀과 입체 상으로 개항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화면이 있는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2층은 사집무실과

사거실등이재현되어당시모습을느낄수있다. 

www.hakodate-kankou.com/british/(J) 0138-27-8159 

09:00~19:00, 11월~3월은 17:00까지, 12월31일, 1월1일 휴무 300엔

스에히로초 전차정류장에서 도보 5분

유노카와온천 ( )

하코다테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온천으로 하

코다테시가지동쪽에자리잡고있다. 정갈하

고, 단촐하게휴양을즐기기에적합한곳으로

온천수는 특히 신경통과 류머티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마을 중심에 있는 두 개

의운하에서구간별로많은온천이나오고있

다.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온천만도 가능한

곳이있으므로여행중쌓인피로를따뜻한온천물에몸을담궈푸는것도좋다.  

www.hakodate-yunokawa.com(J) 하코다테역-유노카와온천행 버스 30분

메이지칸 ( )

하코다테 우체국이던 것을 개조하여 문을 연 쇼핑센터이다. 오르골과 유리제품을 중

심으로 다양한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 서양 건축 기술을 받아들여 만든 건물로, 붉은

색벽돌과담쟁이덩굴이어우러져멋있다. 

www.hakodate-factory.com/meijikan(J)

∙하코다테오르골메이지칸| 2층의화랑을이용한오르골전문점

∙하코다테가라스메이지칸| 다양한유리제품을갖추고있는곳

0138-27-7070  10:00~18:00 

하코다테역 앞에서 전차 5분-주지가이 전차정류장 하차-도보 4분

구하코다테 공회당 ( )

우아한 서양식 목조 건물로 일본의 중요 문

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이다. 그러나 안

타깝게도 1907년 8월 발생한 화재로 하코

다테시의 절반이 타서 크게 손실되었다. 이

후 1910년 재건되었는데 좌우 칭인 본관

은 천황이 홋카이도를 방문할 때 거처로 쓰

던곳답게호화롭게장식되어있다. 밤이되면밖에조명을밝혀노란빛으로빛난다. 

www.zaidan-hakodate.com/koukaido/kou.htm(J)

0138-22-1001 09:00~19:00(11월~3월은 17:00까지), 연말연시 휴무

일반 300엔, 학생 150엔

하코다테역 앞에서 전차 7분-스에히로초 전차정류장 하차-도보 5분

하리스토스 정교회 ( )

1859년에 창건한 일본 최초의 러시아 정교

교회당. 지금 건물은 1916년에 재건한 비잔

틴양식의건물로하코다테의이국적인모습

을 표하는 곳이다. 종루에는 크고 작은 6

개의 종이 달려 있는데 현지인은‘강강데라

(땡땡절)’라고부르고있다. 

www.orthodoxjapan.jp/annai/h-hakodate.html(J) 

0138-23-7387, 1월~2월 비정기적 휴무 200엔

하코다테역 앞에서 전차 7분-스에히로초 전차정류장 하차-도보 7분

트래피스티누 수도원 ( )

프랑스에서 파견된 8명의 수녀에 의해 창설된

일본 최초의 여자 수도원이다. 지금도 약 70명

의 수녀가 경건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일반

인들에게는 앞 정원까지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08:00~17:00, 11월~4월20일 16:30까지, 수

요일, 11월~4월20일 일요일 휴무 무료

JR하코다테역-아사히오카병원행 버스 30분-트래피스티누 하차-도보 10분

구홋카이도청 하코다테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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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코다테가는방법

삿포로에서 하코다테까지 JR특급열차가 1~2시간 간격으로 운행된다. 약 3

시간 20분이 소요되고, 요금은 8,590엔. 자유석은 슈퍼호쿠도가 1량, 호쿠도

가 2량 있으며, 야간열차로는 하마나스가 있고 JR패스 소지자는 지정석과 카

펫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06년부터 한항공이 직항으로 하코다테

까지주3회운항하고있어더욱편리해졌다. 시간은약2시간25분걸린다.

시내관광에는 전차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구간 기본요금은 200엔이고 구간별로

차이가 나도 240~250엔 정도이다. 노선이 단순한 전차가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편리

하다. 하코다테에서는 전차와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프리 티켓을 판매하며 1일

승차권은 1,000엔, 2일 승차권은 1,700엔이다. 전차전용 1일 승차권은 600엔이다. 하

코다테관광안내소에서구입할수있다.

오누마 국정공원 ( )

옛부터 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오누마 공원.

이곳은 홋카이도의 리조트의 발상지이다. 아

름다운 실루엣을 보이는 오누마의 심벌, 코마

가다케 분화에 의해서 흘러 나온 용암이 강을

막아서 생긴 오누마는 에도시 부터 그 아름

다움으로 유명하다. 1854년 하코다테의 개항

에 따라 나나에 마을은 외국인의 유보지구로

지정되고 오누마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많아졌다. 메이지 초기에는 일본의 황족들을

비롯하여 독일의 황제나 이탈리아의 황족 등 당시의 왕후 귀족이 이 호수에서 여가를

즐겼을정도로아름다운곳이다. 

www.onuma-guide.com(J) 0138-67-2170  자유 JR오누마공원역 하차

미즈바쇼 군생지 ( )

오누마 호수 주변의 습지 에는 미즈바쇼의 군생지가 있다.  오누마 공원역에서 초시

구치방면으로3.5 km 지점으로부터이미즈바쇼군생지를볼수있다. 4월중순부터5

월상순까지꽃이핀다.   

JR오누마공원역에서 자동차 10분

히구레산전망 ( )

전망 는 산정 주차장에서 100m 정도 올라간 코누마와 준사이누마 사이에 있다. 표

고 303m에 있는 전망 에서 바라보면 오누마 호수, 코누마 호수, 능선 반 편에 있는

준사이누마가보인다. 맑은날에는멀리있는태평양까지보인다.    

JR오누마공원역에서 자동차 10분

일본의전통문화와외국의문화가접목된독특한풍경이펼쳐지고있는곳이다. 조

용하고깔끔한분위기의오누마는국정공원이있어많은관광객들이찾는곳이다.

자연관광의명소로서빠질수없는곳이이곳이다.

www.town.nanae.hokkaido.jp/info/sight/new_kankou/top.htm(J)

오누마

오누마가는방법

하코다테에서 오누마로 가려면 JR하코다테혼선의 모리( )행을 타고 약 45

분 정도 가면 된다. 요금은 편도로 약 530엔 정도. 하코다테역에서 버스로는

60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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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마에성 ( )

일본 최북의 일본식 성곽으로 안정 원년(1854

년)에 축성. 성의 내부는 자료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벚꽃의 명소로도알려져봄에는약250

종, 1만그루에서벚꽃이만개한다.   

0139-42-2216  4월10일~12월10일

09:00~17:00, 기간 중 무휴 350엔

JR하코다테역-특급 40분-JR기코나이역 하차-마쓰마에 터미널행 버스 90분-마쓰죠

하차-도보 5분

마쓰마에번 저택 ( )

에도막부말기의마쓰마에마을이재현된옥외박물관. 봉행소나운송선도매상, 무사

의집, 상가, 숙소등14개의건물이산재하며모형이배치되어있다. 40분소요. 

0139-43-2439  4월10일~11월 상순 09:00~17:00, 기간 중 무휴 350엔

마쓰죠에서 도보 10분

가이요마루 청소년센터 ( )

에도막부 말기의 보신전쟁 때, 에사시 앞바다에서 침몰한 일본 최강의 기범선군함 가이요

마루를 복원해 전시하고 있다. 선내에는 포탄이나 금장 등, 해저로부터 발견된 유품이 전

시되어있고, 선장실에는인물복제가전시되어실제감을더해준다. 소요시간40분.    

0139-52-5522  09:00~17:00, 4월~10월 무휴, 11월~12월은 월요일, 경축일 다음

날 휴일, 1월~3월 동절기 휴관 700엔

JR에사시역-구마이시행 버스 6분-우바가미초 훼리마에 하차-도보 3분

도북

다이세쓰

도카치

넓은 홋카이도 한가운데 위치한 아사히카와, 소운쿄, 후라노, 비에

이 등 이 지역에는 각 지역 특유의 아름다운 경치와 맛있는 음식, 전

통공예 등을 보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곳은 1년 내내 언제 찾아와도 다른 감

동을 느낄 수 있다.

도남지역

하코다테와 오누마와 함께 홋카이도의 도남지역을 표하는 곳이다. 이곳은

특히 일본의 오랜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일본 전통의 가옥이나 성터들

이 많아서관광 명소로각광받고있다. 

마쓰마에 :  asobube.com(KEJ) 

에사시 :  www.hokkaido-esashi.jp(J)

마쓰마에 에사시



나지막한 구릉지 가 이어지는 비에이. 언덕의 고장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드넓은 구릉지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여 패치워크 같은 풍경을 만들어낸

다.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이 있지만 5월부터 10월까지의 경치는 특히 아

름답다. 

www.biei-hokkaido.jp(KEJ)

비에이

팜도미타 ( )

후라노 최 의 라벤더 꽃밭으로 6월 말

경부터 10월 초까지 활짝 핀 꽃을 볼 수

있다. 라벤더, 유채꽃, 안개꽃 등이 끝없

이 펼쳐져 있어 그림 같은 풍경을 이룬

다. 라벤더에서 오일을 추출하는 증류사

나 향수사 등도 견학할 수 있다. 라벤더

를 구경하기에 좋은 시기는 7월 중순에서 말경으로 짧은 편이다. 

www.farm-tomita.co.jp(KEJ) JR나카후라노역에서 자동차 3분

09:00~16:30(4월 하순~9월은 08:30~18:00), 연중무휴 0167-39-3939  

후라노 와인공장 ( )

후라노의 특산품인 후라노 와인은 세계 와인 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상할 정도로

맛과 향이 뛰어나다. 와인 제조 공정과 저장실 견학, 시음 코스 등이 있으며 7월

초에서 8월 초까지는 공장 안의 보랏빛 라벤더 꽃밭이 조명으로 장식되어져 환

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www.furanowine.jp(J) 0167-22-3242  

09:00~16:30(6월~8월은 18:00까지), 연말연시 휴무

JR후라노역에서 자동차 5분. 관광순환버스를 이용하면 팜토미타와 함께 효율적

인 관광이 가능하다(7월~8월만 운행) 

후라노 치즈공방 ( )

이 지역에서 난 신선한 우유를 사용한 치즈를 구입하거나 시식하는 것 외에도

버터나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www.furano-cheese.jp(J) 0167-23-1156 

4월~10월 09:00 ~ 17:00, 11월~3월 09:00 ~ 16:00, 연말연시휴무

버터 아이스크림 만들기 체험 680엔, 치즈만들기는 850엔

JR 후라노역에서 자동차로 10분

감자밭 ( )

비에이 언덕을 돌아보는 표적인 두 코스인

패치워크노미치와 파노라마로드. 이 일 에

는 매년 6월 중순에서 7월 초순이 되면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는 감자밭이 펼쳐져 비에이

의 여름이 왔음을 알린다.   

0166-92-4378(비에이 관광협회) 

다쿠신칸 ( )

홋카이도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표하는

비에이의 자연을 렌즈에 담아 온 사진가�마

에다 신조가 만든 갤러리. 비에이의 언덕 한가

운데 있는 폐교를 재활용하여 무료로 일반인

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사진 외에 다양한 상품

들도있다.   

0166-92-3355  무료

09:00~17:00(11월~4월은 10:00~16:00), 연중무휴

JR비에이역에서 자동차로 15분

사계정보관 ( )

비에이의 사계절을 비디오에 담아 소개하거나 관광명소를 검

색할 수 있는 파노라마 등이 있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0166-92-4378  JR비에이역에서 도보 2분

08:30~19:00(5월~10월), 17:00까지(11월~4월), 12월30일~1

월6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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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라벤더 꽃이 풍성한 라벤더의 고장. 매년 7월

중순부터 8월 상순까지 이곳저곳에서 보라색 카펫이 깔려 있는 듯한 꽃

밭을 구경할 수 있다. 그중에는 라벤더를 사용한 토산품이나 소프트크림

등을판매하는꽃밭도있어인기이다. 

www.furano-kankou.com(KEJ)

후라노

후라노가는방법

JR후라노센을 타면 쾌속 열차가 아사히카와를 출발해서 후라노까지 운행하

며 1시간15분 소요, 1,040엔이다. 후라노와 아사히카와 사이를 오가는 버스

는자주있는데1시간30분소요, 860엔이다.



유키노 미술관 ( )

눈의 이미지로 지은 비잔틴 양식의 미술관으로, 눈결정의 사진과 얼음의 실물 모형 등

을전시하고있다. 식사할수있는곳도있다.

www.yukaraori.co.jp/yukabi.html(J)  0166-63-2211 

09:00~17:30(4월~10월) 09:00~17:00(11월~3월), 연중무휴 650엔

JR 아사히카와역-다카사고다이행버스15분-다카사고다이이리구치하차-도보10분

다이세쓰맥주관 ( )

다이세쓰산의 물을 사용한 맥주를 맛볼 수

있다. 소바 가루를 사용한 믹스 피자와 소세

지모듬요리등, 메뉴도만족

www.ji-beer.com(J)  0166-25-0400

11:30~22:00, 연중무휴 다이세쓰피루

스나컵 500엔 등 JR아사히카와역에서 도

보5분

홋카이도립아사히카와미술관 ( )

아사히카와 미술관은 개관 이래 도호쿠 지역의

뛰어난 미술 작품 및 나무의 뛰어난 조형 작품을

계통적으로 수집∙보존하는 곳이다. 이와 함께

일본내외의 각종 전람회를 기획∙실시하는 등,

도호쿠 지역의 미술 문화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www.dokyoi.pref.hokkaido.jp/hk-asamu/(J)

0166-25-2577 09:30~17:00(16:30까지입장), 월요일휴무

전시에따라서다름 아사히카와역-쇼핑공원-도보20분

아사히야마 동물원 ( )

2004년 7, 8월의 월간 입장객수가 1위로

지금 일본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동

물원이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유니크한 느

낌의 우리에서 동물들의 자연적인 환경을

볼 수 있다.    

아사히야마 동물원 티켓 5,900엔을 이용하

면 편리하며 삿포로 출발시 JR왕복특급자

유석+왕복버스(아사히카와역-동물원)+입장권이 세트이다. 

www5.city.asahikawa.hokkaido.jp/asahiyamazoo/(EJ)

0166-36-1104  여름철 09:30~17:15, 겨울철 10:30~15:30, 연말연시 휴무

어른 800엔(고등학생 이상), 어린이 무료(중학생 이하)

아사히카와역 도보 1분-아사히빌딩 앞 아사히야마 동물원행 버스 40분-종점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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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제2의 도시인 아사히카와는 인구가 약 36만명이고 도북, 도동지역

으로 가는 교차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찍부터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던 역사 덕분에 아사히카와 출신이나 이 지역과 인연이 깊은 문학가,

예술가가 많이 있다. 홋카이도 도립 아사히카와 미술관이나 기념관에서 이

곳에서 꽃피웠던 예술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삿포로 라면처럼 아사히카와

라면 역시일본에서잘알려진유명한라면으로맛이일품이다.

www.asta.or.jp(KEJ)

아사히카와

유키노 미술관 아사히야마 동물원



JR 아사히카와역 아사히카와라면촌 아사히카와시아사히야마

동물원

JR아사히카와역 다이세쓰맥주관

바로앞 바로옆

아사히다케 케이블카 ( )

아사히다케온천으로부터 스가타미역까지 운행

하는 케이블카이다. 케이블카 안에서는 다이세쓰

잔에 관한 비디오 상을 보여준다. 소요시간은

10분정도.

wakasaresort.com/asahidakeropeway/(J) 

06:00~17:30(계절에 따라 변동 있음), 연중무휴

(5월 중순, 11월 중순, 12월 초는 시설점검으로 운휴)  

왕복 2,800엔(10월17일~5월31일은 왕복 1,800엔)  

JR아사히카와역-아사히다케 로프웨이행 버스 1시간35분-종점 하차

아사히다케 비지터 센터 ( )

아사히다케 케이블카의 아사히다케역 가까이에

있다. 다이세쓰잔의 지형이나 동식물 등을 중심

으로 사진판넬이나 모형 등을 사용해 설명해 주

고있다. 

www.welcome-higashikawa.jp/vc/info/?c=16(J)  0166-97-2153

10:00~16:00(6~10월은09:00~17:00), 월요일휴무(경축일인경우에는다음날휴일,

월~10월은무휴, 연말연시휴관)  무료

JR아사히카와역-아사히다케로프웨이행버스1시간35분-종점하차

텐닌쿄 ( )

충별천 상류의 아름다운 계곡. 아시히다케

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온천 길을 따라

약 15분 정도 걸어가면 낙차 약270m의 폭

포‘하고로모노 타키’가 있다. 또, 도무라우

시 산 방면의 등산로를 온천길을 따라 약 70

분 정도 걸으면 폭포 전체가 보이고 뒤로는

북해도의최고봉아사히다케를볼수있다.

www.welcome-higashikawa.jp/info/?c=11 0166-82-2111  견학 자유

JR아사히카와역-아사히다케로프웨이행버스1시간5분-텐닌쿄온천하차-도보

가와무라 가네토 아이누기념관 ( )

가미카와 지방 아이누를 표하는 집안의 가와무라가 아이누 민족 문화를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서 사비를 투자해 건설한 홋카이도 최고의 아이누 자료관이다. 이 기념

관에는 아이누 문화의 귀중한 자료∙생활도구 외에도 철도 측량 기사로서 국내외에

서활약한가와무라가네토씨의유품등을전시하고있다.   

0166-51-2461  09:00~17:00, 연중무휴

JR아사히카와역-혹구몬 19행 버스 10분-아이누기념관 마에 하차

http://www.dotown.jp/green/kawamurakaneto/

일본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인‘다이세쓰잔 국립공원’이 있는 다이세쓰잔은 산,

화산, 온천, 호수, 숲뿐만 아니라 홋카이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아사히다케도

포함하고있다. 멋진경치속에서하이킹과 스키를즐길수있는곳이다.

www.daisetsuzan.or.jp(J)

다이세쓰잔

아이누기념관 아사히카와역

아사히카와가는방법

아사히카와 공항에서 아사히카와 역 사이를 운행하는 버스가 비행기 도착과

출발 시간에 맞춰 운행되며 35분 소요된다. 요금은 570엔, 시내에서는 아사

히카와역과 주변거리에 버스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버스를 이용하

여 이동할 수 있다. 인천-아사히카와는 아시아나항공에서 주 4회 운항하며 2

시간40분소요된다.

신치토세공항에서아사히카와는JR쾌속에어포트로약2시간이소요된다.

아사히카와모델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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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20분 도보10분

▶ ▶

▶

▶

▶



도카치가와 온천 산요안 ( )

자연소재와 간접조명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안락

한 공간으로 예를 들면 로비에는 4가지 종류의 흙

을 섞어 만든 토벽이 세워져 있다. 모든 객실에는

몰온천을할수있는욕조가마련되어있다. 

www.sanyoan.com/flash/index.htm(EJ)  

0155-32-6211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1박 2식 포함 29,000엔부터 JR오비히로역-도카치가와 온천행 버스 25분

이케다 와인성 ( )

중세 유럽의 성을 연상시키는 외관의 와인 성.

와인 왕국의 이케다마치의 심벌적 존재다. 와인

의 제조공정을 견학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와인

이 있는 지하숙성실에도 직접 들어갈 수 있다.

레스토랑도 있어서 이케다 소와 도카치 소로 만

든 코스요리가 인기다(6,825엔). 상점도 있어서

와인구입도가능하다. 

www.tokachi-wine.com/(J) 015-572-2467  09:00~17:00, 연말연시

무료 JR이케다역 도보 10분

시카리베쓰코 네이처센터 ( )

캐네디언의 카누 체험을 할 수 있다. 시카리베쓰코의 자연을 잘 알고 있는 가이드가

안내하는 아웃도어 체험을 할 수 있다. 겨울 메뉴도 준비되어 있는데 호수에서 열기구

체험이 제일 인기가 있으며 계절에 따라 체험 메뉴가 바뀐다. 전부 예약제이니 사전에

확인하고가도록하자.  

http://www.netbeet.ne.jp/~nature/  0156-69-8181  

09:00~18:00, 날씨에 따라 휴무 캐네디언 카누(5월 중순~10월 하순) 3,150엔

JR오비히로역-시카리베쓰코행 버스-1시간40분-종점 하차

요크셔 농장 ( )

양 목장과 로즈가든에 둘러싸인 농장이다. 환

경은 국의 요크셔 지방의 모습이다. 양 목장

이기 때문에 식사부터 체험까지 모두 양에 관

련된 것이다. 이곳에서는 천천히 여유를 갖고

즐기는것이좋다. 

www.york.co.jp(J)  0156-64-4948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0:00, 연중무휴(레스토랑만 화요일 휴무)  B&B(1박 조식)

어른 6,500엔 7월 10일 ~ 8월 15일 까지 7,000엔 JR신토쿠역에서 차로 10분

신토쿠 소바관 ( )

신토쿠는 소바의 명물지로서 유명하다. 이곳은 소바를 직접 만드는 것부터 방금 뽑은

소바를맛볼수있는레스토랑, 건조된소바면과그밖의특산물을파는상점등이있다.

www.shintokusoba.co.jp/(J)  0156-64-5888  

09:00~17:00(레스토랑은 11:00~19:00, 12월~3월은 17:00까지)  

소바 체험 2인 1팀 4,000엔 JR신토쿠역에서 차로 7분

현 화된 도시로 도카치 평야의 중심 도시이다. 히다카와 다이세쓰잔 산맥

사이에 있어 역사적으로 아이누족의 주요 거주지 다. 현재는 1883년 시즈

오카 거주자들이 토 수복을 주장하여 이곳으로 이주해 오게 되면서 이루어

진도시이다. 

www.tokachibare.jp(EJ)

도카치

아이누어로 산의 어깨, 또는 구석이라는 의미이다. 또, 아이누의 사람들이

‘신토코’라고 부르는 칠기를 술을 만드는 데 이용하 는데, 그 술을 만들기

위한 토지 다고도전해지고있다.

www.shintoku-town.jp/kankou/asopsite/index.htm

신토쿠

신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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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리베쓰코 네이처센터



베어 마운틴 ( )

홋카이도에만 서식하는 불곰을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서 가능한 한 야생에 가까운 상

태에서보고, 체감할수있는사호로리조트의‘베어마운틴’.

겨울 동안은 본래의 생태에 맞춰 주기 위해 동면을 실시하며, 약 100일 동안 먹이를

먹지않고겨울을보낸다. 도카치와후라노의거점으로서최적의위치에있다. 

www.bear-mt.jp/(KEJ)  0156-64-7007  09:00~16:00, 10월 말~4월 말 휴무

JR신토쿠역에서 차로 약 15분

간다 닛쇼 기념관 ( )

간다 닛쇼는 일본의 유명한 유채화가이다. 나무

판에 페인팅 나이프를 사용해 그린 특별한 화법

이다. 간다닛쇼에 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만든 기념관은 개관한 해에 방문객수가

6만6,000명을 넘었으며 매년 2만명이 넘는 사

람들이찾고있다. 

kandanissho.com/(J)  0156-66-1555  전시에 따라 다름 10:00~17:00,

월요일 휴무(국경일인 경우에는 개관, 5~10월은 무휴)  JR오비히로역-시카리베쓰코

행 버스 1시간, 간다기념관 앞 하차 레분고산식물원 ( )

레분섬 최북부에 위치한 고산식물원이다. 30종, 약 2만개의 고산식물이 개화시기를

조절해서 항상 피어 있다. 자연과 하나 되어 상큼한 풀내음과 맑은 공기로 심신의 피

로를풀어보는것도좋을것같다. 

www.town.rebun.hokkaido.jp/kankou/kouzan.html  0163-87-2941  

09:00~17:00(6월~10월), 9~10월까지 토,일,공휴일 휴관 300엔

가후카 페리터미널에서 니시조파쿠-스코톤( ) 행 버스로 30분, 제3조

파쿠(３ ）에서 하차, 도보 10분

소야미사키 ( )

북위 45도 31분의 일본 최북단에 있는 미사키. 오호쓰크해로 돌출된 끝에는 북극성

을 모티브로 한 일본최북단의 삼각뿔형의 비석이 서 있다. 부근에는 탐험가 마미야

린조의 입상이나 소야미사키 음악비도 있어, 선물 가게로부터 흘러 나오는 다카포의

‘소야미사키’가 변두리 지역에의 여정을 더욱 일으킨다. 맑은 날은 소야해협의 저편

으로 사할린(가라후토)을 바라볼 수 있다.  

0162-23-6161  자유

JR왓카나이역-오사키행 버스 45분-소야미사키 하차

리시리초리쓰 박물관 ( )

바다와 인간의 조화를 테마로 한 리시리의 자

연과 역사, 유산 등을 소개한 박물관이다. 박

물관 안에는‘리시리의 바다’, ‘리시리의 어

제와 오늘’등의 테마로 나누어져 알기 쉽게

되어 있다. 또한, 바다와 공존해 오던 리시리

사람들의 생활, 역사, 문화를 알 수 있다.

kankou.rishiri.jp(EJ)  0163-85-1411

09:00~17:00, 매주 월요일, 공휴일 휴무(7, 8월은 무휴)  

일반 200엔(20명 이상 160엔)  어린이, 중학생 100엔(20명 이상 60엔) 

소야미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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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최북단에 있는 바람이 거센 항구도시 왓카나이는 리시리섬과 레분

섬, 러시아 사할린섬으로 갈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러시아어로 된 도로

표지판도쉽게볼 수있다.

www.welcome.wakkanai.hokkaido.jp(EJ) 

왓카나이

리시리

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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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역간이동정보

삿포로에서아사히카와

JR 쾌속열차로1시간20분정도가소요된다. 1일35회왕복운행을하고있으

며 4,680엔이다. 버스로는 삿포로역 터미널에서 아사히카와 터미널까지 2

시간25분 정도이며 20~4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편도에 2,000엔 왕복에

3,750엔이다. 

아사히카와에서후라노

JR아사히카와역에서 후라노역까지 1시간10분이 소요되며 편도에 1,040엔

이다. 버스는 JR아사히카와역 앞에서 후라노역 앞까지 1시간30분 소요되며

860엔이다.

아사히카와에서비에이

JR아사히카와역에서 비에이역까지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530엔이다. 버스

로는50분소요되고520엔이다.

삿포로에서도카치

삿포로에서 JR특급 슈퍼도카치를 타고 도카치시미즈까지 총 소요시간 약 4

시간3분소요되며요금은편도로7,400엔이다. 

화철도원촬 지-이쿠토라역

아사다 지로의 단편소설이 화화된 <철도원>이 촬 된 홋카이도의 미나

미 후라노 이쿠토라역이다. 이쿠토라역 안에 있는 역 정보 안내소에는 <철

도원> 전시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화사진과 등장인물들의 의상을 전시해

놓고 있다.   

삿포로에서 열차를 타고 아사히카와까지 1시간30분, 아사히카와에서 후라

노선을 타고 이쿠토라역까지 온다. 

삿포로에서JR쾌속에어포트→신치토세공항(비행기) →구시로공항총소

요시간약2시간13분,  요금 편도로18,740엔

삿포로에서특급마리모, 오조라열차→JR구시로역

총소요시간약3시간30분, 편도약3,030엔(표등급에따라차이있음)

삿포로에서구시로가는방법

Admini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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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의 유제품

홋카이도는깨끗한자연에서자란풀과물을먹고자라난소와오래된축산

업기술이만나세계최고의유제품을생산하는곳으로도유명하다. 우유를

비롯한우유로만드는다양한유제품이모두맛있다.

우유, 요구르트, 푸딩, 아이스크림, 치즈, 버터뿐만아니라우유와버터로만

든빵까지유제품의천국이다.

세이오로사무와인

레드와인이며가격은1,000엔~2,000엔정도

(360㎖, 720㎖) 

시루피

흰색 와인에 토카치 브랜디 원주를 더해 알코올 성분

17%까지 강화해 약 2개월간 가온 숙성시킨 베이크

드 와인이다. 보존성을 높게 하여 식전 술 또는 나이

트캡으로 차게 해 마시면 좋다. 가격은 1,200엔 정도

(720㎖)

기요미와인

코르크마개의 병에 넣은 본격적인 와인이다. 선물용

으로 아주 좋다. 가격은 1,300엔(360㎖) 2,500엔

(720㎖) 

자두와인

가가와현 아즈시마 이케다마치산의 자두(레드 스

타종)를 원료로 홋카이도 이케다마치 포도주 연

구소가 제조했다. 자두 본래의 맛과 향이 살아

있는 신선한 후르츠 와인이다. 

가격1,000엔정도

도카치와인

도카치 와인은 1963년 6월에 1킬로리터의 시험 양조

에서 시작되었다. 1952년의 도카치 바다 지진과 2

년 연속의 흉작이 겹쳐 마을의 재정이 위태로웠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하고 노력을 하던 중

에 포도 재배와 와인을 만드는 방법이 탄생되었다.

www.tokachi-wine.com(J)

Liquor
홋카이도의 술

소주-시소 쇼추 탄타카탄

여성에게특히인기가있는 탄타카탄소주로시소의향이 은은하게나기때문

에어떤요리에도잘맞는요리이다. 

가격1,000엔정도. www.tantakatan.jp（J）

맥주-아사히 키타노 쇼쿠닝

홋카이도의 풍부한 식재에 맞는, 마일드하고 상쾌한 맛의 홋카이도 한정 맥

주이다. 맥아 100% 맥주만이 가능한 마일드를 가지면서, 클리어 여과 제법*

을이용하여홋카이도의음식에맞는상쾌한맛을실현하고있다.

www.asahibeer.co.jp/kitanosyokunin（J）

* 클리어여과제법이란맥주에포함되어있는떫은맛성분을줄이는여과제법이다.  

가격은24캔에5,000엔정도.

food



구시로습원 노롯코호 ( )

JR구시로역에서부터 계절 한정으로 운행하는 관

광열차이다. 시속 30km로 느리게 운행하여 자동

차를 타고는 볼 수 없는 진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운행기간은 JR홋카이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

명되어있다.    

www.jrkushiro.jp(J)  0154-22-4314  

4월 하순~9월 하순, 운행기간에 따름 역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계절에 따라서 운행일이 달라진다

구시로습원 전망 코스 ( )

구시로시의 약 5km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

에서 가장 넓은 습지이다. 이곳을 포함한 주변이

6,000년 전까지 해저 었다는 사실. 이곳에는 여

러 중요한 야생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 

www.kushiro-kankou.or.jp/tenboudai/(J)  

0154-56-2424  08:30~18:00(11월~4월은

09:00~17:00), 연말연시 휴관 460엔

JR구시로역-가와유 온천행 버스 35분-습원전망 하차

야마하나 온천 리후레 ( )

구시로 서부 야마하나 공원 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강식염천과 천연온천 그리고 지

방의 특색 재료를 중심으로 한 약재요리 등이 있다. 토산품을 사용한 가공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0154-56-2233  10:00~22:00, 연중무휴(4, 10월에는 각 3일간 휴관) 

600엔 JR구시로역-야마하나 온천행 버스 1시간-종점 하차

구시로시 동물원 ( )

약 80종, 480마리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다. 흔히 볼 수 없는

야생생물을 볼 수 있고 특히, 홋카이도에만 살고 있는 생물을

볼 수 있다. 천연기념물인 부엉이도 반드시 봐야 할 것 중 하

나이다.  

0154-56-2121  550엔

09:30~16:30(10월11일~4월9일은 10:00~15:30), 연말연시, 12월~2월 매주 수요일

휴원 JR구시로역-야마하나 온천행 버스 45분-동물원 하차

구시로시는, 홋카이도의 동부, 태평양 기슭에 위치해, ‘구시로 다습 초원’,

‘아칸’의 두 개의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하는 웅 한 자연의 도시이며, 도호

쿠해의 핵심∙거점 도시로서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한다. 또

한 환경과조화를이룬국제 관광도시로발전하고있다.

www.kushiro-kankou.or.jp(KEJ)

구시로

도동지역

후라노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도동지역. 그중에 도카치는 온천의 마을

로 관광객이 별로 없어 하이킹이나 스키를 즐기기에도 좋다. 또한 아바

시리는 시레토코로 가는 길목의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며 러시아로부터

떠내려오는 유빙을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자연을 느낄 수 있

는 여러 개의 화산봉우리와 커다란 칼데라 호수가 있는 아칸지역도 도

동지역에 있으며 구시로지역의 습지 도 만날 수 있어 홋카이도의 다

채로운 자연의 모습을 여행하면서 계속 만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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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레토코 호수 ( )

산과 원시림으로 둘러 쌓여 5개의 호수가 자리

잡고 있다. 물은 호수의 밑에서 솟아난다. 산책

코스를 따라 돌면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www.env.go.jp/park/shiretoko/

guide/view.html(J)  0152-22-2125  

4월 하순~11월 하순 JR시레토코샤리역-

시레토코고코, 시레토코 오바시행 버스 1시간15분-시레토코고코 하차

푸유니미사키 ( )

우토로항을 내려다보며 바다의 아름다움과 해변의 경치를 한번에 볼 수 있는 것이 포

인트다. 맑은날은멀리도립공원까지보인다. 

0152-22-2125  견학 자유 JR시레토코샤리역-시레토코고코, 시레토코 오바

시행 버스 1시간-시레토코 자연센터 하차-도보 15분

오론코이와 전망 ( )

오래 전 이곳에 살고 있던 북방민족, 오로코족

의 전설에서 유래되었다.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

면 오호쓰크바다의 360도 전망이 눈앞에 펼쳐

진다. 

0152-22-2125  견학 자유 JR시레토

코샤리역-우토로온천 시레토코고코행 버스 50분-

우토로 온천 하차-도보 15분

시레토코라는 지명은 아이누어로‘세상의 끝’이라는 뜻이다. 화산에서 뻗

어나와 시레토코 미사키 주위로 뻗은 거친 절벽으로 이루어진 시레토코 국

립공원이 이 지역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거의 개발이 되지 않아 일본의

원시상태의야생환경이가장잘 보존되어있다.

www.shiretoko.asia(J)

토도와라 ( )

토도와라는 노쓰케반도의 해수와 바닷바람의 향으로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떡갈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인데 참으로 놀랍고 기괴한 풍경이다. 과거에 육지 을 숲의 지

가 오랫동안 해면상승이나 지반침하에 의해서 모래가 되어 시들어간 나무들이 여기

저기 흐트러져 있거나 있는 그 로의 모습으로 말라 죽은 것도 있다. 아직 침식 중이

므로몇차례방문해매년변해가는모습을보는것도좋을것이다.  

0153-82-1270  09:00~17:00(11월~3월은 09:00~16:00)  

JR앗토코역-자동차 1시간20분-노쓰케반도 네이처 센터 하차-마차 또는 도보 30분

시레토코

박물관 아바시리감옥 ( )

아바시리( )감옥은 1890년 홋카이도 개척을 추진

하기 위한‘홋카이도 중앙 도로 공사’에 의해 죄수들

이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곳은 구 건축물의 공개를 통하여 이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후

다미카오카농장에서 실제로 아바시리 형무소에서 수용자에게 제공한 것과 같은 메

뉴의 식사를‘감옥식 체험’으로서 제공하고 있다. 

www.kangoku.jp/(KEJ)  0152-45-2411  

08:00~18:00(11월~3월은 09:00~17:00), 연중무휴 1,050엔

JR아바시리역-덴도우잔행 버스 8분-박물관 아바시리감옥 앞 하차

푸유니미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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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하게 퍼지는 초록의 지와 구나시리를 바라보는 풍부한 바다, 그리고

노쓰케반도나오다이토의환상적인경관은베쓰카이의보물이다.

http://www.betsukai.jp

베쓰카이

마을을 둘러싼 산 정상에 몇 개의 박물관이 있는 아바시리는 시레토코로 가

는 길목의 교통의 요지이다. 매년 겨울이면 러시아 근방에서 떠내려온 얼음

들이 1월 말부터 아바시리 항구를 봉쇄해 버리게 되어 3월까지는 바다의

부분이얼음으로가득차게 된다.

abashiri.jp/tabinavi/02spot/index.html(KEJ)

아바시리

Administrator
새 스탬프

Administrator
새 스탬프



기간 출발시간

1월 ~ 3월 6:00   9:00   10:30   12:00   13:30   15:00  16:10

(6:00와 16:10은 1월~2월에는 선라이즈 크루즈와

선셋크루즈로 운항됩니다) 

아바시리의 유빙 ( )

일본 최북단의 아바시리는 유빙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시베리아 아

무르강에서 결빙한 얼음조각이 바람과 조류를 타고 서서히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데그유빙을아바시리에서볼수있다. 운이좋으면바다표범도볼수있다.   

삿포로에서 JR특급으로 5시간30분 소요

오로라호 유빙관광 ( )

아바시리항에서유빙관광을할수있는오로라호가있다. 

www.ms-aurora.com(EJ)  1월20일~4월 1째 주, 기간 중 무휴

시레토코항로 6,500엔 이오잔항로 3,100엔 JR아바시리역에서 아바시리항까지 10분

0152-24-2147

몬베쓰 유빙체험 ( )

쇄빙선 가린코호는 2004년 11월 홋카이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여름 낚시와 겨울

유빙크루즈가매력. 

www.o-tower.co.jp(J) 0158-24-8000 10:00~17:00, 연말연시 휴무

3,000엔

1~3월 1년 중 가장 추운 때이다. 집안

은 따뜻하지만, 밖은 평균 하 5도

이다.

▶ 스웨터, 두꺼운 코트, 머플러

4~6월봄이오는시기이지만, 아직추

운 기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웃옷을

준비하는것이좋다. 

▶ 긴소매 셔츠, 얇은 코트, 가디건

7~8월 북해도의 여름은 짧다. 도동쪽

을가시는분은긴소매셔츠준비.

▶ 반팔셔츠, 긴소매 셔츠

9~10월 기온변화가 있는 계절이다.

높은 산에서는 코트를 입고, 도동에

서는스웨터를입는것이좋다. 

▶ 긴소매 셔츠, 얇은 코트, 가디건

11~12월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

이다. 

▶ 스웨터, 두꺼운 코트, 목도리

크로드 ( )

나카시베쓰 시내에서 가이요다이로 향해 가다

가 막다른 곳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넓은 목장

의 한가운데를 곧바로 지나 계속되는 오솔길이

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마치 하늘로 향해서 계

속가고있는느낌이든다. 

0153-73-3111 자유 JR시베차역-시베

차행 아칸버스 1시간25분-나카시베쓰 하차-택시 15분

유빙관광

관광시복장

노삿푸미사키 ( )

북위43도23분07초, 동경145도49분01초에위치하는본토최동단의곶이다. 북방

토를 가까이 바라볼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겨울에는 유빙이 해면에 떠올

라, 다이내믹하고환상적인경관을즐길수있다. 

0153-24-3104  JR네무로역-노삿푸미사키행 버스 약 35분-종점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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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인 위치는 홋카이도의 동쪽, 마슈호가 있는 카무이누프리 기슭의 나

카시베쓰초에있다. 요로우시 온천이 명소이며 3채의 여관이 있다.

www.yoroushiclub.com(J)

요로우시

네무로



마슈코 ( )

마슈코는 호수 주위 20km, 면적 19.2km2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투명도를 자랑하는

호수이다. 마슈호의 웅 한 조망과 7가지로 변화하는 아름다운 물색 때문에 신비의

호수라고불린다.

마슈코 제3전망 ( )

아름다운 호수의 전경을 볼 수 있는 마슈코. 전망 는 산책길과 같이 되어 있어 아름

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다. 제1전망 도 아름답지만 인기가 많아 붐비기 일쑤여서

요즘에는 제3전망 가 인기이다. 전망 에서는 마슈다케의 앞에 캄잇슈섬이 보여 제

1전망 와는조금다른마슈호의모습을볼수있다.  

015-482-2191  견학 자유

JR마슈역-아칸 버스 메만베쓰공항행 53분-마슈코 제3전망 앞 하차

아칸코 ( )

아칸국립공원에 있는 아칸호는 봄, 여름, 가

을, 겨울 각기 다른 특색으로 많은 관광객들

이 즐겨찾고 있는 호수이다. 봄에는 잔설이

남아있어 자연의 가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여름에는 산속의 산책과 낚시, 카누 체험을

할 수 있다. 가을은 아름다운 단풍이 들어 자

연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계절이고, 겨울에

는결빙한아칸호수위에서빙어낚시와스노우모빌등을즐길수있다.

0154-67-3200 무료 JR구시로역-아칸버스 아칸호반행 2시간-종점 하차

아칸코 아이누코탄 ( )

아칸코 온천에 있는 북해도에서 가장 큰 민속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아칸호의 아이누코탄에

는 30채 정도의 개성적인 민예품점이 있어,

각각의 가게에서 일류의 목각사에 의한 독창

적인 작품이 만들어져 있다. 민예품에는 목각

의 작품을 중심으로 동물이나 새 등을 모티브

로 한 소품이나 아름다운 액세서리, 아이누의

악기묵크리등의다양한상품이있다.  

0154-67-2727  11:00~22:00  점포에 따라 다름

JR구시로역-아칸버스 아칸호반행 2시간-종점 하차 도보 15분

아칸아이누공예협동조합 www.marimo.or.jp/~akanainu/(J)

가와유온천 ( )

아칸국립공원의�중심에 위치한 가와

유온천의 수질은 구사쓰온천과 비슷하

다. 홋카이도에서 유일한 강산성 유황

명반천/녹반천(함알루미늄천)이며 옛

부터 치료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왔다. 용출온도는 65도이며 순수한 천

연온천이다.  

015-483-2255 (가와유온천 관광협회)  JR구시로역-아바시리행 보통열

차 약 1시간40분-JR가와유온천역 하차-버스 10분

http://www.kawayuonsen.com/

마슈코마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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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데라 지형의 원시적 경관으로 유명한 아칸 국립공원에는 신의 산으로 불

리며 경배의 상이었던 표고 858ｍ의 마슈타케가 우뚝 솟아 있다. 마슈코

와 어울려절경을이루고있다. www.masyuko.or.jp(EJ)

마슈

아칸
여러 개의 화산 봉우리와 커다란 칼데라 호수, 넓은 숲의 거 한 공원인 아칸

국립공원이있다. 멋진 풍경을보러 매년많은 관광객이방문한다.

www.lake-akan.com/index.html(KEJ)



food &          festival
홋카이도의먹거리

돈부리코벤토

성게알돈부리와 연어알돈부리의 2개의 도시락이 세트가 된 호화로운 도시락. 간

장맛의 밥이 맛을 한층 더하고 있다. 홋카이도에서도 역에서

파는 도시락으로 성게알 돈부리는 드물기 때문에 꼭 먹어 봐

야할도시락. 1,100엔. 아사히카와역

구시로 타라바스시벤토 (타라바스시) 외형도 호

화로운 역에서 파는 해산물 도시락. 달고 싱싱한 게 다리살이 들어 있다. 연어알

도입에서살살녹는다. 1,350엔. 구시로역

굴벤토 (카키벤토) 굴의 깊은 맛과 해파리와 냉채의 상큼한 맛이

더해져더이상말할필요가없는도시락이다. 950엔. 구시로역

성게, 연어알벤토 (우니 이쿠라벤토) 밥 위에 가득한

성게와 연어알. 특히 싱싱한 성게가 가득차 있어 맘껏 맛볼 수 있

다. 톡톡 터지는 연어도 일품! 정말 맛이 있다. 1,260엔. 하코타테

역

쇠고기벤토 (기타노쿠로규벤토) 소야미사키의 목장에서 자

란까만소를사용하여육질이좋고맛또한일품이다. 1,000엔. 삿포로역

징기스칸벤토 (징기스칸 아타카벤토) 홋카이도의 상

징 도시락이라고 하면 양 불고기‘징기스칸’을 꼽는다. 시간이 지나면 맛이 변해

버리는 징기스칸을 발열 기능을 이용해 언제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팔고 있

다. 750엔. 삿포로역

 

1월 오비히로얼음축제, 시코쓰호빙도축제, 소운쿄빙폭축제

2월 삿포로눈축제, 구시로얼음축제, 오호쓰크유빙축제, 

아사히카와겨울축제

3월 미야사와스키국제경기 회

4월 아칸호수축제, 도야호롱런불꽃놀이

5월 하코다테고료카쿠축제, 삿포로라일락축제

6월 아칸호불꽃놀이, 요사코이

7월 시코쓰호수축제, 라벤더축제, 삿포로여름축제

8월 하코다테항구축제, 홋카이도벌룬페스티벌, 노보리베쓰지옥축제

9월 연어축제, 네무로게축제

10월 마리모축제, 와인축제

11월 삿포로일루미네이션

12월 겨울페스타구시로

홋카이도의축제

덮밥

홋카이도는 해산물의 천국이다. 그런 홋카이도에서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한 돈

부리를 한번 먹어 봐야 한다. 특히 성게와 연어알 돈부리는 현지인들과 여행객 모

두에게인기있는 음식이다.

성게알덮밥 (우니돈) 흰쌀밥 위에 가늘게 채썬 김을 얹고

그 위에 성게알을 듬뿍 올린 음식이다. 성게는 홋카이도 근해에

서잡히는싱싱한것을올리기때문에맛과향이일품이다. 성게

의 독특한 느낌의 단맛과 입에서 녹는 감촉을 느끼면서

먹어보면좋을것같다.

연어알덮밥 (이쿠라돈) 밑에 담긴 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담겨 나오는 이쿠라돈. 이쿠라란 연어알

을 간장과 술에 절인 것으로 연어알의 엑기스를 그 로 보존하기 위하여 연구에

의해탄생한고급재료이다.

에키벤

일본의 각 지방의 철도역에는 그 지역 고유의 특산품을 사용한‘에키벤’이라고

불리는 기차역에서 파는 도시락이 있다. 홋카이도 에키벤은 홋카이도 근해에서

잡은 싱싱한 해산물과 좋은 토지에서 나온 신선한 채소를 사용하여 맛이 좋다. 기

차를 이용하지않더라도역구내에서도살수 있다.

www.ekiben.or.jp/95/kensaku.html(J)

아사히다케벤토 평범한도시락으로보이지만, 반찬하나하나

에 신경을 쓴 것이 느껴진다. 특히 조림요리가 맛이 좋다. 아사히

카와역과 특급 오호쓰크의 차내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890엔.

아사히카와역

에조왓파믹스벤토 아사히다케 도시

락과 등한 아사히카와역 메인 상품이다. 플라스틱제의 용기에 들어 있으며 양

은 충분하고 아래의 밥이 안 보일 정도로 반찬이 푸짐히 담겨 있어 맛이 있다.

1,000엔. 아사히카와역

해산물 오징어벤토 (가이센 이카벤) 무거운

그릇 안에 밥과 오징어가 2단으로 들어 있다. 2개의 통

오징어 속에 하나에는 밥이 다른 하나에는 삶은 달걀이

들어가있다. 1,050엔. 아사히카와역



항공편

루스츠리조트 ( )

광 한 슬로프에는 37개의 코스가 있고 총 활주거리 42km로 홋카이도 내에

서도 최고를 자랑하는 규모를 가진 리조트스키장이다. 산기슭의 호텔 시설과

함께삿포로에서당일코스로이동할수있는버스가많아편리하며, 도야코온

센과신치토세공항에서도직행버스가있다.

www.rusutsu.co.jp/korean/(KEJ) 0136-46-3111  

09:00~17:00 (야간스키 16:00~21:00)  

곤돌라 리프트 당일권 5,100엔. 스키세트 여 4,700엔. 카드 가능

삿포로에서 자동차로 1시간30분

알파리조트 토마무 ( ）

모든 것이 눈으로 이루어진 아이스 돔 빌리지는 밤이 되면 더욱 환상적인 모습

으로변한다. 5개코티지로이루어진스파하우스나풋케어등피로를풀수있

는 코너도 다양하며 명물 가니다베호다이(게뷔페) 등 다채로운 맛의 세계도 경

험할수있다. 

www.snowtomamu.jp(KEJ)  0167-58-1111  

09:00~16:00 (야간스키 16:00~19:00) 리프트캐빈 당일권 4,800엔,  스키

세트 여 5시간 4,000엔

신치토세공항에서 JR특급으로 최단 58분, 삿포로에서 최단 82분

키로로리조트 ( )

오타루에서 가까운 키로로 리조트는 깔끔하게 정비된 슬로프 외에도 호텔
에는 리조트 풀과 온천 및 각종 레스토랑이 있어 스키 후의 즐길거리가 완벽
하다. 

www.kiroro.jp(EJ)  0135-34-7111  

09:00~19:00 (주말, 공휴일 변동 있음, 야간스키 16:30부터)  

곤돌라 리프트 당일권 4,500엔, 스키 여 4,600엔 삿포로에서 차로 1시간

사호로리조트 ( )

드라마 <눈의 여왕> 촬 지 던 리조트로 편

안한 시간과 여유로운 공간이 모두 만족스러운

곳이다. 숙소는 사호로 리조트 호텔과 클럽메

드 사호로가 있으며 음이온 온천탕이 있어 스

키를 탄 이후의‘애프터 스키’의 명소로도 유

명하다. 중탕은 물론 노천탕도 갖추고 있다. 

www.sahoro.co.jp(KEJ) 

0156-64-7111  09:00~18:00 (야간은 15:00~18:00)  

1일권 4,830엔, 스키 여 1일 4,830엔

아사히카와 공항에서 2시간40분 정도 소요

한국-홋카이도직항편안내

삿포로(신치토세) 공항

1992년 리뉴얼하여 신치토세 공항이 되었다. 공항 지하는 JR신치토세공항

역이고 국제선 출발카운터는 2층, 도착층은 1층이다. 3층은 식당가, 4층은

전망 로운 되고있다.

Tel.0123-23-0111

하코다테공항

국제선 출발 도착은 모두 1층에 있다. 국내선 도착로비와 체크인 카운터도

1층에있고국내선출발로비와 합실, 레스토랑은2층에위치해있다. 

Tel.0138-57-8881

resort  
홋카이도의리조트

information

삿포로

항공사 공항 노선 운항수 출발시간 도착시간

한항공 인천국제공항 인천→삿포로 매일 10:15 12:55

(KE) 삿포로→인천 화,목,일 17:45 20:30

삿포로→인천 월,수,금 9:15 12:15

매일 14:05 17:00

김해국제공항 부산→삿포로 화,목,토 9:15 11:35

삿포로→부산 화,목,토 12:35 15:15

이스타항공 인천국제공항 인천→삿포로 목,일 8:25 11:05

(ZE) 삿포로→인천 목,일 11:55 15:10

하코다테

항공사 공항 노선 운항수 출발시간 도착시간

한항공 인천국제공항 인천→하코다테 화,목,일 9:45 12:15

(KE) 하코다테→인천 화,목,일 13:25 16:15



information

여권

여권의 발급은 서울의 종로구청을 비롯한 각 주요 구, 도, 시청 여권과에

서 하고 있다. 구비서류는 여권용 사진 2매, 주민등록증(남자의 경우 병

역필증 필요), 여권신청양식 1부이며 발급 소요시간은 접수 후 3~5일이

다.

비자

2006년 3월부터 관광비자는 신고 없이 여권만 있으면 3개월 가능하다.

그외취업, 유학등의비자는따로신청해야한다.

항공권예약

항공료는 각 항공사별로 차이가 많으므로 반드시 여행사나 인터넷을 통

해요금을확인해본후본인의목적에맞는항공권을예약한다.

호텔예약

호텔은 특급부터 민박까지 다양하므로 목적에 맞는 숙소를 예약하는 것

이좋다.

홋카이도관련사이트

홋카이도관광추진기구www.visit-hokkaido.jp(KEJ)

북도호쿠3현∙홋카이도서울사무소 www.beautifuljapan.or.kr/(K) 

홋카이도운수국 wwwtb.mlit.go.jp/hokkaido/(J)

홋카이도경제부관광나라만들기추진국www.pref.hokkaido.lg.jp(KEJ)

삿포로관광 www.welcome.city.sapporo.jp/(KEJ)

하코다테관광안내www.hakodate-kankou.com/f/index_k.html(KEJ)

신치토세공항터미널 www.new-chitose-airport.jp/ko/

삿포로시관광안내소

011-232-7712  09:00~18:00 

지하철 오도리역 구내 삿포로시 교통안내 센터 내

삿포로국제플라자국제정보코너

011-213-5062 09:00~17:00, 둘째, 넷째 수요일(7월~9월은 둘째

수요일만), 연말연시 휴무 JR삿포로역 서쪽 출구

오도리공원관광안내소

10:00~17:00(4,5,9,10월) 09:00~18:00(6월~8월) (4/28~10/31 업, 기

간중 무휴) 오도리공원 니시3초메

삿포로시청 내, 뻐꾸기창구

011-211-3341 

8:45~17:15 (토,일, 일본공휴일, 연말연시 휴무)

오타루에키마에관광안내소

0134-29-1333  09:00~18:00(6월~9월은 ~21:00), 1월 1일

오타루역 앞

하코다테시에키마에관광안내소

0138-23-5440  09:00~19:00(11월~3월은 17:00까지), 연말연시 휴무

하코다테역 앞

주일삿포로한국총 사관

011-218-0288, 03-3452-7617

준비물

관광안내소 및 사관

Administrator
더존스티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