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을 뛰어넘는 그 곳

홋카이도
오호츠크
H O KK AI DO O KH OTS K GU I D E

Sights & At tractions

오호츠크로 떠나자!
오호츠크에는 세계유산 시레토코와 아름다운 대자연이 있습니다.
원생의 모습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삼림과 호수와 늪 그리고 큰곰, 고래, 참수리 등의 야생동물과
북반구 남쪽 한계선까지 떠내려 온 신비한 유빙 등, 계절마다 변화하는 모든 풍경이 오호츠크를
방문한 사람을 '상상을 초월한 세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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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경의 대자연 오호츠크의 사계절

감동의 원생풍경과
야생동물

장대한 규모에 다채로운
꽃들로 가득한 화원

오호츠크해를
가득 메우는 유빙

자연이 풍요로운
오호츠크가 자랑하는
천연색

4
3

오호츠크해
기무아넷푸곶

겨울
가을

시레토코 오호
히가시모코토 꽃잔디 공원

여름
봄

시레토코

'세계유산 시레토코'를 눈앞에서 바라본다.

일본에서 세 번째. 세계자연유산 등재.
아이누어로 'Sir -etok(땅의 돌단부)'를 의미하는 '시레토코'. 절벽이 이어지는 반도는 오호츠크해를 향해 돌출되어 있으며, 험한 산, 깊은 숲,
초원, 많은 강과 호수, 유빙 등 다양한 천혜자연에 의해 야생동물 본래의 삶을 영위해 올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알기 쉽게 볼 수 있고, 희소한 동식물의 생식지이며, 이들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체제가 정비되어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05년, 일본에서 세 번째로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사호

세계자연유산이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 채택된 세계유산조약은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다음 4 가지 기준 중에 하나
이상에 적합해야 합니다.

1.자연경관

2 .지형·지질

현저히 아름다운 자연미를 가진

과거의 생명의 역사나, 지구의 역사상 증거가

자연현상과 경관을 가진 지역.

될 만한 중요한 지형,지질 등이 현저히 드러나

3.생태계

있는 지역.

4.생물다양성

현재도 진행중인 생명의 진화나, 생물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서식지나 생물

군집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만한 매우

다양성의 보전상 가장 중요한 생물이 서식 및

특색 있는 생태계를 가진 지역.

생육하는 지역.

시레토코 오호,
고가 목도를 걷자.

시레토코 오호 루트 맵
시레 토 코 오 호 의 산책에 는 지상
산책로 와 고가 목도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걸을 수 있는 편리함과
아 름다 운 조망이 인기인 고 가
목도는 일호 호반까지 이어져 전장
약800ｍ. 큰곰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2~5m의 높이로 건설하였으며 전기

웅대한 경치를
천천히 걸어가며
즐기자!!

두 가지의 길로 즐길 수 있는 시레토코 오호. 볼 만한
명소와 규칙을 사전에 숙지하여 원생림과 야생동물의

활동기에는 등록 인솔자의 가이드 투어에 한정하여 산책할
수 있습니다. 고가 목도만 이용할 경우는 연중 무료이며
수속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울타리 도 정비 해 놓았 기 때 문 에
개 원 중 에 는 언 제 나 안전 하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전망대가
있어 호수에 비치는 시레토코연산과
멀리 펼 쳐지 는 오 호 츠 크해 등의
절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차가

고가
목도
지상
산책로

(왕복 약1.6km, 소요시간: 약 40분)

A 루트

(1주: 약 1.6km, 소요시간: 약 40분)

식생 보호기 B 루트

없고 경사가 완만하여 휠체어로도
통행 가능합니다.

이호

고가 목도 왕복루트

고가
목도

(가이드 없음. 1주: 약 3km, 소요시간: 약 90분)

큰곰 활동기 B 루트

(가이드 투어, 1주: 약 3km, 소요시간: 약 3시간)

전망대

시레토코는 위의 기준 중 특히 3과 4가 해당되어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보호 및 보전에
그 밖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에는 그랜드캐니언(미국), 킬리만자로 국립공원(탄자니아),
갈라파고스제도(에콰도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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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루트의 이용기간, 강습 수강료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여기서

▶ http://www.goko.go.jp E K S T

고가 목도

대한 충분한 보증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호

삼호

숨결을 체감합시다. 지상 산책로의 이용은 기간에 따라
신청 수속과 유료 강습 수강이 필요합니다. 또한 큰곰

지상 산책로 입구

일호
전망대

전망대

고가 목도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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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시레토코

육지와 바다에서 비경을 피부로 느낀다.
오신코신 폭포
MAP P26-D3

절벽에서 물보라 를 일으키며 떨어지는 청량 감이

넘치는 폭포로, 폭포수가 양 갈래로 갈라져 있으므로

'쌍미(雙美)의 폭포'라고도 불리며 '일본 폭포 100
선'에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폭포의 중간 높이까지

이어져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 폭포의 물보라에 젖을
만 큼 가 까 이 다가 갈 수 있어 스릴 만 점입니다.
유 빙의 계절에 는 하 얀 바 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감동적인 장관을 연출합니다.

샤리 버스터미널에서 우토로 온천행 버스로 약 36분

ht tp://w w w.shiretoko.asia/8scenicspots.html

시레토코 팔경을 둘러본다.
시레토코의 수많은 절경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가지의 경승지가 '시레토코 팔경'입니다. 때묻지 않은
원생림, 박력이 넘치는 폭포와 절벽 등, 비경 시레토코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명소만을 엄선하였으므로
천천히 머무르면서 8곳의 명소를 모두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등 계절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２

오론코 바위

MAP P26-D2

우토로항 근처에 있는 높이가 60m에 이르는 거대한
바위입니다. 오래전 그 근방에 살고 있던 선주민족

'오롯코족'에서 지금의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약 170 단의 가 파 른 돌계단 을 올 라가면 평탄한

산정상에 도달하는데, 그곳에서는 수중의 암초가
보일 정 도 로 투 명한 오 호 츠 크해 와 우토 로 의
거리경관, 시레토코연산 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토로 온천 버스터미널에서 우토로항 방면으로 도보 약 5분
ht tp://w w w.shiretoko.asia/8scenicspots.html

３

유히다이

MAP P26-D2

석양이 바 다 에 주 황색
빛줄을 만드는 봄부터
가을, 유빙을 황금색으로
물들이는 겨울, 사시사철
인상적인 경관을 자아냅니다.
우토로 온천
버스터미널에서
도보 약 15분
http://www.shiretoko.asia/8scenicspots.html

６

시레토코 고개

MAP P26-D2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있는
시레토코 횡단도로.
고개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라우스다케와 수해의
조망이 매력적입니다.
통행 가능 기간/
4월 하순~11월 상순
샤리쵸 우토로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http://www.shiretoko.asia/8scenicspo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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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부유니곶

MAP P26-D2

５

후레페 폭포

오호츠크 해안선과 우토로항
그리고 아칸국립공원의
산까지 바 라 볼 수 있 는
절경명소입니다.

약10 0 m의 절벽의 갈라진 틈에서
솟 아오 르는 물 이 고 요하게 떨 어 져
내리는 모습에 기인하여 '오토메(처녀)의
눈물'이라 불립니다. 겨울철에는 스노슈
(유료 대여)를 신고 갈 수 있습니다.

샤리쵸 우토로에서
자동차로 약 5분

샤리쵸 우토로에서 시레토코
자연센터까지 자동차로 약 10분,
시레토코 자연센터에서 산책로를
따라 도보.

http://www.shiretoko.asia/8scenicspots.html

７

시레토코 오호

원생림에 둘러싸인 환상적인
분위기의 다 섯 호수입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조망은 실로
대자연이 자아내는 파노라마입니다.
4월 하순~11월 하순 / 7:30~18:00
우토로 온천에서 정기버스 1일
4편 운행.여름철 등 성수기에는
셔틀버스를 증편 운행
유료

http://www.goko.go.jp E K S T

MAP P26-D2

MAP P26-D2

'시레토코 지침'에 대하여
세계의 보물인 시레토코 반도의 대자연을 적정하게 이용하면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http://www.shiretoko.asia/8scenicspots.html

８

가무이왓카유 폭포

MAP P26-D2

활화산인 이오잔의 중턱에서
솟아오르는 온천수가 강으로 유입되어
마치 강 전체가 흐르는 온천 같습니다.
통행 가능 기간/6월 상순～10월 하순
시레토코 오호~가무이왓카 구간의
도로가 이용 가능※일반 차량의
통행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확인 요망.

우토로 온천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약53분, '가무이왓카유노타키'에서 하차

남기기 위해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역과 계절 등에 따라 규정된 이용상 주의사항과
규칙, 매너를 엄수하는 것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희소한 식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동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야생을 보호하도록 행동하기 위한 지침. 그것이 '시레토코 지침'입니다.
세레토코 데이터 센터

▶ http://dc.shiretoko-whc.com/management/rule.html

E

http://www.shiretoko.asia/8scenicspo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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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레토코

흰꼬리수리

때묻지 않은 자연에서 감동을 만난다.
시레토코
관광선
크루즈

봄 여름 가을
MAP P26-D2

시레토코의 해안은 절벽이 많고 특히 서쪽
해안은 해식 절벽과 해식 동굴, 기암, 폭포가
이어집니다. 육지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는
비경이지만 크루즈에 승선하면 오호츠크해
쪽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배에서만 볼 수
있는 절경, 배에서 안전하게 관찰할 수 있는
큰곰을 비롯한 야생동물 등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을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소형선 크루즈에는 해안에 나오는 큰곰을
멀리서 바라볼 확률이 높은 코스 등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레토코 관광선 오로라
샤리쵸 우토로 히가시

9P, 출항시간을 참조하십시오.
메만베쓰 공항에서 직행 버스로 약120분,
'시레토코 오로라 깃푸우리바'에서 하차

시레토코에서 만날
수 있는 동물들

오호츠크해 ・우토로

에조사슴

큰곰
북방여우

유료
http://www.ms-aurora.com/shiretoko E S

대형선의 안락함이 매력

・시레토코 관광선 오로라／도토 관광개발 주식회사

참수리

소형선이기 때문에 높은 접근성

・자연관찰 보트／본즈홈
・크루저로 시레토코・폭포・절벽 크루즈／시레토코 유람선
・시레토코 크루저 관광선 돌핀／돌핀
・시레토코 크루저 관광선 FOX호 ／시레토코 크루저 관광선 FOX
・고질라바위 관광 소형 관광선／고질라바위 관광

배와 코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여기서

http://www.shiretoko.asia/shiretoko̲shipexperience.html

시레토코 고개

라우스다케

미쓰미네다케

사시루이다케

오치카파케다케

시레토코 오호

가이드 워크

봄 여름 가을 겨울
MAP P26-D2

오신코신 폭포

우 토 로항

부유니곶

4월28일~
10월25일

8:15/10:30/12:30/14:30(4월 28일~10월 25일)
16:30(4월 28일~8월 31일)
16:15(9월 1일~9월 10일)

걸 으면 , 안전 하고 박진 감 넘 치 는 자 연 체 험 을 즐 길 수
있 습 니 다. 시 레 토 코 오 호 와 후 레 페 폭포 등의 인 기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투어 등 다채로운 투어가 준비되어
있어 흥미와 체력, 시간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레토코 오호 가이드 워크(4월 하순~11월 하순)
●후레페 폭포 가이드 워크(4월 상순~12월경)
●야생동물 관찰(연중) 등
http://www.shiretoko.asia/shiretoko̲experience.html

겨울

시레토코 샤리 네푸타 축제 여름

유빙과 매서운 추위를 즐기는 겨울의 일대 이벤트입니다.

우호 도시 아오 모리현 히로 사키시와의 문화교류를 계기로 시작된

시레토코 판타지아

메 인 이 벤 트인 ' 오 로 라 판 타지 ' 는 하 늘 을 선 명 하게

'시레토코 샤리 네푸타 축제'는 시레토코의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물들이는 환상적인 레이저쇼. 1958년, 시레토코에 실제로

매년 7월 네 번째 금・토요일 2일에 걸쳐 크고 작은 20여대의 네푸타

출현 한 오 로 라의 감동 을 다 이 내믹 한 음향 과 레이 저

축제가마가 큰 북의 울림과 함께 시가지를 행진합니다. 그 중에서도

광선에 의하여 재현합니다.

히로사키시에서 온 지상 8미터의 네푸타는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샤리쵸 우토로 온천 특설회장(유빙 자연공원)
2월 상순~3월 중순 20:00〜20:20

샤리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약 50분,
'우토로온센바스타미나루'에서 하차

500엔

http://www.town.shari.hokkaido.jp/shiretoko/
event/fantasia.htm

)

10:00

(

6월 1일~
9월30일

)

출항시간

처녀의 눈물 후레페 폭포

눈물 유(노하나 폭포

바위

●
남자의

●
조

●
군네포르

절벽

운항기간

오론코 바위

유히다이

우토로 등대

이벤트도 놓칠 수 없다!

자 연 유 산 을 피 부로 느 끼 기 에 안 성 맞 춤 인 체 험 메 뉴가
가이드워크입니다. 시레토코에 정통한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
이와오베쓰

●
수직

●
스이쇼곶

폭포

약 1시간
30분

●가무이왓카

3,100엔

약 3시간
45분

●
루샤만

폭포

6,500엔

바위

요금(어른) 소요시간

●
다코

바위

●
가슈니

이오잔
항로

①가무이왓카유 폭포까지 간다.
②가격, 시간 모두 부담이 적다.
③편수가 많다.

●
간논

9

시레토
코곶
항로

바위

바위

명소・특징
①시레토코 반도 첨단까지 간다.
②야생동물과 자연, 양쪽 모두 만끽할 수 있다.
③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이것.

●
메가네

map

●
시시

크루즈

시레토코곶

이오잔

시레토코곶

가무이왓카유 폭포

시레토코다케

시레토코 관광선 오로라

시레토코곶 항로
이오잔 항로

시레토코 팔경

샤리쵸 사무소 앞
출발
매년 7월 네
번째 금・토요일
(2일간),
19:00〜
JR시레토코
샤리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http://www.
shiretoko.asia/
shiretoko̲
ev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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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구의 남쪽 한계선까지 떠내려 온 유빙을 바라본다.
지구의 기적,
유빙
오호츠크해는

러시아의

아 무르 강 의 담 수가 대 량 으 로
유입되어 표층 50ｍ까지 염분이
적은 2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 로 겨울에는 바닷물이
동 결하 여 얼 음덩어리가 되 고 ,
이 얼음덩어리가 남하하여
홋카이도 오호츠크 연안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를 '유빙'이라
부 릅니 다. 홋카이 도 오 호 츠 크
연안은 풍요로운 바다인 동시에
유빙이 떠내려 오는 남쪽 한계선으로,
지구환경을 관측하는데 있어서도
귀중한 바다로 여겨집니다.

유빙 달력(평년치)
유빙 첫날

아바시리시/샤리쵸

겨울

완전방수의 드라이슈트를 착용하고 경험이 풍부한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접안한 유빙 위를 걷거나
유빙이 떠다니는 바다에 떠 볼 수 있는 오호츠크만의 체험투어. 바다에 끝없이 펼쳐진 유빙은
마치 별천지 같습니다. '아이스블루'의 빛을 내며 겹쳐져 있거나 우뚝 솟아 있는 얼음덩어리가
신비로운 자연의 힘과 위대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바다 속에 클리오네가 있을 때도.
※사업자에 따라 '신장 140㎝ 이상' 등 참가조건이 있습니다.
2월~3월(유빙접안 안정기에 한함)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아바시리시

http://www.abakanko.jp/seen/taiken.html E K S T

샤리쵸

http://www.shiretoko.asia/shiretoko̲experience.html

유빙 쇄빙선 가린코호Ⅱ

몬베쓰시

겨울

선박의 항행이
가능하게 된 첫날

시야내의 해면에서 유빙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마지막날

아바시리

1월 20일

2월 1일

3월 24일

4월 16일

몬베쓰

1월 22일

2월 5일

3월 16일

4월 5일

아바시리 유빙관광쇄빙선 오로라

MAP P25-A2

해빙정보 센터

아바시리시

겨울

MAP P26-C3
두께가 1ｍ에 달하는 유빙을 부수면서 호쾌하게 나아가는 '오로라'. 배의 무게로 유빙을 분쇄할

승선한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임장감과 박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다표범과 수리가 모습을

때마다 배 전체가 진동하기 때문에 스릴 만점입니다. 약 1시간의 항해중, 유빙 위에 드러누워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름철에는 낚시와 오호츠크해 크루징을 즐길 수 있으며, 낚시는 낚시도구

있는 바다표범이나 하늘을 나는 참수리, 흰꼬리수리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대여와 낚시강습도 있으므로 초보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아바시리시 미나미3조 히가시4초메

1월 20일~3월 31일※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예약 필요.

1월 20일~3월 31일※운항시간 등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예약 필요.
동절기/어른 3,000엔 하절기/어른 1,500엔
몬베쓰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약 7분,
'오호츠크타와 이리구치'에서 하차

http://www.o-tower.co.jp/garinko
E K S T

여름철에는 낚시도 추천

유빙 최종일

유빙군이 접안한
첫날

뱃머리의 아르키메데스 스크루가 호쾌하게 유빙을 부수면서 발하는 진동과 눈앞에 보이는 유빙은

몬베쓰시 해양공원

유빙이 연안에서 멀어져
어업이 가능하게 된 날

유빙이 시야내의 바다에
처음으로 나타난 날

상세한 내용은 여기

스릴 만점의 유빙 체험!

접안 첫날

어른 3,300엔

JR아바시리역에서 버스로 약 10분, '오로라조센조'에서 하차
http://www.ms-aurora.com/abashiri E S

http://www1.kaiho.mlit.go.jp/KAN1/1center.html

유빙 노롯코호

아바시리시~샤리쵸

E R

겨울

유빙으로 가득 메워진 오호츠크해나
멀리 보이 는 시 레 토 코연 산 을 큰
창문

너머로

바라보면서

아 바시 리 역 ~시 레 토 코 샤 리 역
구간을 천천히 달리는 유빙
노롯코호. 차량내의 의자와
테이 블 은 목제이며 석탄 스 토 브
등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 아 냅니 다. 바 다 쪽 에 전망석이
설치된 차량도 있습니다. 정차역
중의 하나인 '기타하마역'은
오호츠크해에 가장 가까운 역으로
인 기있 는 작은 무인 역입 니 다.
겨울철에만 운행합니다.

동절기 ※운행시기 등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jrhokkaido.co.jp
E K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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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츠크의 아름다움은 그 스케일부터 다르다.

가미유베쓰 튤립공원

유베쓰쵸

봄

MAP P25-B2
총면적 7만㎡의 꽃밭을 120만 포기에 이르는 튤립이 가득
메웁니다. 네덜란드 풍차 모양의 전망대가 인기입니다.
유베쓰쵸 가미유베쓰 돈덴시가이치
5월 상순～6월 상순

8:00～18:00(입장은 17:30까지)

봄

다키노우에
공원

다키노우에쵸
MAP P25-A2

5월 중순～6월 상순에 걸쳐서 다키노우에 공원

어른 500엔(개화 상황에 따라 할인요금 적용)

JR엔가루역에서 버스로 약 15분, '츄릿푸코엔' 에서 하차
http://www.town.yubetsu.lg.jp/tulippark E K S T

다이요노오카 엔가루 공원 '니지노히로바'엔가루쵸

일면에 피는 꽃잔디는 박스 한 상자의 모종부터

일본 최대급인 약 10 ha, 1천만 포기의 규모를 자랑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역 주민의 노력으로

코스모스원. 봄에는 꽃잔디와 튤립,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해마다 증가하여 지금은 일본 최대규모인 10만

백일홍 등이 흐드러지게 핍니다.

㎡의 대군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작고 가련한
꽃들이 선분홍빛 자태를 뽐내며 달콤한 향기는
마을을 감쌉니다.
다키노우에쵸 모토마치

5월 중순～6월 상순

7：00～18：00 (꽃잔디 축제기간 한정)
어른 500엔(꽃잔디 축제기간 한정)

동화마을 다키노우에 꽃잔디 축제 : 5월 중순～6월 상순
미치노에키(휴게소) 가오리노사토
다키노우에에서 자동차로 약 5분
http://takinoue.com/?shiba E

봄 여름 가을
MAP P25-B2

엔가루쵸 마루다이

8월 하순～10월 상순(코스모스)

4월 29일～10월 31일/9:00～17:00
어른 300엔(코스모스 개화시기 한정)
JR엔가루역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http://cosmos-love.com E K T

왓카 원생화원

기타미시

봄 여름 가을
MAP P25-B2

오호츠크해와 사로마호를 가르는 해변초원입니다. 숲, 초원,
습지, 모래땅이 혼재되어 있으며 300종 이상의 화초를 볼 수
있습니다.

히가시모코토
꽃잔디 공원

봄

기타미시 도코로쵸 아자 사카에우라 (사로마 호반)
4월 하순～9월 하순

JR아바시리역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오조라쵸

MAP P26-C3

http://tokorollc.sakura.ne.jp/wakka/index.htm

봄이 되면 공원의 언덕 사면은 꽃잔디의 분홍빛
그러데이션으로 아름답게 물듭니다. 만개하면
10만㎡에 이르는 광대한 사면이 벨벳 융단을 깐
것처럼 아름답게 채색됩니다.

플라워파크 가무
피는 베르가못이 인기입니다.
니시오콧페촌 아자 가미오콧페

8:00〜17:00

5월 상순～9월 하순
5월～9월/10:00～18:00(9월은 17:00까지)
고등학생 이상 100엔 (일부 유료지구 있음)
미치노에키(휴게소) 니시오콧페 가무 병설

어른 500엔(개화시기 한정)

JR아바시리역에서 버스로 약 50분, '오조라쵸
히가시모코토'에서 하차, 자동차로 약 6분.
http://www.shibazakura.net E K T

물파초

아바시리시, 유베쓰쵸 , 오조라쵸 등

온네유온센 철쭉공원

기타미시
MAP P25-B3

고시미즈 원생화원

아바시리 호반은 일본 최대급의 물파초 군락지로 알려져 있으며,

7만 그루, 28만 포기에 이르는 산진달래의 군락으로 전국

메만베쓰쪽의 군락지대는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입니다.사로마

굴지 의 규모를 자 랑 합니 다. 개 화기 간 중 에 는 산 일면 을

호반의 유베쓰 쵸 군락지에는 목도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자홍색으로 뒤덮으며 선명하게 피어납니다.

바다와 호수를 가르는 약 8km의 모래 언덕에
날개하늘나리 등 약 70종류의 꽃이 번갈아가며
제철에 피어나는 천연 꽃밭입니다.

기타미시 루베시베쵸 하나오카
5월 상순～5월 중순(산진달래)

고시미즈쵸 아자 하마코시미즈
5월 하순～9월 상순

4월 중순～5월 상순

상세한 내용은 각 홈페이지로 확인해 주십시오.

요쇼쿠엔 정원

다키노우에쵸

반세기 이상의 시간을 들여 홀로 묵묵히 나무와 꽃들을 심고, 연못을
파고, 길을 만들어 조성한 약 8만㎡의 화원. 약8 0 0종의 꽃들이
번갈아가며 제철에 피어나 방문객에게 그때마다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특별한 화원입니다.
다키노우에쵸 아케보노마치
4월 하순～9월 하순
4월 29일～9월 마지막 일요일/10:00～17:00(입장은 15:30까지)
500엔
미치노에키(휴게소) 가오리노사토 다키노우에에서 자동차로 약 5분
http://takinoue.com/?yoshok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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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루베시베역에서 버스로 약 20분,
'온네유온센' 에서 하차,도보 약 10분

MAP P25-A2

플라워가든 '하나 덴토'
덴토산 산정상의 스키장 사면이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시민그룹이
자 원 봉 사로 관 리 하 는 광 대 한 꽃 밭으 로 변 모합 니 다.꽃 밭의
다채로운 풍경은 방문객을 매료시킵니다. '관광시설순환버스
(아바시리 버스)'를 이용하여 아바시리시내에서 플라워가든 '하나
덴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바시리시 요비토
8월 중순〜10월 중순

무료

JR아바시리역에서 버스로 약 15분 '홋포민조쿠하쿠부쓰칸'
에서 하차한 후, 도보로 약 10분(6월 15일〜10월 15일에만 운행)

http://abashiri.jp/tabinavi/19hanatento E K S T

MAP P26-C3

꽃과 단풍의
감상시기

아바시리시

여름 가을
MAP P26-C3

유리노사토 고시미즈 릴리파크
약 13ha의 광대한 구릉지에 85품종 약 700만송이의
백합이 핍니다. 산책로는 유료 카트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고시미즈쵸 아자 고시미즈 11구

7월 중순〜9월 상순
9:00〜17:00
(백합 개화시기 ※왼쪽 기간 이외는 〜16:00)
어른 500엔(백합 개화시기 이외는 350엔)
JR아바시리역에서 자동차로 약 45분

http://www.lilypark.info

오호츠크는 봄부터 가을에 걸쳐 아름답고 다채로운 꽃들이
끊임없이 피어나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플라워랜드입니다.
오호츠크 블루의 하늘을 배경으로 광대한 화원을 산책하는
시간은 오호츠크만의 특별한 체험.

봄

여름

가을

백합 7월 상순〜9월 중순

꽃잔디 5월 상순〜6월 상순

낙엽송 단풍 10월 하순～11월 상순

튤립 5월 상순〜6월 상순

http://www.town.koshimizu.hokkaido.jp/
hotnews/detail/00000164.html

http://www.kitamikanko.jp/kanko/shizen/shizen08.html E K S T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http://www.vill.nishiokoppe.hokkaido.jp/section/sangyou/kamu E

JR겐세이카엔역에서 하차
(5월～10월 임시 정차)

5월～10월/9:00～18:00

아바시리시 http://www.abakanko.jp/seen/hana.html E K S T
http://www.town.yubetsu.lg.jp/60kanko/
유베쓰쵸
02keikan/ﬂower.html E K S T
오조라쵸 http://www.town.ozora.hokkaido.jp/dd.aspx?menuid=1342

고시미즈쵸

MAP P25-A2

여종의 꽃이 끊임없이 피어납니다. 7월 하순～8월 상순에

5월 상순～6월 상순

봄

봄 여름 가을

미치노에키(휴게소)에 병설되어 있으며 5월～9월에 40 0

오조라쵸 히가시모코토 수에히로

봄

니시오콧페촌

각종 허브 6월 하순〜9월 하순

여름

물파초 4월 중순〜5월 상순

고시미즈쵸
MAP P26-C3

감자꽃 6월 하순〜7월 하순

날개하늘나리 6월 하순〜7월 중순

산진달래 5월 상순〜5월 중순 큰앵초 6월 중순〜7월 상순

해바라기 7월 하순〜10월 중순

에조키스게(백합과 원추리속의 다년초) 6월 중순〜7월 하순

5월

6월

단풍 9월 하순〜10월 중순

코스모스 8월 중순〜9월 하순

산벚나무 5월 상순〜5월 중순

4월

퉁퉁마디 9월 중순〜10월 상순

7월

8월

백겨자 9월 중순〜10월 상순

9월

10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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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만의 특색있는 풍경을 만끽한다.

오호츠크 돗카리센터

몬베쓰시

빙해전망탑 오호츠크 타워 몬베쓰시

MAP P25-A2
상처 입은 바다표범을 보호 및 치료하고 자연으로 복귀시키는
훈련을 하는 시설. 먹이를 주는 시간에는 가까이에서 관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MAP P25-A2
겨울에는 최상층에서 유빙의 바다를, 해중 관측창 너머로는
유빙 아래쪽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리오네 등을 전시합니다.

몬베쓰시 해양공원

10:00〜17:00(입관은 16:30까지)

9:00〜17:00
C 무휴
어른 200엔(먹이 등의 협력비)
몬베쓰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약 7분, '오호츠크타와
이리구치'에서 하차
http://mombetsu.jp/sisetu/other/goma

숲의 미술관 '고무'

히노데미사키 전망대 '라 루나'

오무쵸

MAP P25-A1

사방이 유리 창문으로 둘러싸인 전망대는 일출 구경에 안성맞춤입니다.
밤에는 조명이 들어와 환상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무쵸 아자 사와키

여름이 끝나갈 무렵, 광대한 대지에 구르는 거대한 오브제,목초롤. 낙농업이 융성한
오호츠크를 상징하는 풍경입니다. 한적하고 아름다운 농촌풍경도 오호츠크의 매력입니다.

다키노우에 계곡 '긴센쿄'

다키노우에쵸

MAP P25-A2
오 호 츠 크 굴지 의 단 풍 명 소 . 봄 은 벚꽃, 겨울 은 얼어붙 은
폭포가 아름답고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다키노우에쵸 아사히마치・모토마치・신마치
연중

연중
※야간조명은 21:00까지
(12〜3월은 20:00까지)

미치노에키
(휴게소)
가오리노사토
다키노우에서
도보로 바로

미치노에키(휴게소)
오무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http://www.oumukankou.com/tenbou.html

사로마호 전망대

오콧페쵸

사로마쵸

MAP P25-B2
사로마호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곳. 오호츠크해, 시레토코
연산의 장대한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오리노사토 허브가든

MAP P25-A2
4만㎡의 원내에 약 300종의 허브가 있어 세계의 허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각종 체험 메뉴도 있습니다.

다키노우에쵸 모토마치
5월〜8월/9:30〜16:30
9월〜10월/9:30〜16:00
C 개원 기간중 무휴
미치노에키(휴게소)
가오리노사토
다키노우에서 도보 약 15분

http://town.takinoue.hokkaido.jp/03river/02kinsenkyou

http://takinoue.com/?herbg E

기무아넷푸곶

지미켓푸호

사로마쵸

MAP P25-B2
사로마호에 지는 석양이 아름다운 절경 포인트입니다. 원생식물의
보고이며, 가을에는 퉁퉁마디 군락이 대지를 물들입니다.

다키노우에쵸

http://giza-ryuhyo.com/gizapanf/gizapanftop.html E K S T

엔가루쵸 매장문화재센터

패밀리 아이랜드YOU

도코로 유적관

나무 장난감 월드관 차차월드 엔가루쵸

피어슨 기념관

엔가루쵸 이쿠타하라

기타미시 사이와이쵸 7초메
9:30〜16:30
C 월요일, 경축일의 다음날
(월・금・토요일이 경축일인
경우는 다음날도 개관),
12월 30일〜1월 6일
무료
JR기타미역에서 도보 약 15분

기타미시

MAP P26-B2
발견된 수혈 주거유적의 수는 일본 최다로 여겨지며 유적의
출토유물을 전시하는 '유적관' 등이 있습니다.

엔가루쵸 시라타키
엔가루쵸 시라타키 종합출장소내
9:00〜17:00(입관은 16:30까지)
C 5월〜10월/휴관일 없음,
11월〜4월/토・일요일, 경축일
12월 31일〜1월 5일
어른 300엔
JR시라타키역에서 도보 약 15분

MAP P25-B3
세계 약 40개국의 나무 장난감을 모아 놓은 뮤지엄. 그림자미술관에
설치된 세계최대급의 그림자그림은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4월〜10월/9:30〜18:00
11월〜3월/10:00〜17:00
C 4월〜10월/무휴,
11월〜3월/월요일(경축일은 제외),
12월 28일〜1월 1일
어른 600엔
JR이쿠타하라역에서 도보 약 9분

http://www.
kitamikanko.jp/kanko/see/see25.html E K S T

http://city.hokkai.or.jp/~chacha

기타미 박하기념관·박하증류관 기타미시

온네유온센 야마노 수족관

기타미시 미나미나카마치 1초메

기타미시 루베시베쵸 마쓰야마
하절기(4월 세 번째 일요일〜10월)/9: 00〜17:00
동절기(11월〜4월 세 번째 일요일 전날)/9:30〜16:00
C 하절기/무휴
동절기/월요일, 첫 번째・세 번째 화요일
연말 연시
어른 670엔
미치노에키(휴게소) 온네유온센 병설

MAP P25-B3
오 래 전 기 타미 의 박 하가 세 계 시 장의 7 0 % 를 차지 한 역 사 를
전시하는 자료전시 이외에 박하증류를 견학할 수 있습니다.

http://www.town.saroma.hokkaido.jp/kakuka/keizaika/
tenboudai.html E K S T

http://www.town.
saroma.hokkaido.jp/kakuka/keizaika/kimuaneppu.html E K S T

http://www.town.
tsubetsu.hokkaido.jp/06kanko/20annnai/2007-1029-0920-2.html E

http://kitamikanko.jp/kanko/see/see01.html E K S T

http://onneyu-aq.com

메르헨노오카

아사히가오카 공원

가미노코 연못

오호츠크 유빙관

박물관 아바시리감옥

미치노에키(휴게소)
사로마호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오조라쵸

JR기타미역에서
자동차로 약 35분

오조라쵸

MAP P26-C3
완만한 구릉지로 이어지는 밭이 계절마다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는 절경 포인트입니다.

MAP P26-C3
아바시리호와 시레토코연산 등 360도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절경을 조망할 수 있다. 전망대 주변의 해바라기밭도 아름답습니다.

오조라쵸
메만베쓰 쇼와

오조라쵸 메만베쓰
아사히
연중/
7월 하순〜10월 하순

연중

미치노에키(휴게소)
메르헨노오카
메만베쓰에서
도보 약 4분

미치노에키(휴게소)
메르헨노오카
메만베쓰에서
자동차로 약 5분

기요사토쵸

5월～10월/9:00～17:00
11월～4월/9:30～16:30
C 월요일, 경축일의 다음날
(월・금・토요일이 경축일인
경우는 다음날도 개관),
12월 30일〜1월 6일
JR기타미역에서 도보 약 10분
무료

아바시리시

기타미시

오케 크라프트센터 삼림공예관

오케토쵸

MAP P25-B4
'오케 크라프트'의 이름을 가진 지역 브랜드와 약 20개 공방의
목공작품을 전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케토쵸 아자 오케토

10:00〜18:00
(1월 3일은 9:00〜12:00)
C 12월 29일〜1월 2일
무료
JR기타미역에서 버스로 약 60분,
'오케토쵸 야쿠바마에'에서 하차

http://www.town.oketo.hokkaido.jp/kougeihp

아바시리시

MAP P26-C4
호수 바 닥 에 서 물 이 솟 아오 르 며 , 에 메 랄드블 루빛 의 호면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호수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렌터카 등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MAP P26-C3
영하 18 ℃ 의 유빙 전시실 과 대 화면 고 화질영상실 등, 유빙 과
클리오네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MAP P26-C3
역사 깊은 아바시리 형무소의 구 건축물을 보존, 공개. 형무소의
식사를 재현한 감옥식을 레스토랑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요사토쵸 아자 기요이즈미
4월 하순〜11월 하순
(동절기 도로 적설로
인해 이용 불가)

아바시리시 덴토산

아바시리시 아자 요비토

4월〜10월/8:00〜18:00
11월〜3월/9:00〜16:30
12월 29일〜1월 5일/
10:00〜15:00
C 무휴
어른 520엔
JＲ아바시리역에서 버스로 약 12분,
'오호츠크 류효칸' 에서 하차

JR기요사토쵸역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기타미시

MAP P25-B3
윌리엄 메릴 보리스씨의 설계로 건설된, 미국인 선교사 피어슨
내외의 저택이었던 서양관입니다.

http://kitamikanko.jp/kanko/see/see15.html E K S T

MAP P25-B3
세계 최초의 강이 결빙하는 수조, 일본 최초의 용소 수조,일본에서
가장 거대한 담수어 '이토' 등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사로마쵸 아자 호로이와

연중

유베쓰쵸

http://engaru.jp/geo/visitorcenter.html

연중

쓰베쓰쵸
누마사와

엔가루쵸

MAP P25-A3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인 흑요석의 석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석기 만들기 등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로마쵸 아자 나니와
4월 하순〜11월 상순
(동절기 도로 적설로
인해 이용 불가)

연중/9월
중숭〜10월
상순
미치노에키(휴게소)
사로마호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몬베쓰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약 7분,
'오호츠크타와 이리구치'에서 하차

http://www.o-tower.co.jp/ryoukinnannnai2011.html E K T

http://www.vill.nishiokoppe.hokkaido.jp/Oﬃce/komu/komu.htm

니시오콧페촌 아자 니시오콧페
4월〜10월/10:00〜17:00
11월〜3월/10:00〜16:30
C 화요일(화요일이 경축일인
경우는 다음날 휴관)
어른 500엔
미치노에키(휴게소) 니시오콧페
가무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JR아바시리역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쓰베쓰쵸

어른 750엔

MAP P25-B2
미치노에키 (휴게소) 유베 쓰에 인접한 유원지 . 사로마호 의
절경을 바라볼 수 있는 해발 100ｍ의 관람차와 연장 800ｍ의
고카트 등 18종류의 놀이기구가 있다.
유베쓰쵸 시부시
4월 29일〜10월 두 번째 월요일/
9:30〜17:00
(9월 21일부터 16:00까지)
C 월요일(월요일이
경축일인 경우는 다음날 휴원)
미치노에키(휴게소)
아이랜드 유베쓰 병설
http://www.town.yubetsu.lg.jp/60kanko E K S T

기타미시 도코로쵸
아자 사카에우라

MAP P25-B4
원생림에 둘러싸인 신비로운 호수로 주변에 들새가 다수 서식하며
산책로, 캠프장 등도 있습니다.

9:00〜17:00

어른 800엔
몬베쓰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약 7분, '오호츠크
타워 이리구치' 에서 하차

니시오콧페촌

몬베쓰시

MAP P25-A2
얼음속에 갇힌 물고기와 유빙을 전시한 영하 20℃의 혹한체험실
그리고 박력 넘치는 영상을 즐길 수 있는 과학관입니다.
몬베쓰시 모토몬베쓰
C 월요일(경축일을 제외), 경축일의 다음날
(토요일이 경축일인 경우는 다음날도 개관),
12월 29일〜1월 3일

C 12월 네 번째 월요일〜연말,
1월 2일~3일

MAP P25-A2
대형 놀이기구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나무 놀이동산'을 비롯해
나무와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다와 목초지의 한적한 풍경

몬베쓰시 해양공원 해양교류관 내

홋카이도립 오호츠크 유빙과학센터 'GIZA'

4월〜10월/8:00〜18:00
11월〜3월/9:00〜17:00

기요사토쵸 소주양조사업소

기요사토쵸

MAP P26-C3
기요사토산의 감자를 원료로 하고 샤리다케에서 채취한 상질의
천연수를 사용하여 일본 최초로 감자 소주를 양조하고 있는 소주
양조장(소주 양조는 9월～11월 상순). 공장견학 및 시음 가능.
기요사토쵸 하고로모마치
8:15〜17:00
C 4월〜12월/휴관일 없음
1월〜3월/토・일요일, 경축일
12일 31일〜1월 5일

C 무휴

어른 1,050엔

JR아바시리역에서 자동차로 약 7분

무료

http://www.town.ozora.hokkaido.jp/dd.aspx?menuid=1338

http://www.town.ozora.hokkaido.jp/dd.aspx?menuid=1340

http://www.town.kiyosato.hokkaido.jp/homepage.nsf/0/
cb7bcbfa0f40be7749256dfd002d8e37

http://www.ryuhyokan.com

http://www.kangoku.jp
E K S T

비호로고개

쓰베쓰고개 전망시설

아뉴 조이파크

마루셋푸 삼림공원 이코이노모리 엔가루쵸

노던아크 리조트 스키장

MAP P25-A3
원내에서는 요일 한정으로 삼림열차가 운행하며, 살아 있는 곤충을 1년
내내 관찰할 수 있는 곤충생태관 등도 인접. 오토캠프장도 인기입니다.
엔가루쵸 마루셋푸 가미무리이

MAP P25-B3
겨 울 에 는 스 키 , 여 름 에 는 골프 를 즐 길 수 있 으 며 , 온 천
완비호텔도 있는 연중 이용 가능한 리조트입니다.

MAP P26-C3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숙박연수시설, 공원, 놀이기구 등이
다채롭게 정비되어 있는 삼림 레크리에이션 시설입니다.

기타미시 단노쵸 2구
스키장/12월 중순~3월 하순
골프장/4월 중순~11월 하순
C 영업 기간중 무휴

비호로쵸 아자
미도리
연중
JR비호로역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비호로쵸

MAP P26-C4
해발 525ｍ에 위치하고 있어 일본 최대의 칼데라호인 굿샤로호를
내려다 볼 수 있으며, 그 너머로 연기를 뿜어내는 이오잔과
시레토코 연봉이 파노라마와 같은 절경을 연출합니다.
비호로쵸 아자
후루우메
연중

JR비호로역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http://www.town.bihoro.hokkaido.jp/docs/20110113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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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베쓰쵸

MAP P26-C4
봄부터 가을에 걸쳐 이른 아침에 운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해돋이 광경은 절경입니다.
쓰베쓰쵸 가미사토 쓰베쓰고개
6월 1일〜10월 하순/
9:00〜19:00
(동절기 도로 적설로
인해 이용 불가)

JR기타미역에서
자동차로 약 100분

http://www.town.tsubetsu.hokkaido.jp/60camera

오콧페쵸

MAP P25-A1
조이파크 안에 디젤카를 개조한 간의 휴게소＆무료숙박시설
'루고사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미치노에키(휴게소) 오콧베에
병설.
오콧페쵸 사이와이쵸
5월〜10월

C 개방 기간중 무휴

숙박 무료(루고사 익스프레스)
미치노에키(휴게소)
오콧페 병설

http://www.town.okoppe.lg.jp/kanko/knk̲tcy̲1index.html

4월 하순~10월 세번째 일요일/
9:00~17:00 ※SL 운행은 개원
기간중의 토·일·경축일 및
여름방학 기간의 10:00~16:30

C 개원 기간중 무휴

무료
JR마루셋푸역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http://www.engaru-kankou.jp/ikoi.htm

JR기요사토쵸역에서 도보 약 10분

http://www.kiyosato-shochu.com

기타미시

JR단노역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http://www.northernarcresort.co.jp/index.html K S

비호로 미도리노무라

비호로쵸

http://www.
bihoromidorinomur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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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츠크만의 특별한 '체험'이 있다.

풍요로운 온천수와 조망을 즐긴다.
당 일 치 기 입 욕 과 숙 박 이 가 능 한 주요 온 천
１

4월 하순〜11월 하순

아바시리시

아바시리 앞바다 약 17km 부근을 소형선으로 유람하며 고래,돌고래, 바다새 등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 고래잡이 40년
이상의 경험을 자랑하는 베테랑 선장이 안내해 주므로 동물을 발견할 확률이 높고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출항시간 8:30, 14:00 (4월)/8:30, 15:00 (5월～10월)/8:30 (11월)

집합장소 미치노에키(휴게소) '류효가이도 아바시리'

낚시

소요시간 약 150분

http://www.abakanko.jp/tour/nature_cruise.html E K S T

오호츠크 전역

사이클링

어른 8,000엔, 어린이 4,000엔

기타미시, 고시미즈쵸 등

MAP P26-C3

등산

샤리쵸 , 기요사토쵸 등, 오호츠크 전역

왓 카 원 생 화 원 과 고 시미 즈 원 생 화 원 등 에 서 는 자 전거 를

오 호 츠 크에 는 등 산 을 즐 길 수 있 는 산이 있 어 초 보 자 에 서

송어 바다낚시, 다키노우에쵸 의 쇼코쓰강에서는 고기를 잡았다

대여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링으로 상쾌하게 바람을 가르면서

상급자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샤리다케는 '일본100

다시 놓 아 주 는 캐 치 앤 드 릴 리 스 를, 얼 어 붙 은 겨 울의

드넓은 꽃밭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기타미시 http://tokorollc.sakura.ne.jp/wakka/ryoukinwakka.htm
고시미즈쵸 http://www.town.koshimizu.hokkaido.jp/
hotnews/detail/00000181.html

대 명산'으로 선정되어 많은 등산객으로 붐비는 명산입니다.
6월 하순〜10월 상순
※샤리다케 등산구로 이어진 임도 게이트에서 세이가쿠소
산장 사이의 도로는 동절기 폐쇄.

아바시리호에서는 빙어낚시 등, 각지에서 다양한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의 가린코호(11P 참조)에서는 가족이 함께
부담없이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JR기요사토쵸역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３

아바시리호반 온천가 아바시리시

●호텔 오에혼케 http://www.oehonke.com E T
●온네유 호텔
http://www.onneyu-hotel.jp
●호텔 쓰쓰지소 http://www.onneyuonsen.jp/hotels/tsutsuji

●호텔 아바시리코소 http://www.abashirikoso.com E K
●호쿠텐노오카
아바시리코 쓰루가리조트 http://www.hokutennooka.com E T

바다와 가까워 철분과 염분이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약간 탁한

오호츠크오무이 온천

갈색의 온천수질이 특징입니다. '유히다이노유'는 오호츠크해에 지는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노천탕이 인기인 당일치기 온천시설입니다.

●아바시리 간코호텔 http://www.abashirikankohotel.co.jp E
●온천여관 모토요시 http://www5f.biglobe.ne.jp/~motoyoshi

５

오무쵸

곶 위에 지어진 호텔의 노천탕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바다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다.
●오호츠크 온천 호텔 히노데미사키 http://hinodemisaki.jp

가미유베쓰 온천

선택할 수 있으며, 오호츠크해를 바라볼 수 있는 노천탕도 많습니다.

몬베쓰 온천

６

몬베쓰시

●몬베쓰 프린스호텔 http://www.mombetsu-prince.com
E K T

●야마비코 http://engaru.jp/kankou̲info/maruseppu/
maruseppu-onsen/yamabiko.html
●마우레산소 http://www.maure-sanso.com

왓카 온천

９

기타미시

●튤립노유 http://www.town.yubetsu.lg.jp/50shisetsu/
6nou-kankou/spa-kamiyu.html E K S T

●사로마코 쓰루가리조트 http://www.s-tsuruga.com E T

●노스킹 http://www.northkin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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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키노유 온천

11

기타미시

가쓰야마 온천

12

오케토쵸

동계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스톤'이라 불리는 돌을 빙판 레인에

오호츠크에는 숲과 언덕 등을 활용한 변화무쌍한 코스가 많이

미끄러뜨려 표적 안에 넣어 득점을 겨루는 스포츠. 체험도 가능.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케토 파크골프장에는 17코스,153홀이

최적의 장소입니다. 초 보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승마

※2013년 가을에 연중 이용이 가능한 홀이 완성 예정.

있어 일본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체험도 있어 나이와 경험을 막론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기타미시 도코로쵸 아자 도사
11월 1일～3월 31일/(평일)13:00～22:00
(토요일)10:00～22:00 (일 ・경축일)10:00～17:00
2013년 가을부터 연중 이용 가능
C 월요일, 12월 31일～1월 3일
1,800엔(어른 1시트, 1시간)
http://kitamikanko.jp/kanko/sports/sports15.html E K S T

아바시리시 http://www.abakanko.jp/seen/taiken.html E K S T

쓰베쓰쵸 http://homepage2.nifty.com/ShibaYohcan
엔가루쵸 http://www.do-trek.com/do.html

메만베쓰 호반의 호텔 등에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당일치기 온천도 가능.

●여관 시오베쓰 쓰루쓰루 온천 http://www.tsuru2.net
●다키노유센터 http://www.takinoyu-onsen.com

●유유 http://www.oketo-yuuyu.com/onsen/

●유모토 호텔 산스이 http://hotel-sansui.com
●쵸영 히마와리 온천
http://www.town.ozora.hokkaido.jp/
(메만베쓰 농업구조개선센터) dd.aspx?menuid=1498
●호텔 고난소 http://www.town.ozora.hokkaido.jp/
dd.aspx?menuid=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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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미즈 온천

고시미즈쵸

몬베쓰

비호로 온천

５

비호로쵸

다키노우에

C 기간중 무휴

엔가루

８

엔가루역

６

사로마

９

10

１

●긴노유(노던아크 리조트 호텔 내)
http://northernarcresort.co.jp/spa.html

11

기타미역

루베시베역

오케토

●논타노유
http://www14.ocn.ne.jp/~kousya/
nonta.html

쓰베쓰카미사토 온천

쓰베쓰쵸

군넷푸

노토로호 아바시리
아바시리역
아바시리호

기타미

기타미시

●미도리노유 http://www.papasland-satturu.com/hot̲spring

사로마호

17

두 가지의 각기 다른 온천수를 즐길 수 있는
당일치기 온천시설이 있고, 호텔 내에도
욕탕이 있으며 양쪽 모두 노천탕이있다.

●파파스랜드 온천
http://www.papasland-satturu.com/about̲michinoeki

숲 속에 고즈넉이 자리잡은 별장풍의 호텔로, 고요한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보낼 수 있는 온천.
●램프노야도 모리쓰베쓰 http://mtbt.biz

17

단노 온천

17

７

기요사토쵸

●호텔 료쿠세이소 http://www.ryokuseisou.com

●도게노유 비호로 ht tp://w w w.tougenoyu.com/
●비호로 고라쿠엔 ht tp://w w w.kr- g.com/

16

기요사토 온천

미치노에키(휴게소)에 병설된 시설을 비롯하여 마을 내에
3곳의 공영시설 등에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2곳의 입욕시설이 있으며 모두 노천탕을 즐길 수 있다.

유베쓰

4월 하순〜11월 상순/8:00〜17:00

15

●후레아이 센터 http://www.fureai-center.com
●민박 겐세이테이

４

오호츠크몬베쓰
공항

오케토쵸 아자 다쿠쇼쿠

1일 300엔
http://www.town.oketo.hokkaido.jp/okemain/sinn/
oketo/01sight/oketo%20park%20syousai.htm

오조라쵸

원천방류식 당일치기 온천. 조망이 아름다운 노천탕도 있다.

오케토쵸 등 오호츠크 전역

웅장한 경관이 매력인 오호츠크는 호스 트레킹을 즐기는데

메만베쓰 온천

미끈미끈한 온천수질이 특징. 겨울철 이외에는 족탕도 이용할 수 있다.

니시오콧페

말과 일체가 되어 여행하는 호스 트레킹. 바다, 산, 호수, 강의

엔가루쵸

공영 호텔의 온천. 뜨거운 광석 위에 누워서 암반욕을 즐길 수 있다.

오콧페

파크골프

이쿠타하라 온천

사로마호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노천탕이 있다.

14

컬링

엔가루쵸

‘이코이노모리'에 인접한 당일치기 온천시설과 노천탕이 완비된 호텔이 있다.

미치노에키(휴게소) 내부에 위치하며 다양한 온천탕을 즐길 수 있다.

오무

아바시리시, 쓰베쓰쵸 , 엔가루쵸 등

마루셋푸 온천

미끈미끈한 온천수질이 특징. 노천탕도 완비.

８

유베쓰쵸

●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http://www.shiretoko.asia/shiretokomap

당일치기로 즐길 수 있는 공영 숙박시설과 개성적인
원천을 가진 민박집이 있다.

승마

샤리쵸

시레토코 최대의 온천지로 호텔에서 민박집까지 다양한 숙박시설을

http://www.kiyosatokankou.com/sharidake.html

기타미시
MAP P26-B2

우토로 온천

아바시리호를 일망할 수 있는 온천지. 겨울에는 얼어붙은 호면도 아름답다.
http://www.abakanko.jp/stay/onsen.html E K S T

７

찌를 무는 순간 크게 요동치는 느낌이 인기인 오콧페쵸 의 연어 ・

２

기타미시

1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온천. 미끈미끈한 미백의 온천수.
http://www.onneyuonsen.jp/index.html E K S T

４

고래 관찰

온네유 온천

비호로역

비호로

도후쓰호

２

12
14

３

메만베쓰
공항

13

오조라
고시미즈

시레토코 샤리역

샤리

15

기요사토

쓰베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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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알

오호츠크의 신선하고 맛있는 해산물을 만끽한다.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서 ‘바다의
보석’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연어알.
오호츠크해에서 영양분을 가득
섭취하고 자란 연어의 신선한 알을
간장 양념에 담궈 만든 연어알은

털게

독보적인 맛을 자 랑 합니 다.
산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호화로운

오호츠크의 대표적인 미각으로 절대적인

연어알덮밥으로, 독특한 식감과

인기를 자랑하는 게. 그 중에서도 털게는

입 안 가득 퍼지는 맛을 만끽해

단맛이 강한 게살과 농후한 맛의 내장으로

주십시오.

인기입니다. 그 맛의 비결은 유빙에 의해
흘러 온 플랑크톤에 있다고 합니다. 유빙이
사라져 바다가 그대로 드러난 봄에는 털게의
살이 탱탱해지고 단맛이 강해져 회로 먹어도

가리비

삶아서 먹어도 그 맛이 일품입니다. 탱탱한
식감을 자랑하는 큼직한 게살을 가진 왕게,
게살이 마치 명주실처럼 가늘어 섬세한 맛을

오호츠크는 일본 제일의

자랑하 는 대게 , 양쪽 모두 여러분을

가리비 산지이며 그 중에서도

만족시켜 줄 맛입니다.

기타미시 도코로는 가리비의
마 을로 유 명 합 니 다. 특 유의
자연환경에서 자라 조개살이

굴

크고 두꺼운 가리비는 생으로
먹거나 버터에 구워 먹어도
농후한 단맛과 깊은 맛 그리고

오호츠크의 굴은 바닷물이 섞여있어 영양분이

쫄깃한 식감을 만끽할 수

풍 부한 기 수호에 서 자 라 감 칠맛 성 분인

있습니다.

글리 코겐이 축 적 되 어 맛이 진 하고 살이
단단합니다. 영양가가 높아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을 생으로 먹거나 또는 굽거나 쪄서
즐겨 주십시오.

유제품
오호츠크는 유수의 낙농지대로
신 선 한 우 유가 풍 부하기
때문에 치즈, 아이스 크림 등
다양한 유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프트
아 이 스 크림 은 소 재 의 맛 을
그 대 로 살 려 풍미 가 풍 부한
아이스크림과 과일을 사용한
아 이 스 크림 등, 오 호 츠 크
전역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오호츠크산은 역시 각별! 근해의 해산물을
지역의 자부심, 농축산물 제철에 맛보자!

간식은 곰?!
현지 서민의 먹거리를 발견!
‘구 마 야 키 ’는 팥소 를 넣고 따 끈 하게 구 워낸 곰 모양 의

오호츠크는 홋카이도 굴지의 밭농사 지대로, 낮에는 덥고 밤에는

근해에서 잡힌 제철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오호츠크의

일식풀 빵. 홋카 이도산 소 재 와 현지 소 재 를 사 용하 였으며

시원한 기후가 맛좋은 농작물을 만들어 냅니다. 양파,감자, 호박,

매력. 대표적인 해산물로 가리비, 연어, 임연수어를 들 수 있으며,

뒤쪽에는 꼬리도 달려 있습니다. ‘히구마(큰곰)’와 ‘시로쿠마

산마, 옥 수 수, 사탕무, 콩, 밀 등 다양 한 농작물이 생 산되 고

홍살치, 게, 줄무늬도화새우 등도 인기가 있습니다. 바다뿐만

(흰곰)’의 두 종류가 있으며, 쓰베쓰쵸의 미치노에키(휴게소)

있습니다. 또한 낙농도 활발하여 우유 ・유제품, 쇠고기 등의

아니라 호수와 늪의 수산자원도 풍부하여 바지락, 빙어, 뱅어, 굴

‘ 아 이 오이 ’ 에 서 판 매 하 고 있 습 니다. 오 호 츠 크에 는 현지

맛좋은 지역 농축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등 다양한 제철 해산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호츠크해
어획시기
달력

3월

4월

홍살치(4월~익년 1월)

바랍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연어(9월~11월)

곱사연어(7월~9월)

털게(3월~8월)
대게(3월~6월)

대게(10월~12월)
블루킹크랩(4월~11월)

지방을 축적합니다. 오호츠크의
어패류를 꼭 한번 맛보아 주시기

8월

명태(3월~익년 1월)

어장의 하나. 유빙이 흘러 내려올
물고 기 는 몸 을 보 호하기 위 해

7월

임연수어(3월~익년 1월)

오 호 츠 크해는 일본 유수의
정도로 저온이기 때문에

6월

가리비(3월~12월)

먹거리가 많 이 있으 므 로 각 지역에서 구미에 맞는 음 식을
찾아보십시오.

5월

굴(10월~익년 3월)

줄무늬도화새우(7월~8월)

굴(10월~익년 3월)

바지락(5월~10월)
빙어(9월~익년 4월)

빙어(9월~익년 4월)
뱅어(9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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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달력

봄

여름

4월
축제

6월
털게 축제(4월 하순 오무쵸)

축제

축제
축제

5월
축제
축제
축제
축제
축제
축제

온네유온센 철쭉 축제(5월 상순 기타미시)

명승 덴토산 벚꽃 축제(5월 상순 아바시리시)
슌센 축제(5월 상순〜6월 상순 몬베쓰시)

가미유베쓰 튤립 페어(5월 상순〜6월 상순 유베쓰쵸)

논키랜드 꽃잔디 축제(5월 3일〜6월 상순 오조라쵸)

동화마을 다키노우에 꽃잔디 축제(5월 중순〜6월 상순 다키노우에쵸)

축제

스포츠

큰앵초 축제(6월 하순 쓰베쓰쵸)

오무 산업관광 축제(6월 하순 오무쵸)

오케토 여름축제・통나무 끌기 대회(6월 마지막 토·일요일 오케토쵸)

사로마호 100km 울트라 마라톤(6월 하순 기타미시・사로마쵸・유베쓰쵸)

7월
축제

쓰베쓰 여름 축제(7월 상순 쓰베쓰쵸)

축제

비호로 관광 와규쇠고기 축제(7월 중순 비호로쵸)

축제

아바시리 오호츠크 여름축제(7월 하순 아바시리시)

축제
축제
축제
축제
축제
축제

기타미 분지축제(7월 중순 기타미시)

군넷푸 고향축제(7월 중순 군넷푸쵸)
오로촌 불축제(7월 하순 아바시리시)

몬베쓰 관광 항구축제(7월 하순 몬베쓰시)

축제

오케토 호수축제(7월 마지막 일요일 오케토쵸)

9월

12월

축제
축제
축제
축제
축제
축제
축제
축제
축제

비호로 고향축제(9월 4일~6일 비호로쵸)

쓰베쓰 고향축제(9월 9일~10일 쓰베쓰쵸)

신데렐라 꿈 축제(9월 첫번째 토·일요일 사로마쵸)

후루사토 산업축제(9월 첫번째 일요일 기요사토쵸)

다이요노오카 코스모스 페스타 (9월 상순〜중순 엔가루쵸)

유베쓰쵸 산업축제(9월 하순 유베쓰쵸)

단노 카레라이스 마라톤(9월 하순 기타미시)

축제
축제

대회
기타

축제

유베쓰 사로마호 용궁 새우・가리비 축제(8월 상순 유베쓰쵸)

축제

마루셋푸 관광축제(8월 상순 엔가루쵸)

동화마을 다키노우에 나쓰니코이 축제(8월 상순 다키노우에쵸)

축제

메만베쓰 관광 여름축제(8월 상순 오조라쵸)

축제

다이요 축제(8월 하순 기타미시)

축제

무라오코시 축제(8월 하순 니시오콧페촌)

축제
축제
축제

온네유 온천 축제(8월 첫번째 토·일요일 기타미시)
시라타키 마부노사토 축제(8월 하순 엔가루쵸)

논키랜드 고향축제(8월 하순 오조라쵸)

스노모빌랜드 고시미즈 인 릴리파크(12월 하순〜3월 하순 고시미즈쵸)

샤리다케 눈싸움대회(1월 하순 기요사토쵸)

오케토호 빙상 낚시대회(1월 마지막 일요일 오케토쵸)

빙상 빙어낚시(1월 상순~3월 중순 오조라쵸)

북쪽의 신대륙 발견! 앗타카 아바시리(1월 하순〜3월 상순 아바시리시)

2월
축제

기타미 혹한의 불고기 축제(2월 상순 기타미시)

축제

아바시리 오호츠크 유빙축제(2월 상순〜중순 아바시리시)

축제

비호로 겨울축제(2월 상순 비호로쵸)

축제

10월

백합 페스티벌(8월 상순 고시미즈쵸)

축제

1월
기타

시레토코 산업축제(9월 하순 샤리쵸)

오무노타카라 미각축제(9월 하순 오무쵸)

축제

오케토호 빙어낚시(12월 하순〜2월 하순 오케토쵸)

퉁퉁마디 축제(9월 하순 아바시리시)

축제

축제

기타

대회

플라워가든 '하나 덴토' 축제(9월 하순 아바시리시)

못토바리키다스베 축제(9월 하순 오케토쵸)

기타

아바시리호 빙어낚시(12월 하순〜3월 중순 아바시리시)

기타

축제

몬베쓰 해산물 축제(12월 상순 몬베쓰시)

기타

미치노에키(휴게소) 가을의 미각 축제(9월 중순 다키노우에쵸)

축제
축제

축제

8월

미치노에키(휴게소) ‘류효카이도 아바시리’ 유이치 축제(7월 하순〜8월 상순 아바시리시)

겨울

칠복신 축제(9월 상순 아바시리시)

아바시리 간도 아침시장(7월 중순~9월 중순 아바시리시)

시레토코 샤리 네푸타 축제/시레토코 여름축제(7월 네번째 금・토요일 샤리쵸)

가을
축제

기타

인터내셔널 오호츠크 사이클링(7월 상순 오무쵸・오콧페쵸・몬베쓰시・
유베쓰쵸・사로마쵸・기타미시・아바시리시・고시미즈쵸・샤리쵸)

산천어 축제(7월 하순 엔가루쵸)

유베쓰 풍어 항구축제(7월 하순 유베쓰쵸)

축제

스포츠

고시미즈 고향축제(7월 하순 고시미즈쵸)

축제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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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셋푸 등나무 축제(6월 상순 엔가루쵸)

사로마 대수확제(10월 첫번째 일요일 사로마쵸)

축제

몬베쓰 식도락 축제(10월 중순 몬베쓰시)

기타

기타미 옥토버페스트(10월 중순 기타미시)

축제

기타미 국화 축제(10월 중순〜11월 상순 기타미시)

기타

몬베쓰 유빙축제(2월 상순〜중순 몬베쓰시)

시레토코 판타지아 (2월 상순〜3월 중순 샤리쵸)
기타미 겨울축제(2월 중순 기타미시)

오호츠크 포장마차 축제(2월 상순～중순 아바시리시)

유빙 아이스랜드 공화국(2월 상순〜하순 몬베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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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유즈노사할
린스크

홋카이도
선양

오호츠크
몬베쓰 공항
메만베쓰
공항

신치토세
공항

베이징
다롄

홋카이도의 위치

오호츠크의 기후

홋카이도는 일본의 최북부에 위치하며, 사면이 태평양, 일본해, 오호츠크해로 둘러싸여

겨울철의 추위는 매섭지만 1년 내내 비교적 온화한 날씨로 연간평균 강수량은 약800mm로 적은 편이고 일조시간은 긴 편입니다. 여름철에는 장소에 따라 30 ℃를

최대의 공항인 신치토세 공항에는 아시아 각국등을 이어주는 직항편이 취항하고

경관입니다.

있습니다. 해외에서 홋카이도를 방문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비행기가 편리하여 홋카이도
있습니다. 또한 오호츠크 지역에 있는 메만베쓰 공항과 오호츠크 공항까지는 신치토세
공항, 도쿄(도쿄 국제공항), 나고야(주부 국제공항) 등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탈 수도

서울
오사카
부산

평균기온(℃, 1981〜2010년 평균, 기상청 데이터 참조)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공항 또는 항공회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도쿄

항공편 이용시
국제선

경유지

주요 발착지

14.6

○혼슈 주요 공항 경유편
국내선

국제선

괌

발착지

발착지

홍콩
상하이

신치토세

베이징

쿠알라룸푸르

해외
각 도시

메만베쓰

타이베이

싱가포르

17.1

방콕

9.4

13.1

4.4

아바시리

아바시리

18.5
13.3

16.3

8.7

10.6
3.7

발착지

도쿄
국제공항

오호츠크 몬베쓰

주부
국제공항

메만베쓰

간사이
국제공항

메만베쓰

메만베쓰

●2012년 12월 현재
● 계절 또 는 운 행 하 는 달 에 따 라 편 수 와 경유 지 등 이 다 를 경우가 있 습 니 다. 상세 한 내 용 은 항 공 각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52.1 124.5

61.6 137.8

53.5 167.7

87.4 153.5

101.0 168.2

108.2 209.9

70.3 197.8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60.0

92.5

11월

59.4

51.0

12월

54.5

-1.9

-6.0
52.3

1월

9.4

6.5

6.1

-5.5

-2.4

봄

도쿄

23.8

27.4

25.8

총강수량 아바시리

도쿄

국내선

경유지

서울

방콕

18.9

19.6

○신치토세 공항 경유편

타이베이

22.1

도쿄

나고야

상하이

홍콩

넘는 날도 있지만 습도가 낮으므로 쾌적합니다. 1월 하순부터 3월에 걸쳐서 유빙이 해면을 덮는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호츠크해만의 특별한

36.0

56.1

2월

43.5 117.5

3월

여름

가을

겨울

유 빙이 사 라지 고 눈 이 녹 으면

하 늘은 맑고 녹 음 은 눈 부 시며 꽃 들 은

퉁퉁마디가 심홍색으로 대지를 물들일

겨울의 시작을 알려주는 백조가 도래하며, 눈이 모든 것을

순백의 물파초가 봄을 알립니다.

다채로운 색 상 을 뽐냅니다. 대부 분

무렵,나무에도 물이 들어 단풍의 계절을

은빛세계로 바 꿀 무렵에는 참수리와 흰꼬리수리가 그

꽃잔디와 철쭉이 경쟁하듯

활 동하기 좋 은 맑은 날 이므 로 대자연

맞이합니다. 또한 밭에서는 많은 농작물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1월이 되면 겨울과 유빙을 즐길

제모습 을 뽐내며 오 호 츠 크에는

속 에 서 레 저스 포 츠 를 즐기 기에 좋 은

수확됩니다.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활동이 개최됩니다.

꽃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계절입니다.

오호츠크의 기본정보
오 호 츠 크 지역은 홋카 이도 북 동 부 에 위치하 는 18 개의 시와 마 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의 절반인 9개의 시와 마을이 오호츠크해에 접하고
있습니다. 해안선은 280km에 이르고 총면적은 10,691k㎡로 홋카이도

오무쵸
오콧페쵸

전체 면적의 12.8%를 차지하며 약 31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1월 하순부터 3월에 걸쳐서 유빙이 해면을 덮는 오호츠크해만의

특별한 경관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밖에 원시적인 자연이 그대로 남아있는 세계자연유산 시레토코와 람사르

니시오콧페촌

몬베쓰시

다키노우에쵸

유베쓰쵸

아바시리시

협약 등 록 습지에 등재 된 도후 쓰 호를 포함 한 아 바시리 국 정공 원 등,

엔가루쵸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풍요로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는 농업과 어업이 있습니다. 농업은 홋카이도 전체 1

사로마쵸

기타미시

위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양파 생산을 비롯해 밀, 사탕무,바레이쇼 감자 등의

오조라쵸

고시미즈쵸

비호로쵸

밭농사와 낙농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각지에서 볼 수 있는 농촌풍경도

오케토쵸 군넷푸쵸

오호츠크를 찾는 관광객에게 특별한 인상을 줍니다. 또한 어업은 오호츠크해

샤리쵸

기요사토쵸

쓰베쓰쵸

계절별 복장 안내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안을 어장으로 하는 가리비의 자연증식이나 연어잡이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관광뿐 아리라 '먹거리'도 매우 풍부하고 다채로운 지역입니다.

추천! 오호츠크 드라이브!

광활한 오호츠크 지역을 구석구석까지 자유롭게 관광하기 위해서는 JR과 버스 이외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호츠크의 도로는 넓고 정체도 거의 없어 운전하기
쉬우므로 봄부터 가을까지는 쾌적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운전면허증이 발행되는 나라에서 적설기 이외에 찾아오실 경우에는 각 공항과 주요 역에서 대여 가능한 렌터카를 이용한 여행을 검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관광안내

기타미 관광협회

http://kitamikanko.jp E K S T

기요사토 관광협회

온네유온천 관광협회

http://www.onneyuonsen.jp E K S T

군넷푸쵸 산업관광 진흥협의회 http://www.town.kunneppu.hokkaido.jp/industry

4월은 아 직 눈이 남아 있습니다. 봄 ·

대부분 활동하기 좋은 맑은 날이지만 7

한낮과 아침·저녁의 일교차가 크므로

한낮의 기온도 영하입니다. 보온성이

사로마쵸 관광물산협회 http://inspot.jp/saroma

가 을 용 점퍼와 안에 껴입을 수 있는

월 하 순 〜 8 월 상 순의 날씨 는 약 간

봄과 비슷한 기온이어도 더 서늘하게

높은 속옷과 양말, 스웨터나 플리스 위에

스웨터, 트레이닝복 등이 필요합니다.

불안정합니다. 한낮의 기온이 약 30℃

느 껴집니다. 9 월 상 순의 따 뜻한

오버코 트나 다 운코 트를 껴입는 것이

벚꽃 이 피는 5월이 되면 햇빛이

까지 오르는 날에도 밤에는 서늘해질

한낮에는 반팔을 입어도 괜찮지만 항상

기본입니다. 두꺼운 모자, 목도리, 장갑은

따 뜻해져 얇은 셔츠 도 입을 수 있게

때가 있습니다. 긴소매 겉옷이나 숄을

긴소매 옷 을 준 비해 주 십시오 .맑은

필수. 신발은 복사뼈보다 높고 미끄럼

되지만 일교 차가 크 므 로 긴소매의

준비하면 좋습니다. 8월 중순이 지나면

날 이 어 도 가 을 날 씨 는 변덕 스 러 워

방지 밑창이 달린 신발을 추천합니다.

겉옷을 준비해 주십시오.

가을 내음이 풍겨옵니다.

접는우산이 있으면 좋습니다. 10월이

일회용 손난로, 보온용 신발깔창 등도

단노쵸 관광물산협회 http://nonta.biz
도코로쵸 관광협회

http://www.city.kitami.lg.jp/soshiki/tokoro̲sangyo/ E K S T

몬베쓰 관광협회

http://www.mombetsu.net E K S T

아바시리시 관광협회 http://www.abakanko.jp E K S T
히가시모코토 관광협회 http://www.hanakaido.net
메만베쓰 관광협회
쓰베쓰 관광협회

http://www.town.tsubetsu.hokkaido.jp/06kanko

시레토코 샤리쵸 관광협회 http://www.shiretoko.asia
오호츠크 관광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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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khotsk.org E

http://www.kiyosatokankou.com

http://www.koshimizu-kanko.com

오케토쵸 관광협회

http://www.town.oketo.hokkaido.jp/okemain/sinn/oketo/01sight

엔가루쵸 관광협회

http://www.engaru-kankou.jp

유베쓰쵸 관광협회

http://www.yubetsu.gr.jp

다키노우에쵸 관광협회 http://takinoue.com E

http://www.mmb-kankou.com

비호로 관광물산협회 http://www.bihoro-k.com

고시미즈쵸 관광협회

오콧페쵸 관광협회

http://www.town.okoppe.lg.jp/okoppekanko

오무쵸 관광협회

http://www.oumukankou.com

니시오콧페촌 산업건설과

http://www.vill.nishiokoppe.hokkaido.jp/kankou E

시레토코 관광권 포털사이트(샤리쵸・기요사토쵸） http://www.visitshiretoko.com E K S T

되면 급격하게 추워집니다. 11월은 겨울

사용해 보십시오. 실내나 교통기관은

옷차림입니다.

난방이 잘 되어있어 따뜻하기 때문에
온도조절이 가능한 복장으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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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경
포인트

관광시설

관광선
타는 곳

스키장

공원

천연온천

미치노에키
(휴게소)

공항

일반국도

일반도

주요
지방도

자동차 전용
무료도로

철도
주요역

동절기
폐쇄

통행금지

※번호가 매겨진 장소에 대해서는 오호츠크 관광 지도를 참조해 주십시오.

25

26

교통정보
교통에 관한 안내

주요 버스의 안내

정기관광 버스의 안내

버스회사／철도회사

아바시리버스 주식회사 20152-43-4101 http://www13.ocn.ne.jp/~abashiri

항공회사
아바시리버스
쇄빙선과 노롯코호

소요시간 약 7시간 30분

1일 1편(8:30 출발, 16:00 도착)

아바시리 시내 호텔 출발

유빙쇄빙선 타는 곳

아바시리 해산물 시장

요금: 8,700엔

셔틀버스

1

박물관 아바시리 감옥

오호츠크 유빙관

아바시리 시내 호텔 도착

도후쓰호 하쿠초 공원

(2월 운행)

※승선요금・입관료 포함. 식사 포함.

덴토산 방면 행

소요시간(편도) 18～19분

1일 왕로 5편(첫차 9:25, 막차 15:30) 복로 5편(첫차 10:25, 막차 16:30)
아바시리 버스터미널

JR아바시리역

박물관 아바시리 감옥

게이무쇼마에

북방민족 박물관 도착

※복로는 역순

요금: 편도 전구간 400엔

※일부 구간 승차도 가능. 각 시설 입장료는 별도 각자 지불.

(4월 상순〜1월 중순 운행) ※겨울 철에는 요일에 따라 운행됨.

시내 관광시설 둘러보기

소요시간(편도) 22～23분

1일 왕로 8〜15편 복로 8〜15편

※편수 및 운행시간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미치노에키(휴게소)～JR아바시리역 구간만을 운행하는 버스편도 포함.

미치노에키(휴게소) 류효카이도 아바시리

아바시리 버스터미널

덴토산(유빙관)

박물관 아바시리 감옥

요금: 편도 전구간 420엔

(1월 하순〜3월말 운행)

JR아바시리역

게이무쇼마에

북방민족 박물관 도착

※복로는 역순

※일부 구간 승차도 가능. 각시설 입장료는 별도 각자 지불.

※그 밖에 아바시리 주변의 꽃과 경관 명소를 둘러보는 정기 관광버스를 2013년에도 실시 예정임.

소요시간
요금
기간・편수

2

소요시간

1시간 3분〜1시간 9분

소요시간 1시간 10분

1일 1편

샤리 버스터미널(8:40 출발)

오신코신 폭포

요금: 어른 1,800엔 어린이 1,000엔

우토로항

우토로 온천(9:50 도착)

(4월말〜10월말 운행)

※우토로항에서 시레토코 관광선으로 환승 가능.

시레토코 낭만 후레아이호 B코스
시래토코 고개

부유니곶 차창

시레토코 오호 고가목도 산책

우토로 온천 각 호텔 순회

시레토코 자연센터(다이나비전 영상 감상:요금 포함)

우토로 온천 버스터미널(14:10 도착)

※복로는 역순

요금: 어른 3,000엔 어린이 1,800엔

※A코스에서 환승 가능. ※일부 기간은 시레토코 오호에서 가무이 왓카 셔틀버스로 환승 가능.

(4월말〜10월말 운행)

시레토코 낭만 후레아이호 C코스

소요시간 50분

1일 1편

우토로 온천(14:10 출발)

통칭 '희망의 언덕'

요금: 어른 1,700엔 어린이 900엔

시레토코 밤의 대자연호

샤리 버스터미널(15:00 도착)

(4월말〜10월말 운행)

소요시간 약 1시간 30분

1일 1편

※우천일 경우는 운휴.

우토로 온천 버스터미널(20:00 출발)

주요 호텔 순회

차창에서 동물 관찰, 맑은 날에는 밤하늘의 별 감상
각 호텔

요금: 어른 1,800엔 어린이 1,000엔

우토로 온천 버스터미널(21:30 도착)

(6월 상순〜10월 중순 운행)

※본 자료는 2012년 12월 시점의 정보임으므로 요금, 운행구간, 편수 등이 변경 및
증감되었거나, 운행 자체가 휴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사오니 오호츠크 여행을 검토
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각 버스회사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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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여객철도 주식회사 20123-45-7001 http://www.jrhokkaido.co.jp

교통 이동시간

1일 7편

■

홋카이도 기타미버스

오무

아바시리→사로마호 사카에우라

오콧페

1시간 2분 요금 편도 1,120엔 경유 JR아바시리역, 산고소 입구, 도코로 버스터미널, 왓카 네이처센터 입구
기간・편수 1일 3편 아바시리 버스터미널→도코로 버스터미널 구간 별도 3편 운행
■ 아바시리버스

소요시간

50분

요금

5 시레토코선
소요시간
기간・편수

편도 1,600엔

소요시간

기간・편수

기간・편수

계절에 따라 3〜5편

다키노우에

우토로 온천→시레토코 오호

몬베쓰
1
오호츠크 몬베쓰 공항

12

(25분)

엔가루

오조라

2

온네유온센

JR루베시베역

오케토

시레토코 자연센터(종착역은 라우스)

기타미

JR기타미역

우토로 온천

아바시리

8

(30분)

9

(40분)

메만베쓰
고시미즈
공항

11（42分）

5

시레토코
고개

6

4

(50분)

7

샤리

(53분)

(25분)

JR시레토코
샤리역

기요사토

10

(42분) 비호로

JR비호로역

(2시간 10분)

쓰베쓰

군넷푸

(25분)

(1시간 2분)

JR아바시리역

(1시간 3분〜1시간 9분)

우토로 온천→시레토코 고개

■

3

사로마

경유
요금
시레토코 오호
53분
왕복 1,960엔
8월 ・9월의 일부 혼잡한 시기에는 구간에 따라 20분〜40분 간격으로 운행

경유

시레토코 오호

JR엔가루역

우토로 온천→가무이 왓카

요금
25분
편도 770엔
6월 중순〜10월 중순

가무이왓카

왓카노유

유베쓰

경유
요금
시레토코 자연센터
25분
편도 690엔
4월 하순〜10월말 7편 ※겨울철에는 이벤트 개최시기에 맞추어 시레토코 자연센터까지 1편만 운행

6 시레토코 셔틀버스
소요시간

니시오콧페

샤리 버스터미널(JR시레토코 샤리역 앞)→우토로 온천

시레토코선

샤리버스

※본 자료는 2012년 12월 시점의 정보임으므로 요금, 운행구간, 편수 등이 변경 및
증감되었거나, 운행 자체가 휴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사오니 오호츠크 여행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각 버스회사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해 주십시오.

소요시간 4시간 20분

우토로 온천 버스터미널(10:05 출발)

기간・편수

소요시간

트윙클 버스의 안내

1일 왕복 1편

우토로 온천 각 호텔 순회

편도 1,270엔

요금

3 도코로・사로마호 사카에우라선

7 라우스선

시레토코 낭만 후레아이호 A코스

※ 1월 하순〜3월 상순까지 운행
■ 호쿠몬버스

샤리버스 주식회사(본사) 20152-23-3145 http://www.sharibus.co.jp

기타미 버스터미널→미치노에키(휴게소) 온네유온센(야마노 수족관)

기간・편수

샤리버스

AIR DO 20120-057-333（휴대전화로 걸 때는 2011-707-1122）
http://www.airdo.jp

※주유권은 가리야호도 포함해 유효기간내 몇 번이라도 승차 가능함.

평일 1일 6〜8편 토·일·경축일 1일 18〜19편

홋카이도 기타미버스 주식회사(기타미 버스터미널) 20157-23-2185 http://www.h-kitamibus.co.jp

ANA 20570-029-222 http://www.ana.co.jp

운행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몬베쓰 시내 주유
가리야호 어른 200엔 주유권(2일간 유효) 어른 500엔

※그 밖에 기타미→가쓰야마 온천, 노던아크 리조트 방면 등의 노선이 있음.

4

호쿠몬버스 주식회사 20158-24-2165 http://www6.ocn.ne.jp/~hokumon/hokumon

JAL 20570-025-071 http://www.jal.co.jp

가리야호

JR을 이용하시는 분에 한정됨.

사전 예약제(3일 전까지)

전화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매할 때는 JR티켓을 제시하거나 또는 JR권과 동시에 구매하십시오.

도토 습원・시레토코호

운행일: 6월 하순〜8월말 ・ 9월 상순〜9월 하순의 금・토・일・경축일

※각 호텔 8：00경부터 출발〜17：15〜18：30경 우토로 각 호텔로

아칸호(각 호텔)

JR구시로역

JR가와유온센역

요금:

아칸호→JR구시로역 어른

JR도로역→우토로

마슈호 제일전망대

JR도로역

유리노사토 고시미즈 릴리파크

1,000엔
어른 1,000엔

아칸호→우토로 어른

우토로

2,000엔

(※어린이 요금도 동일함)

시레토코호(우토로・시레토코

샤리 라인)

운행일: 2월 상순〜3월 상순

※각 호텔 7：35경부터 출발〜8:35경 JR시레토코 샤리역 도착

우토로(각 호텔)

요금: 어른 1,000엔

JR시레토코 샤리역
(※어린이 요금도 동일함)

공항버스의 안내

도토 시레토코・아칸호

운행일: 6월 하순〜8월말 ・ 9월 상순〜9월 하순의 금・토・일・경축일
※각 호텔 7：40경부터 출발〜18：20경부터 아칸호 각 호텔로

우토로(각 호텔)

시레토코 관광

고시미즈 원생화원

JR아바시리역

메만베쓰 공항

비호로 고개

요금:

미치노에키(휴게소) 메르헨노오카
아칸호(각 호텔)

우토로→메만베쓰 공항 어른

JR아바시리역→아칸호 어른

메만베쓰 공항 발

오신코신 폭포

1,000엔
1,000엔

우토로→아칸호 어른

8

소요시간

2,000엔

(※어린이 요금도 동일함)

아칸・우토로호

기간・편수

9

운행일: 6월 하순〜8월말

※각 호텔 8：20경부터 출발〜18：05경부터 우토로 각 호텔로

아칸호(각 호텔)
JR아바시리역
시레토코 관광

요금:

하이랜드 고시미즈 캠프장
고시미즈 원생화원

기간・편수

오신코신 폭포

우토로(각 호텔)

아칸호→JR아바시리역 어른

1,000엔
메만베쓰 공항→우토로 어른 1,000엔

30분

料요금 金

880엔

40분

요금

2,000엔

(※어린이 요금도 동일함)

※항공기의 시간에 따라 운행 시간이 변경되거나 관광 순서가 변경될 경우도 있습니다.
※악천후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관광 코스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광선, 유료시설, 점심식사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트윙클 버스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승차 인원수에 맞추어 소형, 중형으로 운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12년 12월 시점의 정보임으므로 요금, 운행구간, 편수 등이 변경 및 증감되었거나, 운행 자체가 휴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JR홋카이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http://www.jrhokkaido.co.jp/

기간・편수

2시간 10분
1일 3편

요금

11

아바시리 유빙관광 쇄빙선 '오로라'의
운행기간 ・ 시간대에 맞추어 운행됨.

아바시리버스

3,200엔

2월 상순〜3월 상순
6월 중순〜10월 중순
■

960엔

■
아칸호→우토로 어른

우토로 온천 행
소요시간

공항 발착 항공편에 맞추어 운행

유빙쇄빙선 타는 곳
(미치노에키) 행
소요시간

메만베쓰 공항

10

아바시리 버스터미널 행

아바시리버스・샤리버스

기타미 버스터미널 행
소요시간
기간・편수

42분

요금

1,000엔

공항 발착 항공편에 맞추어 운행
■

홋카이도 기타미버스

오호츠크 몬베쓰 공항 발
12

몬베쓰 버스터미널 행
소요시간
기간・편수

25분

요금

무료(2013년 4월 이후는 미확정)

공항 발착 항공편에 맞추어 운행
■

※본 자료는 2012년 12월 시점의 정보임으므로 요금,
운행구간, 편수 등이 변경 및 증감되었거나, 운행
자체가 휴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사오니 오호츠크
여행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각 버스회사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해 주십시오.

호쿠몬버스

28

'오호츠크 관광지도'를 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를 클릭

홋카이도 오호츠크 종합진흥국

http://www.okhotsk.pref.hokkaido.lg.jp
발행: 2013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