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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語
○根室地域特集記事
（A:根室市） 根室市の自然豊かな湿原

네무로(Nemuro): 풍요로운 습지와
매혹적인 자연의 땅
2020-12-22

1. 소개
홋카이도의 네무로 지역은 약 70km 길이로 지역의 일부는 동서로 약 30km 정도 대양을 향해
뻗어있는 동명의 반도를 포함합니다. 남북의 길이는 10km 에 불과해 길지만 좁은 지리적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네무로 반도는 홋카이도의 동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일본의 최동단이면서
여름이면 일본에서 해돋이를 보기위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노삿푸 곶(Cape Nosappu)이 있는
지리적 특징으로 유명합니다. 북부 해안선은 네무로 만(Nemuro Bay)를 향하고, 남쪽은 태평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본토 아이누 언어로 “니무오로(nimuoro)”는 “수목이 울창하게 자라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홋카이도는 “산”과 “강”이 많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 이
지역의 대부분은 숲, 목초지, 절벽, 모래사장이고, 이렇다 할 긴 강이나 높은 산은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는 네무로 시(Nemuro City)로 반도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하는 506.25 ㎢
에 걸친 지역입니다. 2018 년의 통계에 의하면 이 곳은 삼림지 24%, 목초지 21%, 농지 17%,
황무지 12%, 주거지 2.4%, 호수 및 습지 0.6%, 그 외의 잡용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내 주요
어항(fishing port) 중 하나로 도시의 인구는 2 만 5 천명에 달합니다. 혼슈의 주요 도시에서
항공편으로 이동 후 도로를 이용하는 형태로 네무로 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은 나카시베츠 공항(Nakashibetsu Airport)으로 차량으로 이동하면 90 분 가량 걸립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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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구시로(Kushiro) 및 치토세공항(삿포로)도 있지만 그 공항들에서 네무로 시까지 이동하려면
차나 버스, 기차에 상관없이 도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습지 및 습원에 대한 배경정보
언급했던 것처럼 이 지역은 대부분이 삼림, 습지, 녹초지이고, 이어지는 절벽과 해안을 따라
위치한 모래사장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곳으로 산이나 긴 강은 많지 않습니다. 일본은 네무로를
포함하여 52 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백 개의 습지가 위치한 자연의 보고입니다.
홋카이도는 일본에서 면적이 1 헥타르를 넘어가는 500 개 가량의 습지 중 180 곳을 보유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경치 좋고 사진이 잘 나오는 장소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며 관광객, 하이커, 자연을
즐기려는 애호가들에게 멋진 여행 장소들을 제공합니다.

일본의 다른 지역의 습지와 홋카이도의 습지가 구별되는 점은 바로 주변 환경입니다. 홋카이도의
습지는 인구 밀도가 희박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반면, 일본 내 다른 지역의 습지들은 인구가
많은 중심가가 생기기 용이한 충적 평야에 위치합니다.

홋카이도의 180 개 습지 중 61 개는 400m 이상의 고도에 위치한 고산습지입니다. 하지만, 홋카이노
습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사실상 거의 모든 습지가 이탄지로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습지는 기본적으로 강물과 지하수가 가득차 있는 스펀지와 같은 지대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홋카이도 전역에서 무수한 야생화가 피어나고, 다양한 색상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겨울에는
홋카이도 대부분의 습지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야생화가 죽기는 해도 썩지 않습니다. 대신 수면을
덮어 아주 촉촉하고 질척이는 토양 막인 토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종류의 저지대
습지를 덮고 있는 토탄 퇴적물은 천 년 이상의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됩니다. 습지의 80%가 갈대,
풀, 골풀, 및 다른 습생 식물이 무성히 자라는 저지대 습지로 분류되는데, 일부 내륙습지는
물이끼가 자라는 고산습지와 함께 있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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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습지에 관한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
이 국제 협약을 통해 여러 나라들이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데 협력하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름은 1971 년 조약이 채택되고, 1975 년 발효되었던 이란의 람사르라는
도시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약은 호수, 강, 늪, 소택지, 이탄지, 조습지, 맹그로브 외에도 사람이
개간한 양어지, 논, 저수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상 환경을 가진 습지에 대한 넓은
의미에서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은 1980 년 람사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구시로 습원(습지)이 일본 최초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네무로 지역 내 혹은 근처에 위치한 람사르 습지로는 후렌 호와
슌쿠니타이(베츠카이/네무로 시), 노츠케 반도와 노츠케 만(베츠카이/시베츠 마을), 구시로
습원(구시로 시), 키리타푸 습원(하마나카), 및 아케시 호와 베캄베우시 습원(아케시)이 있습니다.
람사르 습지 후보를 선정할 때, 일본은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정했는데, 습지는 반드시 1.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임을 식별하기 위한 협약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습지의 자연이 미래에도
보전이 될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 공원, 국립 야생 동물 보호 구역과 같은 국가적인 보호
지역으로 지정될 것. 3. 지방 정부와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것.

4. 람사르 협약에 따른 “현명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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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에 관한 람사르 협약의 핵심은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현명한
이용”은 협약한 체결국들이 습지와 수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할 것에 대한 의무의 이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행 계획, 법,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현명한 이용”의 정의에는 체결국들이 습지의 생태적 특징을 보존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체결국들은 국민적인 이익과 더불어 연약한 생태계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본토 동식물군을 위한
습지 생태계를 지속시키고, 보존하며, 보호 할 다양한 접근 방법을 시행함으로서 이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동부 일부 지역은 람사르 습지이면서 “현명한 이용”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후렌 호에서는 람사르 협약의 핵심인 “현명한 이용”에 입각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됩니다. 매년 1 월이면 네무로 버드랜드 페스티벌(Nemuro Birdland Festival)이
열려서 누구나 정보를 얻고, 겨울철 호수로 몰려드는 새들의 장엄한 광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협약이 잘 시행되고 있는 또 다른 예는 구시로 습지(Kushiro Wetland)입니다. 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 개발 프로젝트에 대응하고 보존을 위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100 개의 지역 업체 및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지역 구시로 습지
자연복원 위원회(Kushiro Wetland Restoration Committee)가 자연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및 협약
활동을 시행하면서 습지의 자연환경을 회복 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정의
자연을 지속시키고 복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활동으로는 외래종인 동식물을 제거하고, 본래의
자연적인 상태로의 물줄기와 수로를 복원하는 일, 언덕을 조성하고 농경지와 목초지에서
흘러들어오는 토양의 잠식을 완화시키는 일입니다.

5. 홋카이도 동부의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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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홋카이도 동부의 습지 개요

일본의 모든 습지 중에서도 구시로 습지는 220 ㎢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남북으로 약 36km,
동서로는 약 26km 의 길이입니다. 154km 길이의 구시로 강(Kushiro River)이 습지를 가로지릅니다.
일본 최대 규모의 습지로 일본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1980 년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었습니다.
광활한 습지대로 다양한 동식물군의 서식지입니다. 이 습지는 1987 년 국립공원 및 중요 조류
서식지로 지정됩니다. 구시로 습지에는 170 종의 조류가 서식하며 들새 관찰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특히 가장 인기있고 사진 촬영으로 인기있는 새는 두루미입니다. 또한 희귀한
시베리안 도룡뇽(Siberian salamander)의 적은 개체가 구시로 습지에 서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무로 지역의 습지는 홀로세 시대 초기인 약 12,000 년 전에 형성되었고 다른 곳보다 그 역사가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습지의 나이에 대한 근거로는 네무로 습지가 바다와 인접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지형 발달에 맞는 특별한 자연환경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따뜻한 해류와 여름철
발생하는 연안 안개, 안개 짙은 날씨에 따른 후속적인 저온 현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럽,
북아메리카 지역의 습지와 비교하면 네무로의 습지 발달은 기후와 지질학적인 형성과정과 같은
그 지역의 특수성에 더욱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연례적인 몬순기후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의 강우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강우를 불러옵니다. 지하 샘에서 흘러 나오는 유수를 동반한
풍부한 강우는 적은 양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빙시즌과 태풍시즌에는 강물이
범람합니다. 또한 화산 분출 때문에 화산재 및 다른 물질들이 퇴적되고 지면을 뒤덮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많은 다른 지역들 처럼 네무로 또한 오랜 기간 쓰나미를 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요인들로 인해 네무로 습지를 네무로 습지답게 만드는 특별한 특징 및 특수한 성질을
띄게 된 것입니다.

(2) 후렌 호(Fure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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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렌 호수(Lake Furen)이라고도 불리는 후렌 호는 후렌 강을 끼고 뻗어있으며, 물은 강 어귀에서
후렌 호수로 흘러 들어갑니다. “후렌(Furen)”은 아이누 언어로 “붉은 강”를 뜻합니다. 호수 자체는
네무로 만과 이어져 있고, 둘레 길이는 96km 로 57.6 ㎢의 면적입니다. 네무로 시와 베츠카이 마을
사이에 위치하고, 염분을 함유한 호수입니다. 호수는 흐르는 강물이 강어귀로 모래를 나르던
네무로 만의 연안류에 의해 형성된 거대한 모래톱에 가로막혀 형성되었습니다. 광활한 습지와 숲,
및 사구와 같은 다양한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후렌 호는 습지 내에서 서식하거나 그곳으로 이동하는 300 여 종의 야생 조류를 관찰 하려는
사람들에게 낙원 같은 곳입니다. 서식하는 새 중의 일부는 흰꼬리 수리, 큰 바다 수리, 블래키스톤
물고기잡이 부엉이, 두루미와 같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잠깐씩 머물거나 겨울을 나기도 하는 백조,
큰기러기, 도요새와 같은 철새들도 습지를 찾습니다.

매년 겨울에는 얼음 아래의 어망으로 고기를 잡는 전통 행사가 열립니다. 어망에 잡히는 고기
뿐만 아니라 판매 할 수 없어 버려지거나 어망에서 빠져 나와 얼음에 떨어진 생선을 먹기위해
모여드는 거대한 새 떼를 구경하는 것이 큰 묘미입니다. 큰 바다 수리와 흰꼬리 수리가 얼음 위의
생선에 덤벼들어 낚아 채는 장면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사진 촬영하기 좋은 스펙타클한 광경을

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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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슌쿠니타이(Shunkunitai)

슌쿠니타이는 네무로 반도에서 후렌 호수로 뻗어 있는 세 개의 사구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각 사구는 1,500~3,000 년 전 서로 다른시대에 걸쳐 개별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사구는 계속해서
모래를 이동시키는 해류의 영향으로 오랜기간에 걸쳐 형성되었는데 이 모래는 퇴적되어
8km 길이의 사구 세 개를 형성하지만 가장 넓은 지점은 1.3km 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채로 잘 보존 되었습니다. 각각의 사구에서 자라는 식물과 나무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사구 1 에는 원시림이 있고, 일본에서 해당화가 자라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사구 2 는 일본 적송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구 3 에는 거대한
나무들이 자랍니다. 사주에는 숲, 초지, 습지, 조수평지에서 해안, 호수, 습지 상태까지, 온갖
종류의 식물과 수상 환경이 발견됩니다. 또한 280 종의 야생 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슌쿠니타이는 후렌 호수 및 후렌 호 습지와 함께 2005 년 11 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연 관찰을 위한 나무 길이 지어져 관광객들이 사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방수신발이나 부츠를 착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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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무로 지역의 기타 습지

초보시 호수
초보시 호수는 네무로 반도 아래 부분인 남쪽 온네토 호수 옆에 위치한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자비의 여신상이 있고 호숫가를 따라 길이 나있습니다. 호수의 둘레는 약 5km 이고 최대 깊이는
약 7m 입니다. 겨울에는 빙어 잡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온네토 호수
온네토 호수는 2001 년 일본의 500 대 주요 습지 중 하나로 등재된 15km 둘레의 호수입니다. 물은
염분이 있거나 불투명한 색을 띕니다. 이 호수는 에조 전나무 숲에 둘러싸여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네무로 시의 도심지로 가는 관문이라 여기는 온네토 오하시
다리(Onneto Ohashi Bridge)에서 호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위의 지역들 외에도 다양한 습지들이 네무로 시의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 몇 군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로니타이 및 후레시마 (Horonitai & Fureshima)
2. 탄네토 습원 (Tanneto Marsh)
3. 오치이시 니시(오치이시 서쪽) 습지
4. 오치이시 습지
5. 오치이시 미사키 (곶)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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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네무로에서 볼 수 있는 새들
네무로에는 370 종이 넘는 조류가 목격되며 많은 조류 관찰 관광객들을 끌어들입니다. 일부는
철새이거나 철새가 아니기도 하고, 또 일부는 어떠한 이유로든 무리에서 이탈해 떠도는 새이기도
합니다. 아래는 네무로에서 습지와 연안에서 모두 발견되는 잘 알려진 새들입니다.

(1) 참수리(Stellar's Sea Eagle)참수리는 홋카이도의 극동부 지역과 러시아 동부 및 한반도에 걸친
넓은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목격됩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맹금류이면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조류 중 하나인 참수리는 날개 길이가 2.5m 에 달합니다. 약 1,500 마리의
참수리가 겨울철 홋카이도를 찾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정부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멸종위기 동물이기도 합니다.

(2) 두루미(Red-crowned Crane)

두루미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류계의 패션모델이라고 불리기까지 합니다. 큰 키, 길고
호리호리한 다리, 흑백 깃털과 두루미의 대표적인 상징인 “붉은 왕관”으로 구성된 화려한 색조가
특징입니다. 또한 행운, 장수, 신의와 같이 사람들도 성취를 염원하는 훌륭한 속성들의 상징적
동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1,650 마리의 두루미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특별히 홋카이도 동부 지역은 연중 이주하지 않는 종의 두루미가 서식하는 축복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조류 관찰자들은 두루미를 몸소 발견하는 것을 즐기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두루미의 춤사위과 눈덮힌 지면에서 울어대는 모습을 바로 눈 앞에서 목도하는
일입니다. 겨울철 완벽한 그림 엽서 사진은 화창하고 맑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두루미의
모습입니다. 눈 덮힌 순백의 지면과 두루미 한 쌍이 뛰어 오르며 날개를 퍼득거리는 모습은
구경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일본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진 촬영 명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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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Red-crowned crane)는 머리의 빨간 부분, 짝짓기 첫에는 그 색이 훨씬 검붉어지는
정수리에 노출된 맨살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두루미는 학 종류 중에서도
크기가 가장 크고 날개는 펼쳤을 때 2m 가 넘습니다. 두루미는 개구리, 게, 생선, 달팽이, 작은
새들을 사냥할 수 있는 홋카이도 동부의 습지와 강을 서식지로 삼고 있습니다.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쌀과 수생식물을 먹기도 합니다. 특히 11 월~3 월 사이에는 서식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두루미의 멸종을 막는 데 성공한 일은 현지 주민들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두루미의 아름다움과 필요를 인식한 몇몇 진보적 사고의 환경
보호가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운 좋게도 이들과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20 세기 초
이 두루미들은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20 년대 초 기적적으로 20 마리의 적은 무리의
두루미가 구시로 습지에 숨어 지내던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루미들은 운 좋게도 메이지
시대(1868-1912)와 다이쇼 시대(1912-1926) 동안 조류가 거의 멸종되기까지 사냥하던 사냥꾼들의
총알을 피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의 보존 노력과 지역
사회의 수고 덕분에 순종 두루미 개체 20 마리는 현재 그 수가 1,650 마리가 넘었고, 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두루미는 멸종 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루미를 구경하기에 가장 좋은 시즌인 겨울에는 구시로 시 주변에 두루미들이 먹이를 먹으러
오는 몇몇 주요 겨울 섭식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두루미로도 붐비지만 기억 속 혹은 카메라
속에 두루미들의 멋진 모습을 담아내려는 조류 관찰자들과 사진사들로도 분주합니다.

홋카이도에서 두루미를 감상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시로 습원 전망대 (구시로 습원 국립공원)
아칸 국제 두루미 센터 (Akan International Crane Center)
츠루이 히토 탄초 두루미 보호구역 (Tsurui Ito Tancho Crane Sanctuary)
일본 두루미 보호구역 (Japanese Crane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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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붉은허리개개미(Gray's Grasshopper Warbler)

이 작은 새는 세계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북부 지역 서식지는
홋카이도 동부와 사할린 섬, 쿠릴 열도 남부, 시베리아,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뻗어있습니다. 습원
및 숲 속 해안 지역, 저지대 잡목림에 서식합니다. 조류 관찰자들이 아름답게 지저귀는
붉은허리개개미의 모습을 발견하게되면 매우 들뜰 것입니다. 붉은허리개개미는 부끄러움이 많아
주로 인적이 드문 울창한 관목림 내에 숨어 지내기 때문입니다.

이 새는 몸길이가 18cm 로 개개비 중에서도 가장 큰 개체에 속합니다. 일본에서는 개개비가 67 월 사이에 3-5 개의 알을 낳습니다. 곤충과 거미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머리 위 깃털은 차분한
갈색에 아래 쪽은 밝은 갈색으로 훨씬 어두운 갈색인 울새와 같은 개개비 종류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점입니다. 사할린개개비라는 종류가 또 있는데 외관상 아주 유사하나 머리 깃털 아래의
좀 더 넓은 부분이 어두운 갈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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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쇠개개비(Black-browed Reed Warbler)

쇠개개비도 습지에 거주하는 동물입니다. 아시아 북부의 넓은 지역에 서식하며, 몽골에서 러시아
남동부, 중국 동부를 넘어 일본 홋카이도에까지 서식합니다. 이 개개비는 갈대 습지 지면
가까이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대부분 풀숲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곤충을 주식으로 삼으며 천연
갈대밭에 사는 식용 곤충과 작은 생명체를 사냥합니다. 길이는 약 13cm 로 일본에서는 매년 6 월8 월 사이에 4-5 개의 알을 낳습니다.

(5) 댕기바다오리(Tufted puffin;crested puffin)

이 바다오리는 대부분 35cm 의 크기입니다. (몸체와 날개 포함) 주로 검정색이지만 얼굴에 약간의
흰색 부분이 있습니다. 날개는 몸에 비해 짧은데 수영, 잠수, 나는 것 보다는 먹이를 쫓는데 좀 더
적합한 형태입니다. 성체는 꽁치, 빙어, 오징어 및 해초를 잡을 수 있는 물에서 먹이를 먹습니다.
새끼를 먹이기 위해 부리에 5-20 개 정도의 생선을 물고 나릅니다. 손쉬운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 절벽이나 언덕의 가장 자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새는 북아메리카와
홋카이도로 뻗어있는 북태평양의 광범위한 지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멸종 위기 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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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흰수염바다오리(Rhinoceros auklet)

바다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은바다쇠오리 종류로 어두운 회색 깃털에 정수리에서 부리까지
이어진 “코뿔소 뿔”처럼 돌출된 부분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뿔”은 번식 성체일
때만 나타나고 매년 떨어지고 새로운 뿔이 자랍니다. 이 “뿔”은 실제로 자외선에 쏘이면
야광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어둠 속에서 채집하거나 밤에 수영을 할 때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리에서부터 시작되는 흔치 않은
연장 부분과 함께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상악 뒷부분에 특별한 스파이크가 달려있는데
이것이 입에 생선을 문 채로 사냥을 더 하려 할 때 물고있던 생선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여러
개의 고기를 물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바다쇠오리는 북태평양 전역에 걸쳐 서식하고,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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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흰눈썹바다오리(Spectacled guillemot)

무게가 0.5kg 보다 조금 더 나가는 이 새들은 검정 부리와 거무스름한 홍채, 차분하면서
거무스름한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찰자에게 가장 눈에 띄게 구별되는 특징은 선홍색
다리입니다. 사실 일본인들이 이 새에게 지어준 이름은 “케마후레(kemafure)”로 아이누 언어로는
“붉은 발”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홋카이도, 태평양 북서부 뿐 아니라 오호츠크해, 러시아의 쿠릴
열도 근처에도 서식합니다. 매년 다르긴 하지만, 주로 3 월 중하순 정도에 유빙이 연안에서
떠나가는 바로 직후에 번식을 시작합니다.

(8) 붉은뺨가마우지(Red-faced cormorant)

이 가마우지의 서식지도 꽤나 방대하여 홋카이도의 동단과 태평양에서 알라스카 반도와 알라스카
만를 아우릅니다. 몸의 깃털은 윤이나고 아름다운 짙은 청록색이고 날개는 차분한 흑회색입니다.
짝짓기 시즌 동안에는 얼굴 피부가 짙은 선홍색으로 변하며 겨울에는 피부 색이 좀 더 차분해
집니다. 이 새는 다른 종류의 새들과 서식지를 공유하면서 물에서 높이 위치한 가파른 슬로프나
절벽 바위에 둥지를 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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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흰줄박이오리(Harlequin duck)
수컷 오리는 눈에 띄고 아주 화려한 색을 지니고 있으며 깃털과 머리의 초승달 무늬, 파란색,
밤색에서부터 흑백까지 화려한 깃털색이 특징입니다. 몸에는 오리의 이름에 걸맞는
흰줄박이무늬가 펼쳐져 있습니다. 부리는 청회색에 눈은 불그스름합니다. 하지만 성체 암컷은 몸
깃털은 갈회색이고 수컷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흰줄박이오리는 홋카이도에서 러시아,
북아메리카, 그린란드, 아이슬란드로 뻗은 북부 지역에 서식합니다. 개울 근처에 은밀한 장소에
둥지를 틀고, 물살이 빠른 강, 험하고 거친 바위로 이루어진 해안선을 따라 서식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원기 왕성한 새는 파도가 세고 거친 바다 부근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그 결과
평생을 거친 물살에 이리저리 부딪혀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실제 엑스레이
촬영에 따르면 흰줄박이오리는 다른 종들 보다 빈번히 절골을 겪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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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광 및 지역 명소
(1) 네무로 슌쿠니타이 야생조류공원 네이처센터
센터에서는 토종 동식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이곳에서 두루미를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백조도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의 화장실은 24 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차편으로는
슌쿠니타이에서 나카시베츠 공항까지 약 90 분 거리이고, JR 네무로 역에서는 15 분 정도 걸립니다.

(2) 스완 44 네무로: 도로 휴게소(Michi-no Eki)
이 휴게로는 네무로 시로 가는 간선 도로인 44 번 국도를 따라 위치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
환경에 지어졌고, 후렌 호수와 슌쿠니타이를 마주보는 벽은 전면 유리로 시공되어 관광객들에게
시야를 가리지 않는 탁트인 호수 및 습지 뷰를 제공합니다. 이 곳은 거대한 야생 조류 떼가
몰려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운이 좋으면 일본 두루미와 백조와 같은 새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구경하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식당 메뉴에는 생선과 해산물 종류가 많지만 죽순을 섞은 버터밥에 돈카츠(튀긴 돼지고기)와 데미
글라스 소스를 얹은 “에스카로푸(escaroppu)”라는 현지 요리도 맛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선한
해산물이 생선 코너에서 판매됩니다. 건물에는 식당, 화장실, 기념품점 및 전망대가 있습니다.

(3) 오치이시 네이처 크루즈:
업체에 따르면, 이 크루즈가 다른 크루즈와 차별되는 점은 야생 조류가 네무로 근처 바다의 자연
서식지에서 날아다니고 수영하는 모습을 극도로 가까이에서 구경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좀처럼 얻기 힘든 기회입니다. 이 발랄한 새들의 귀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구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물론,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새의 종류와 수는 계절, 날씨, 바다의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4) 하보마이 파노라마 크루즈 (Easternmost Panorama Cruise)
노삿푸 곶에 방문하고 카이마라-지마(Signalny Rock) 등대로 3.7km 이동합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오호츠크해, 남쪽으로는 고래, 돌고래, 해달, 해빙을 발견 할 수도 있는 태평양 바다가 있습니다.
크루즈는 2 시간 동안 이어지며 11 월 1 일부터 4 월 30 일 까지 운영합니다.
가격: 어른 5,000 엔/어린이 3,000 엔 (중학생 까지/어른 동반 필수)
크루즈 집합 장소는 하보마이 어업협동조합(Habomai Fishermen's Cooperative Association)
사무실입니다.
(5) 하나사키 곶 ‘구루마이시' (자동차 바퀴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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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위는 자동차 바퀴의 모습을 닮은 거대한 현무함 덩어리입니다. 이름은 글자 그대로 “바퀴
바위”를 의미하고 국립, 자연 기념비로 지정되었습니다. 네무로 시의 중심가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하나사키 등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 오치이시 곶
반도가 태평양 쪽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네무로 반도의 하단에 위치하는 곶입니다. 곶의 내륙
지역은 국립 특수 자연 기념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작년 글들을
확인해 주세요)

(7) 노삿푸 곶
노삿푸 곶에 위치한 등대는 홋카이도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입니다. 1872 년에 지어져 불을
밝혔습니다. 등대에는 전망대와 야생 조류를 구경하는 관광객들로 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새들의
은신처가 있습니다. 네무로 역에서 버스로 40 분이면 곶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무로 및 시레토코(Rausu) 지역에 대한 글을 더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https://hokkaido.japandrive.com/en/area/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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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知床）
ユネスコ世界遺産手つかずの大自然が残る北海道-知床

시레토코: UNESCO 가 선택한 홋카이도의
자연 그대로의 자연
2020-10-30

1. 소개
시레토코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또 가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시레토코''는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곧장 깨끗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경이 연상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일본을
통틀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소라 여겨집니다. 시레토코가 일본에서 꼭 들러야 할 곳으로
모두의 버킷리스트에 올라야 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우수 선정된 훼손되지 않은 멋진 장관의 자연미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레토코''란 단어는 ''땅의 끝''이라는 의미의 아이누어 ''Sir-etok''를 일본어로 변환한
용어입니다. 19 세기 말, 메이지 시대 일본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sir-etok''이 일본어의 ''shi-reto-ko''로 발음되었고, 적어도 홋카이도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땅의 끝''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땅의 끝으로 유네스코 선정된 것과 관련해, 시레토코 반도는 극도로 험한
지형에 무엇보다 문명과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 내 대부분의 지역은
도보로나 보트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시레토코의 자연적인 특징과 지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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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배경, 시레토코의 입구 역할을 하는 두 마을 라우스(Rausu)와
우토로(Utoro),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활동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가는 방법
시레토코 국립 공원과 시레토코 반도를 둘러보기 전, 우선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시레토코 반도는 홋카이도 동부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일본의 4 대 섬 중,
최북단 섬입니다. 반도 자체는 오호츠크 해 (태평양) 쪽으로 70km 뻗어있는 형태입니다.

시레토코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공항인
네무로 나카시베츠 공항(Nemuro Nakashibetsu Airport)은 라우스에서 62km 떨어진 곳으로,
삿포로의 신치토세 공항(New Chitose Airport)과 도쿄의 하네다 공항(Haneda Airport) 사이 직항이
있는 곳입니다. 메만베츠 공항(Memanbetsu Airport)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발 직항이 있는
곳으로, 라우스에서 130km 정도 떨어져 있고, 차편으로는 2 시간이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신치토세공항으로 도착한다면, 50 분정도 소요되는 메만베츠 도착 항공편들이 있습니다. 만약
삿포로에서부터 차로 이동 할 계획이라면 쉬지않고 달릴 때 6-7 시간 정도 걸려 도착할 수
있습니다. 추천 할 만한 경치 좋은 시레토코행 루트들이 많지만, 그 중 하나는 홋카이도 방문에서
놓칠 수 없는 아칸호(Lake Akan), 마슈호(Lake Mashū)를 지나는 루트입니다.

만약 홋카이도 근처를 여행 중이라면, 반도의 북쪽 아바시리(Abashiri)시가 운전으로 40 분
거리이고, 반도의 남쪽 쿠시로(Kushiro)시는 3 시간 거리입니다. 시레토코 반도를 방문하려는 일부
관광객들은 각각 반도의 동, 서쪽에 위치하는 라우스, 우토로 마을중 한 곳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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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레토코 민족 역사
고고학자들은 약 8,000 년 전 무렵 시레토로 지역에 사람들이 최초로 거주하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호츠크 사람들이 거주했던 다양한 정착지가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은 근처
섬과 러시아와 같은 북방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와서 5-13 세기 경에 거주한, 사냥과 고기잡이를
하는 민족입니다. 이 정착민들이 오호츠크 문화를 들여온 것입니다. 2016 년 암석 꼭대기에서
발견된 차시코츠 곶(Cape Chashikotsu) 유적처럼, 고대 정착지의 새로운 유적들은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약 13 세기 경, 오호츠크 문화가 끝이 나면서 아이누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누인들은 시레토코에서 몇 세기 동안이나 그들만의 문화, 신념, 사냥 및 낚시, 블래키스톤
고기잡이 부엉이, 불곰, 범고래 등의 자연과 야생 동물을 숭배하는 생활 방식들을 고수하며
살았습니다. 전통집 ''chise'', 종교적인 장소 ''chashi''와 같은 아이누문화와 관련이 있는 잔존물들은
관광명소이며, 일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발굴 중인 상태입니다. 관광객들은 홋카이도 주변
아이누족들에게 헌정된 여러 역사 및 문화 박물관으로의 투어가 가능합니다.

시레토코는 대부분의 지역이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인 외딴 장소임에도
불구, 일부 쾌활하고 강인한 사람들이 때묻지 않은 광활한 황무지 혹은 그 근처에서 생활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여전히 사람들이 개척하며 살아가기 힘든 척박한 환경의
땅인 것이 시레토코를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해 내는 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시레토코는 자연 그대로 보존되면서 깨끗한 자연, 귀한 야생동물들, 우리
모두가 향유하는 입이 벌어지게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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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리
시레토코의 독특한 환경은 북반구에서 해빙이 형성되는 가장 낮은 위도 (약 북위 44 도)에 위치한
시레토코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계절적 해빙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반도의 모양은 태평양의
오호츠크해로 돌출이 된 형태입니다. 영양이 풍부한 오호츠크해의 겨울 해빙이 유입되면 이른 봄,
플랑크톤의 번식이 활발해지고 시레토코의 해양 생태계가 지속됩니다. 이 플랑크톤은 해양 생물과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고 이들은 다시 새와 강에서 산란기 연어들을 먹고 사는 불곰과 같은 육지
동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시레토코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불곰 개체수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시레토코는 반도가 대양으로 확장되는 곳에서부터 폭이 25km, 길이는 약 65km 입니다. 육지
면적은 대략 1,000 km２ 정도입니다. 해안선은 아주 험하고, 높은 바위와 절벽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반도의 길이를 따라 이어지는 등줄기는 반도의 중앙에서 형성된 화산대 지역으로,
이곳에는 활화산인 이오잔(Iozan)산과 반도에서 가장 높은 1,661m 높이의 라우스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 화산의 영향으로, 시레토코는 우토로 북동쪽 카무이와카(Kamuiwakka)폭포의
수원인 온천강과 더불어, 쿠마노유(Kumanoyu) 온천, 라우스의 아이도마리(Aidomari) 온천과 같은
많은 온천을 보유하게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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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후
따뜻한 봄/여름 시즌은 5 월 초에서 9 월 중순까지로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눈은 10 월 말부터
산에 내리기 시작해 쌓인 눈이 6 월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아주 높은 지대에서는 여름 내내
눈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대게 습한 대륙성 기후라고 알려져 있지만, 시레토코의 동,
서부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날씨가 존재합니다. 이는 주변의 대양과 반도의 허리 부분을
가로지르는 1,500m 높이의 산맥의 영향입니다. 동부해안은 해무와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으며, 겨울에 좀 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강우량이 많습니다.
서부해안은 좀 더 건조하지만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추워지는 기후입니다.

차가운 오야시오(Oyashio) 해류가 반도의 동쪽을 끼고 남서쪽으로 흐르고, 소야(Soya) 해류는
오호츠크해로부터 남동쪽으로 흐릅니다. 겨울에는 소야 해류가 시레토코 반도 해안을 따라
결집되어 있는 오호츠크해의 해빙을 남쪽으로 이동시킵니다. 해빙이 늦은 겨울이나 이른 봄에
녹아 흩어지게 되면, 보트 투어와 육지의 전망 지역으로 이 ''유빙''을 구경하려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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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지 형성
화산은 대부분이 1,500m 높이대로, 반도의 중심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은
1,661m 높이의 라우스 산입니다. 시레토코 반도는 해저 화산과 두 개의 지진판의 활동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의 뿌리 형성은 해저 화산의 분출이 시작되고 화산재와 용암이
수 년에 걸쳐 이동하며 해저를 따라 퇴적되었던 8 백 6 천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
1 백만년 전, 반도가 아직 해저에 있을 때에 태평양판이 북아메리카판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북아메리카 판은 위쪽으로 융기되어 반도인 시레토코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약
50 만년 전, 반도의 중심을 따라 활동하는 화산들이 계속 분출되며 오늘 날 반도의 전체 길이로
확장되는 긴 산맥이 형성되었습니다. 화산과, 화산 분출로 인한 용암, 화산재는 이국적인 암석층,
협곡, 주상절리를 만들어 냈고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시레토코의 다양하면서도 유니크한 풍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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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시레토코는 2005 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리스트에 등재되었습니다. 지정된 지역은 반도의 1200
km2 정도의 면적 중 711 km2 로, 반도의 긴 중심부에서부터 시레토코 곶(Shiretoko Cape)의
끝부분까지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의 아랫부분 집중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가 시레토코를 등재한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레토코는 해양 및 육지
생태계가 특수한 해양 육생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작용 하는 이례적인 케이스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겨울에 반도 주위에 형성되는 계절 해빙에 영향을 받는 특이한 생태계
환경인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다양한 해양, 대기, 육지 동물들의 서식지로 그
중에서는 블래키스톤 고기잡이 부엉이(Blackiston's Fish owl)와 큰바다사자(Steller's sea lion)와 같은
멸종 동물도 포함됩니다. .

시레토코는 그 독특한 환경 때문에, 1964 년 6 월 1 일 일본 정부에 의해 국립 공원으로 최초
지정되었습니다. 국립 공원이라는 프레임으로 시레토코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으로 보호되는 것이
보장되었고, 이렇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후보가 되는 길로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2003 년 일본이 시레토코를 등재후보로 올린 후 2005 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하기 까지 단 2 년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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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라우스 마을
라우스는 시레토코 반도로 들어서는 남쪽 관문으로 홋카이도의 네무로(Nemuro)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우스에서 시레토코 반도 서부에 위치한 우토로(Utoro)까지는 늦봄에서 초겨울까지
개방되는 시레토코 고개(Shiretoko Pass)를 횡단하면 30km 거리입니다. 라우스는 약 400 km2
면적으로 인구는 5,400 명 정도입니다. ''rausu''는 아이누 언어의 ''raushi''에서 유래했고, ''낮은
지대''를 의미합니다. 라우스 중심가는 라우스강이 대양으로 흐르는 라우스 항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우스의 경제는 어업, 일반 소매상품, 관광(시레토코 국립 공원) 이 세 가지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데, 인기있는 해양 식품은 다시마이며, 라우스 연안 해역에서 추수하는 다시마는
인기있고 일본 전역의 미식가 식당들이 많이 찾는 상품입니다.

라우스 근처에는 네무로-나카시베츠 공항(Nemuro-Nakashibetsu Airport)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라우스까지 이동 시간은 차로 1 시간 정도입니다. 국도 334 호선의 일부는 반도를 북에서 남으로
가로지르는 시레토코 횡단도로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최북단 지역에서 738m 떨어진 도로의 극한
위치때문에, 매해 다르지만 11 월 중순에서 대부분 4 월 말이나 어떤 때는 5 월 초까지도 통행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겨울동안 라우스는 네무로와 쿠시로 마을을 이어주는 남쪽의 국도 335 호선을
통해서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라우스에는 중, 대형 호텔도 많지만, 대부분의 숙박시설은 일본전통식, 가족경영 게스트 하우스인
민슈쿠(minshuku)와 서양식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그리고 현지 외식 및 숙박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대부분 현지에서 잡히는 신선한 생선과 해산물을 중심으로 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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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토로 마을
우토로는 시레토코로 들어서는 서쪽 관문으로, 시레토코 반도 돌출된 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한,
주민이 1,000 여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국립공원으로 가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근처의
다른 마을들과 관련지어 설명하자면, 샤리(Shari)에서 40km, 라우스에서 30km 떨어진 곳으로
반도를 가로지르는 시레토코 고개를 횡단해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토로에서 머물만한 곳으로는 소규모 호텔, 가족경영 B&B 인 ''민슈쿠(minshuku)'', 야외
로텐부로(rotenburo) 욕조가 있는 대형 료칸(ryokan)스타일 전통여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토로
온천 지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레토코 온천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우토로 온천은
1971 년에 시추했고, 지금은 관광객들이 뽑은 하룻밤을 보내기 좋은 장소가 되어, 우토로 마을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온천수는 나트륨과 철을 함유하고 있어서 갈색을
띕니다. 20 여 개의 온천 중 하나인, 유히다이노유(Yuuhidai no Yu)는 입욕하며 오호츠크해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어서 인기가 좋습니다.

타운 내에는 고질라-이와 바위(Godzilla-iwa Rock)와 산카쿠-이와 바위 (Sankaku-iwa Rock)를 포함,
항구 해안을 따라 여러 개의 대형 암석 층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바위는 오론코 바위(Oronko
Rock)로 높이가 60m 에 달합니다. 이름은 그 지역의 원주민, 오론코족에서 유래했습니다. 170 개의
계단을 오르면 바위의 끝에 도달해 마을과 시레토코 산맥, 해안선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높이에 설 수 있습니다. 특히 일몰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무료 주차 및 화장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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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레토코 관광지 및 체험활동
(1) 라우스

A. 시레토코

라우스 관광 안내소

라우스 관광 안내소는 이 지역이 친숙하지 않은 하이커, 카야커, 야외활동을 즐기는 이들에게
시레토코에 머무는 동안 지켜야 할 규칙, 규제, 예절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해양 및 육지 생태계 전시물들을 전시하고,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B. 루사 필드 하우스
시레토코 미사키(Misaki) 지역을 트레킹 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루사 필드 하우스는 처음으로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입니다. 안전한 여행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최신, 일반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시레토코 지역의 해양 및 동물 생태계에 대한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C. 라우스 지방자치 박물관
이 박물관은 역사와 문화, 시레토코 지역의 자연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도구과 같은 시레토코의 공예품, 현지 희귀 동물들의 박제 표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기잡이와 같은 현지인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제공한 전시품들도
있습니다.

D. 세세키 폭포
라우스 북쪽 87 번 고속도로에 위치한 세세키 폭포는 일본 최동단 폭포입니다. 눈이 녹는 봄은
30m 높이에서 흘러 내리는 폭포가 연중 가장 장엄한 때입니다. 사실 몇 년간, 해빙의 양이 너무
많아 물이 87 번 고속도로로 넘쳐 흐르기도 했습니다. 폭포가 쏟아져 대양으로 흘러가는 곳 근처
절벽 위에는 아름다운 모양의 분재같은 가문비나무와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E. 보트 여행
보트 여행은 시레토코의 야생동물을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4 월
말부터 10 월 중순), 고래, 돌고래, 범고래, 다양한 새들을 만나 볼 수 있는 보트여행이 제공됩니다.
겨울에는 유빙 및 새투어가 있습니다.

당신을 시레토코 곶(Cape Shirekoto)으로 데려다 줄, 좀 더 작은 보트로 진행되는 투어도 있습니다.
봄, 여름 사이에는 해안가를 따라 불곰들을, 겨울에는 바다 동물들, 새, 유빙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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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라우스 쿠나시리 전망 타워
마을의 중심에서 아주 멀지 않은 곳으로, 가파른 고개 위에 위치한 전망 타워입니다. 길고 바람이
심한 도로를 올라야 하기 때문에 도보보다는 차나 버스로 (10 분) 이동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라우스 산을 감상할 수 있고, 시즌 동안은 유빙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타워 내부에서는 전시와
북부 영토에 대한 영화 감상이 가능합니다.

G. 시레토코/라우스 고속도로 휴게소 (Michi-no-Eki)
국도 335 호선을 따라 이어지는 라우스 마을로 가는 루트에 위치한 고속도로 휴게소로, 마을 중앙
바로 아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휴게소 건물 앞면은 네무로 해협, 북부 영토, 쿠나시르 섬을
바라보고 있고, 건물 뒷편으로는 시레토코 반도에서 1,661m 로 가장 높은 라우스 산이 보입니다.
음식, 음료, 화장실, 기념품점 이용이 가능하고, 하이킹 루트, 근처 관광지, 숙소, 식사, 보트나
버스를 이용한 관광투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우토로

A. 시레토코 국립공원 자연 센터
시레토코 국립공원 자연 센터는 우토로에서 차로 10 분 걸리는 시레토코 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공원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곰 목격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는 대형 스크린 영상, 수작업한 전시 패널뿐 아니라. 기념품점, 식당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레토코 자연센터로 가는 관광객들은 센터에서부터 시작되는 2km 루트를 따라 20 분 내로
후레페(Furepe) 폭포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루트는 숲과 초목을 지나고,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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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이 100m 높이의 폭포를 조망할 수 있는 절벽 윗쪽 전망데크로 이어집니다. 수원은 해빙과
시레토코 산맥에서 하강하는 빗물입니다. 루트 이동 시, 사슴, 새, 여우와 같은 야생동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포로 도보 이동이 내키지 않는 사람들은 우토로에서 출발해서 물길을 통해
폭포로 이동하는 관광보트 투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 시레토코 세계유산 보존 센터
우토로/시레토코 고속도로 휴게소 옆에 위치한 센터로, 시레토코를 서식지로 삼고있는 불곰,
사슴을 비롯한 다른 동물들의 다양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계유산 현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공합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시레토코 방문 시 주의해야 할
규칙과 예절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아름답고 멋진 전망의 15 분짜리 영상을
포함, 시레토코 반도에 대한 훌륭한 소개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방문하기 전 이 센터를
먼저 들리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C. 카무이와카 온천 폭포
이 온천 폭포는 (주로 따뜻한 물) 시레토코-이오산의 측면에서 분출되는 끓는 온천수에서
시작됩니다. 물의 온도는 원천에 가까울수록 더 뜨거운데, 산 쪽으로 흘러 내려가고 강물과
결합하며 물의 온도는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자연현상으로 흔치않은 야외욕 체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이 좀 더 따뜻한 상층부는 입욕이 가능한 강의 140m 만 남기고, 낙석을
이유로 폐쇄되었습니다.

폭포는 우토로에서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폭포로 가는 마지막 11km 는 길이
험하고 울퉁불퉁하며 느린 운행이 불가피한 자갈길을 통해 이동하게 된 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샤리 버스 터미널, 우토로 온천 버스 터미널, 시레토코 자연 센터,
시레토코 5 호에서 폭포까지 버스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사실 폭포가 한여름에는 무척 인기가
높아서, 관광 피크 시즌인 8 월 동안은, 폭포로 이어지는 하이킹 루트로 가는 길로 버스,
셔틀버스만 운행됩니다. 주로 5 월 말이나 6 월 초 정도부터 10 월 말까지인 관광 시즌 나머지 달
동안에는 폭포로 이어지는 하이킹 루트 시작 지점까지 자가운전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에 도착한 후에는 강가의 입욕 장소로 가기 위해 올라야 하는 아주 가파른 슬로프가
있습니다. 슬로프를 오르는 데는 10 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옷 안에 수영복을 미리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곰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경비대원들의 안내에 유의해
주시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관광객들에 따르면, 도로에서 발견되는
사슴, 여우, 심지어는 곰도 강물 속에서 몸을 담그는 때보다 도로 위에서 더욱 흥분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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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강설로 인해 11 월초~ 5 월 말 또는 6 월

D. 시레토코 5 호
시레토코 5 호 (시레토코 고코)는 오래 전 이오산(Mount Io) 분화의 결과로 형성되었고, 물은
지하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이 유명한 호수들은 아주 인기있는 관광명소로 확실히 시레토코
관광의 백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연령의 관광객들에게 시레토코의 보존된 자연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호수를 투어 및 감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목조
고가교를 통해 가는 방법입니다. 왕복 1.6km 거리로 도보로 약 40 분 가량 소요됩니다. 고가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m 정도로 다양하며, 고가교에 출현할 수 있는 불곰 퇴치를
위해 7,000 볼트 전류가 흐르는 전기 펜스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않는 야생동물, 특히
불곰과 만나게 될 위험으로부터 하이커들을 보호해 줍니다. 두 개의 전망대가 고가교 길에 위치해
있는데, 두 번째 호수와, 나머지 호수들, 오호츠크 해, 시레토코 산의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가교 이용은 무료로, 휠체어의 진입이 가능하고 주로 4 월 말 부터 11 월 말 까지
공원이 문을 여는 전 시즌 개방합니다.

호수를 감상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연로를 따라 도보로 이동하는 것인데,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번째 호수로 가는 1.6km 길입니다. 도보로 왕복 약 40 분 가량이 소요됩니다. 다른 길은
모든 호수를 지나는 약 90 분 가량의 3km 길입니다. 이 루트들은 곰이 목격되는 경우 언제든지
폐쇄될 수 있습니다. 도보 코스의 사정은 곰이 있는 시즌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양합니다.
예를들어 공원을 개방하는 날부터 5 월 9 일까지, 그리고 8 월 1 일부터 그 해에 개방하는 마지막
날 까지는 곰이 훨씬 적게 목격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혼자 코스를 걸을 수 있고
가이드를 동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코스를 시작하기 전, 관광객들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고, 1 인 당 250 엔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곰이 좀 더 활발해지고 빈번히 목격되는 5 월 10 일부터 7 월 말까지 관광객들은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자연가이드를 동반하는 가이드 투어에 참가해야 합니다. (관광 시즌 동안은 곰이 출현하는
시기에 상관없이 정보 가이드 투어가 항상 운영됩니다.)

투어는 약 3 시간이 소요되며, 10 분 간격으로 출발하고, 1 인 당 5,300 엔의 비용이 듭니다. 한 투어
당 10 명의 관광객만 참여 가능하고, 사전 예약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공원의 영어 웹사이트를
이용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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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타고 가기
시레토코 5 호로 가는 도로는 겨울인 11 월 말부터 4 월 말까지 폐쇄됩니다. 우토로에서부터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메인 도로를 타고 시레토코 자연센터까지는 약 5km .거리입니다. 센터에서
좌측으로 돌아, 10km 가량 더 운전하면 포장 도로 끝에 위치한 시레토코 5 호 관광 안내소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주차 요금 500 엔)

시레토코 5 호 가이드 투어
시즌: 5 월 1 일 – 10 월 31 일
요금: 어른(12 세 이상) 5,300 엔/소인 (4-11 세) 3,200 엔/유아(0-3 세) 1,750 엔

시레토코 5 호 동계 투어
혹독한 추위가 있는 시레토코의 겨울은 매서운 추위와 눈 속에서 살아남는 야생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마치 다른 세상을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요즘은 단순한 시레토코
체험에서 더 나아가, 관광객들이 직접 얼어붙은 호수를 걷고, 오호츠크해의 유빙을 만나 볼 수
있는 겨울 단체 투어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약은 필수입니다.

요금: 1 인당 6,000 엔
1 월 23 일부터 3 월 22 일까지 개방
소요시간: 4-5 시간
(오전 8:00～12:30)
(오후: 12:30～17:00)
최대 인원: 9 명
부츠, 모자, 장갑 포함.스키용품은 요금내고 렌트 가능.
참고: 몸무게가 100kg 이 넘는 사람은 동계 투어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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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레토코 투어 시, 규칙, 예절 및 상식
시레토코는 여러모로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채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아래에 ''절대 하지
말아야''하는 행동들에 대해 인식하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을 사랑하는 방문객들은 방문
기간 동안 및 그 전에 일기예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숙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로, 시레토코에서의 안전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방문을 위해 아래의 모든
기본 규칙을 읽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 규칙들은 평범한 상식임에 틀림 없기에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시레토코에서 이 규칙들을 따르는 것은 에코 투어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 자연과 방목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이해 및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야생동물 만나기를 고대하지만, 야생 동물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곰이 극도로 위험해 질 수 있는것은 물론, 갓 난 새끼의 어미나 발정기의
수컷들의 경우는 사슴, 이외의 동물들 또한 관광객들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마세요.
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새에게 음식물을 던지거나 남겨두는
행위도 금합니다.

속도를 내거나 너무 빨리 운전하지 마세요.
특히 몸집이 큰 동물들은 정처없이 길을 건너고, 차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데, 이는 동물의
부상으로 이어지고, 차에 손상 입히게 됩니다.

도로 위나 근처의 동물을 보기 위해 차를 두고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만약 차에서 동물을 목격하면 계속 차 안에 있으세요. 특히 차의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일 때에
더욱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수풀, 나무, 꽃 등을 만지거나, 꺾거나, 부러뜨리지 마세요.
모든 식물이 자연 그대로의, 본연의 모습이어야 하며, 당신이 방문하기 전과 동일한 상태여야
합니다.

지정 휴지통 외에는 절대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388

参考資料

실외에서 아무것도 먹거나 요리하지 마세요.
과자, 사탕, 단음식, 껌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음식을 말합니다. 안전한 때와 장소에서만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담배, 전자담배, 비슷한 어떤 종류도 피우지 마세요.

향수 사용을 금합니다.

정상경로 이 외의 지역을 걷지 마세요.
공격적이고 강한 동물과 마주할 위험 외에도, 식물이 훼손되고, 낙상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지, 습지, 그와 유사한 장소의 풀 위에 앉아서 쉬거나 걷지 마세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식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야생생물들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물건도 가져가지 마세요.

애완동물을 등산로, 풀밭, 습지 등에 절대로 데려가지 마세요.
일부 관광객들은 애완동물과 함께 여행을 하는데, 대부분이 개입니다. 개는 다른 동물을 발견하면
아주 공격적으로 변하고, 짓으며, 통제가 힘들고, 거칠게 날뛸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또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개를 향해 공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완동물을 시레토코 야생지역 내의
야외에 데려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날씨 주의사항
시레토코로 떠가기 전, 머무는 동안에 예상되는 온도와 날씨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일기예보를
체크하세요.

시레토코에 머무는 동안, 매일 일기예보를 체크하고 이를 참고해서 입을 옷, 가져가야 할 물건에
대한 계획을 적절히 세우세요.

일기예보 확인으로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세계 북부 지역의 날씨와 온도는 하루에도
빈번하게 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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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中標津町）
趣のある小さな町に大都市の快適さ-中標津町

운치 있는 작은 마을에서 대도시의 쾌적함 –
나카시베쓰초
2021-01-14

1.

나카시베쓰초에 대하여

1-1. 개요
나카시베쓰초는 도토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며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도 100km 정도 이동하면
각지의 관광 명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475km2 에 달하는 때묻지 않은 대자연,
유네스코 세계 유산의 시레토코 반도가 펼쳐지고 남쪽으로는 람사르 협약으로 보호받고 있는
일본 최대의 습지대의 현관문, 두루미가 서식하는 구시로 시가 있습니다. 또한 동쪽의 네무로
해협에 튀어나온 장대한 사취는 식물, 야생, 해양 생물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이루는 노쓰키
반도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세계에서 사장 투명도가 높다고 하는 칼데라호인 마슈호가 있습니다.

근처의 관광 명소의 매력은 물론이고 인구 약 23,000 명의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은
나카시베쓰초야 말로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산책하고 싶어 지는 거리라고 느끼실 겁니다.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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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지만 미식, 빵 만들기, 목공, 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예술가나 장인, 그리고
최첨단의 크리에이터 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나카시베쓰초의 고령화율은 도내 179 개의 시읍면
중에서 3 번째로 낮으며 젊은이가 많은 마을입니다※. 나카시베쓰초에는 대도시에도 지지 않을
정도의 세련된 카페나 레스토랑, 숍이 다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서 이어온 홋카이도 만의
분위기를 남기면서도 젊은이들에 의해 독자적인 스타일과 문화로 발전하고 있는 주목받는
마을입니다.

※홋카이도 내에서 상위부터 3 번째로 고령율이 낮음（2020 년 1 월 1 일 현재）
1 위：치토세 시：총인구 96,751 명/65 세 이상의 인구 22,315 명/고령화율 23.1%
2 위：사루후츠무라：총인구 2,610 명/65 세 이상의 인구 645 명/고령화율 24.7%
3 위：나카시베쓰초：총인구 23,283 명/65 세 이상의 인구 6,046 명/고령화율 26.0%

（출처 : 청 홈페이지）

1-2. 산업
(1) 주산업：낙농
나카시베쓰초는 홋카이도에서 2 번째로 많은 우유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대부분은 신선한 우유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이나 치즈 등의 가공유제품으로써 이용되고 있습니다.
나카시베쓰초는 젖소 사육 수 43,151 마리（2020 년 9 월말 현재, 출전：(독)가축개량센터）가 인구
（23,000 명）을 웃도는 장소의 하나입니다.

2014 년 4 월에는 우유 소비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네무로 나카시베쓰 공항에
도착한 승객에게 나카시베쓰초의 우유를 나눠주는 ‘웰컴 밀크’의 PR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처음으로 우유를 싫어하는 분도 소화하기 쉬운 유전자 특성을 가지는 ‘나카시베쓰 우유
프리미엄 NA2 MILK’를 제품화·발매했습니다. 일본 최대급의 유제품 메이커인 유키지루메그밀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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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시베쓰초에 공장을 두고, 나카시베쓰산의 생유만을 사용한 ‘나카시베쓰 고다 치즈’ 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2) 부속 산업 : 야채 재배
나카시베쓰 지역은 일본의 식탁에 자주 등장하는 인기있는 무나 감자 등 텃밭 채소 재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감미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비트도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2.

액세스

나카시베쓰초에는 일본 최동단의 공항이 있고, 자동차, 택시, 버스로 시내 중심가에서 불과
10 분으로 일본에서도 유수의 편의를 자랑합니다. 삿포로에서 비행기로 280km, 기차 또는 버스로
약 380km 의 거리입니다.

・비행 소요 시간 : 네무로 나카시베쓰공항
신치토세공항 (삿포로)에서 50 분
하네다공항 (도쿄)에서 1 시간 40 분
・기차/버스의 소요 시간
삿포로에서 약 7 시간
・자동차의 소요 시간
삿포로에서 4 시간 40 분
나카시케쓰공항에서 시내 중심까지 1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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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리

나카시베쓰초는 홋카이도의 동부, 태평양에서 20km 떨어진 곤센 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680km2 로 대부분은 해발 50m 의 저지대에 있으며 마을 지역은 동서 42km, 남북
27km 에 이릅니다. 태평양 연안 시베쓰초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시베쓰(標津)'라는
이름은 아이누어로 '큰 강'을 뜻하는 '시펫(si-pet)' 에서 유래했으며 마을을 흐르는 시베쓰 강과
연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카시베쓰 마을의 중심부는 시베쓰 강에 의해 형성된 평탄한
하안 단구를 따라 쌓여 있습니다.

마을의 북쪽에는 시레토코 반도와 그 등줄기를 따라 태평양에서 나카시베쓰 지구까지 내륙으로
뻗어 있는 시레토코 연산이 있습니다. 해발 1,000m 가 넘는 시베쓰다케는 시레토코 연산을
형성하는 화산 중 하나로, 마을에서 자동차로 15 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해발 270m 의 언덕,
개양대의 전망대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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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地區為內陸氣候，有北海道最低的平均降雪量。
내륙성 기후로 홋카이도에서 가장 평균 적설량이 적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2 월(가장 추운 달) 평균 기온 : -6.9℃
(최저기온기록: -26.0℃)
・8 월(가장 더운 달) 평균 기온: 17.7℃
(최고 기온 기록: 36.5℃)
・최대심적설: 61cm

5. 환대의 마음과 매력이 넘치는 나카시베쓰초
홋카이도에는 그 밖에도 인구가 많은 도시가 많이 있지만 나카시베쓰초는 이 지역의 상업
중심지이며 소매점이나 음식점, 병원이 충실하고 또 공항까지 있어 느긋한 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 여행지의 하나로서 또한 이주 후보지로 추천할 만한 장소입니다. 나카시베쓰초에서는
도시에서 마을로 이주해 컨트리 라이프를 즐기고 싶어 하는 분들을 환영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토지 구획을 임대하는 제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나카시베쓰초에 자주 방문하여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인생을
즐기며 양질의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행과 이주 모두 훌륭한 장소인
나카시베쓰의 매력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카시베쓰초는 도토 지방의 항공수송 거점이 되고 있으며 마을 중심부에서 자동차로 불과 10 분
거리인 네무로 나카시베쓰공항은 신치토세공항(삿포로)에서 50 분, 하네다공항(도쿄)에서 100 분
거리입니다.

전철이 다니지 않지만 아칸 버스와 네무로 교통이 운행되는 나카시베쓰초
교통센터(버스터미널)가 있고 마을 운영 버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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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시베쓰초는 네무로 관내의 상업 중심지로 홋카이도와 일본 전국의 사람들이 모이는 활기
넘치는 마을입니다.
¬ 나카시베쓰초는 많은 관광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 상업 시설이나 의료 기관도 충실하여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네무로 관내의 핵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동네병원은 14 개의 진료과목을 가지며 닥터헬기 발착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인구 23,000 명의 마을에는, 슈퍼 5 점포(전국 브랜드를 포함), 편의점 18 점포가 있습니다.
¬ 시가지 근교에는 당일 입욕이 가능한 온천 시설이 6 군데 있습니다.

약 180 채의 다양한 음식점이 늘어서 있어 선택지가 풍부한 나카시베쓰초. 미슐랭 가이드
홋카이도 버전에 게재되어 있는 가게도 9 군데 있습니다.

미쉐린에 게재 된 나카시 베쓰 음식. 왼쪽부터 : 다이 이치, 무라카미 우동, 오스테 리아 펠리스,
시레토코 징기스칸 하늘

6. 나카시베쓰의 지역문화로 촉발된 새로운 발상과 이노베이션
자유로운 분위기의 나카시베쓰초는 다른 업종 콜라보가 번성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추천할
만한 명소를 몇 군데 소개합니다.

(1) 사에키 농장 : 레스토랑과 미술관이 병설된 낙농장
주인이 농장 안에 연 레스토랑에서 사일로의 목판화를 전시한 것이 시초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판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낡은 사일로를 재활용한 미술관에 '아라카와
판화미술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소의 목판화를 전문으로 하는 저명한 판화가의 작품을 전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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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자 그 유명한 판화가 덕분에 미술관이 인기를 끌었고 나아가 미술관과 레스토랑 덕분에
사에키 농장이 유명해졌습니다. 일찍 일어나 농장 안의 산책로를 걷고 싶은 분들을 위해
빵스토어가 아침 8 시부터 오픈하고 있습니다. 빵은 1 개 200 엔, 무인 스탠드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2) 하트플라워 찰리 UB 커피 : 꽃과 아웃도어용품과 커피 즐기기
꽃과 아웃도어 상품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가게입니다. 매장 내 상품을 자유롭게 둘러보고 갓
내린 커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벽난로를 둘러싼 커다란 둥근 나무 탁자는 가족, 친구,
지역주민들과 커피를 마시며 지역 지식을 쌓고 체험을 하거나 새로운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3) 토미오카 클리닝 : 나카시베쓰초 자연보호 정신에서 나온 친환경 세탁세제
65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토미오카 클리닝'이 개발한 세탁 세제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대기업의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에서 판매되어 블로그 등 에서도 화제의 세제. 나카시베쓰초에서
개발된 현지산 세제는 면 등의 천연섬유에 여분의 잔류물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섬유를
손상시키지 않고 섬유 본래의 부드러움과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료와 표백제의
사용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원단의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단 : La Laterie＼하단 : 토미오카 클리닝

7. 관광정보・액티비티
(1) 도립 유메노모리 공원
유메노모리 공원은 네무로 나카시베쓰 공항에 인접한 웅대한 자연에 둘러싸인 도립
공원입니다.평균 기온은 약 섭씨 7 도로 도내에서도 가장 서늘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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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는 '센터 존', 파크 골프장, 축구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잔디광장이 있는 '경스포츠존',
나카시베쓰공항과 직결된 광장에 구활주로가 남아있는 '날개와 만남 존' 등 3 개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개장시간은 5~11 월이 오전 6 시오후 7 시, 12 월 4 월이 오전 8 시 오후 6 시.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오픈하는 전천후 방문자 센터는 거대한 은으로 된 알 혹은 비행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광장에서는 야외콘서트 등의 이벤트가 열리며 여름에는 농구, 겨울에는 썰매
타기도 즐길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공(축구공, 피구, 농구, 배구), 바비큐 용품, 크로스컨트리
스키 용품, 썰매, 골프채, 자전거 등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2) 가구 호쿠신 : 가구, 인테리어 용품 등
호쿠신은 '여러 가지 파는 가구점' 으로 가구 외에도 많은 상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품이 빼곡히
벽과 바닥에 진열된 인테리어 잡화나 생활용품의 보고 잠시 시간을 때우기에도 방에 놓을 새로운
것을 찾기도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세련된 나무 조형물과 미술품을 비롯해 램프, 실내조명,
커튼, 카펫, 사무기기 등 골동품이나 아시아 수입품, 재미있는 주방용품, 다양한 관엽식물과
원예용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3) 나카시베쓰초 향토관(본관)
쇼와 46 년(1971) 7 월에 개관해 현지의 역사, 산업, 자연과학 등에 관한 자료를 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고유물을 비롯하여 나카시베쓰 개척 초기 자료, 선사생활 양식과 산업을 보여주는
자료 등 1,500 점을 전시. 수만점이 넘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4) 나카시베쓰초 향토관 (미도리가오카 분관)
이 건물은 쇼와 3 년(1928)에 홋카이도 농사시험장 네무로 지장의 진열관으로 건립된 후,
1978 년(1983)에 나카시베쓰초 향토관(미도리가오카 분관)으로 이축 복원되어 주로 농업에 관한
참고자료와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009 년에 국가의 등록유형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5) 무츠 목장 : 홋카이도의 대자연 속에서 승마를 체험
1971 년에 나카시베쓰초에 설립된 무츠 목장. 넓은 숲과 광대한 방목지에 둘러싸인 자연 속에서
말들이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츠팜식의 말의 사육 방법이며 유일한 말을 사육하는
방법’ 이라고 주인이 이야기하듯이 승마용의 말은 모두 무츠목장에서 태어나 자라서 인간과의
신뢰 관계를 가지고 사람과의 교류에 익숙한 온화한 말들입니다. 이렇게 소중히 길러진 온화한
말이기 때문에 누구나 안심하고 탈 수 있습니다. 승마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츠목장은 완전 초보부터 경험이 풍부한 상급자까지 모든 레벨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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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마 전 승객과 말이 서로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안장과 말과의 신뢰관계 구축, 말을 타고 정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말을 타는 시간은 각 코스의 체험시간보다 짧아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는 목장
내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나서 가까운 초원이나 숲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봄, 여름의
초록이나 들꽃, 가을의 단풍, 겨울은 설원과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코스가
참가자의 레벨에 맞추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기 자신이 말을 조종해야 합니다. 무츠목장에서는 히키마 (참가자는 타 주시고
직원이 말을 끌고 다닌다) 코스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6) 라·레토리 : 나카시베쓰초의 생우유를 이용한 제품 만들기
1992 년 오픈 이래 나카시베쓰초에서 생산된 우유를 사용하여 직접 만든 유제품이나 디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픈 당시의 제품은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 소재만의 ‘마시는 요구르트’
와 ‘아이스크림’, 나카시베쓰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순식간에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안 스타일의 젤라또도 인기가 많습니다.

(7) 꿈꾸는 케이크 가게 포르테
'모든 수제' 를 고집한 패스트리, 슈크림, 타르트, 독특한 데커레이션 케이크, 롤케이크, 쿠키, 푸딩,
계절과일 케이크 등 다양한 품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열장, 선반, 테이블, 스탠드에는 모든
종류의 상품이 죽 진열되어 있고 맛있어 보이는 매력적인 디저트에 둘러싸여 있으면 어느 것으로
할지 망설여 집니다. 나카시베쓰초에서만 볼 수 있는 특주 생크림을 사용한 엄선한 케이크는 정말
맛있답니다. 상자 모양의 과자는 근사한 선물로도 제격입니다.

(8) 무라미우동 : 본격 우동의 서양식 밸류에이션
무라미 우동은 네무로 나카시베쓰 공항에서 자동차로 10 분 정도 거리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가게
주인 무라카미 유야 씨의 '도토에 우동 문화를 알리고 싶다' '우동을 나카시베쓰초 주민의 생활의
일부로 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부터 2015 년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맛있다고 소문난 인기있는
가게로 옛날 우동은 물론 까르보나라 등 전통을 깨는 맛의 우동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식의
모던함과 흰색 기조로 나뭇결을 살린 밝은 실내공간은 혼자 와도 친구, 가족과 와도 부담 없이
입점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동, 고기 우동, 카레 우동, 기쓰네 우동, 야채 안카케 우동,
덴푸라 우동 등 우동 요리가 중심이지만 '타케시타보쿠죠 모짜렐라 치즈 튀김' 등 현지 특유의
상품도 있습니다. 가게의 간판 메뉴인 까르보나라 우동은 나카시베쓰산 고다 치즈를 갈아 먹는
창의적인 일품. 카르보나라 우동이 테이블로 나오면 '스톱’ 이라고 말할 때까지 직원이 고다
치즈를 갈아서 우동에 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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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지 음식 두 가지 '밀키'
・ 나카시베쓰 밀키 카레
1 식 분량의 카레에 나카시베쓰초에서 생산된 우유가 100ml 들어 있습니다. 우유의 양이 많아
크림 스튜처럼 생긴 '화이트 카레' 입니다. 시내 어느 점포에서 먹어도 나카시베쓰 밀키 카레의
맛이 변하지 않도록 2009 년에 나카시베쓰 식당 조합이 정한 '밀키 카레 기준' 에 따라 만들고
있습니다.

・ 나카시베쓰 밀키 라면
한 끼당 100 밀리리터의 우유가 들어간 이 라면은 나카시베쓰산 우유만 사용되며 정식 명칭은
'나카시베쓰 밀키 라면' 입니다. 나카시베쓰 밀키 카레와는 규칙이 다르며 한 끼당 100 밀리리터의
우유만 넣으면 각 점포만의 오리지널 라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무로, 시레토코(라우스) 지역의 자세한 내용은 이곳으로
https://hokkaido.japandrive.com/ko/area/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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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標津町）サケとの共生の歴史-標津町

연어와의 공생의 역사-시베쓰초
2021-01-14

1. 시베쓰초에 대해서
(1) 개요
시베쓰초는 인구 5,140 명, 오호츠크해의 도마리만에 면한 홋카이도 동부 지역의 마을로, 홋카이도
최북단과 홋카이도 최남단의 중간 즈음에 위치합니다. 시베쓰초의 북동부에는 시레토코반도를
형성하는 연산이 있으며, 오호츠크해로 돌출한 이 반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해안변을 북상하면 라우스초가 있는데 시레토코반도의 동쪽에 위치하여 반도로
들어가는 입구 중 하나입니다. 시레토코반도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입구는 반도의 서쪽에 있는
샤리초로, 시베쓰초의 북서에 위치합니다.

‘시베쓰'라고 하는 마을 이름은 아이누어로 ‘커다란 강'을 의미하는 ‘시 펫'에 유래되었다는 설이
일반적이나, 한 가지 더 ‘많은 연어'라는 의미의 ‘시베오쓰'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標津
(시베쓰)’라는 한자가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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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쓰초의 기후는 마을의 북서에 있는 산간부와 바다에 면한 평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평야부에서는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비교적 온난하며 봄부터 여름까지 냉량다습하고 안개가
끼는 날이 많은데 특히 연안부에서 안개가 발생합니다. 연간 평균 기온이 6℃ 전후로 서늘하고
여름은 덥다기 보다는 온후하며, 5 월부터 9 월까지 평균기온은 15℃ 전후입니다. 눈은 12 월부터
내리기 시작하여 4 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산간부는 눈이 매우 많이 내리나, 시가지가 있는
평야부는 맑게 개어 기온이 비교적 높고, 남안저기압으로 인해 큰 눈이 내리나 총 강설량은 적고
온화한 기후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홋카이도 이외의 일본열도에서는 초여름에 3~4 주 정도
장마가 이어지나, 시베쓰초는 홋카이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통상 장마가 없습니다.

(2)산업
수산업
시베쓰초에서는 농업 뿐 아니라 수산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업, 특히 연어잡이는 이
지역에서 예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역사는 1 만 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한 일본
유수의 가을연어 어획량을 자랑하는데 연간 연어 어획량이 4,114t(약 137 만 마리)에 이릅니다.
풍부한 연어는 시베쓰초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식량으로, 시베쓰어업협동조합은 일
년에 한 번 마을 주민들에게 연어를 한 마리씩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연어에 이어 2 번째로
어획량이 많은 것은 가리비입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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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쓰초의 산업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그 대부분은 인근 나카시베쓰초・베쓰카이초와
마찬가지로 낙농과 축산으로, 인근 마을과 함께 광활한 낙농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작물농업도 행해지고 있는데 주로 무를 재배합니다. 또한 마을 전체(약 630km2)의 약 70%를
차지하는 삼림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임업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3) 연어를 포함한 해산물 등을 다함께 만끽
시베쓰초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수확물을 나누어 주는 일로도 신문에 자주 실리고 있습니다.
・9 월에는 시베쓰어업협동조합에서 모든 마을 주민에게 연어를 통째로 한 마리씩 무료로 나누어
줍니다.
・8 월과 12 월에는 시베쓰어업협동조합에서 모든 마을 주민에게 가리비 2kg(12~14 개)를 무료로
나누어 줍니다.
・12 월에는 시베쓰초 농협에서 모든 마을 주민에게 버터 2 개를 무료로 나누어 줍니다.
・가을에는 수산가공진흥협회에서 모든 학교에 급식으로 ‘연어알 덮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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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시는 길
시베쓰초에는 철도가 부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수단으로 비행기와 차(버스・택시)를
이용합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은 네무로나카시베쓰공항으로, 마을에서 서남서쪽으로 20km
거리입니다. 공항에서 시베쓰초까지는 자동차, 버스 또는 택시를 타고 약 20 분 걸립니다.
시베쓰초로 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기
도쿄(하네다공항) ~ 네무로나카시베쓰공항 : 약 100 분
삿포로(신치토세공항) ~ 네무로나카시베쓰공항 : 약 50 분

자동차
나카시베쓰초 ~ 시베쓰초 : 약 20 분
구시로시 ~ 시베쓰초 : 약 120 분
네무로시 ~ 시베쓰초 : 약 95 분
아바시리시 ~ 시베쓰초 : 약 12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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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리・지세
시베쓰초의 면적은 624.68km2 로, 도쿄 23 구와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 토지의 약 70%에 해당하는
약 430km2 가 삼림으로 뒤덮여 있으며, 벌판 등을 포함한 비율은 74.3%입니다. 밭은 토지 전체의
19.5％, 목장은 5.0％이며, 택지와 잡종지는 불과 0.6％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베쓰초는 네무로진흥국 관내 중부에 위치하며, 북쪽은 우에베쓰강으로 라우스초와 경계가
나뉘고, 시레토코반도로 샤리초와 경계가 나뉩니다. 또한 남서쪽(약 20km)은 나카시베쓰초,
남쪽(약 40km)은 베쓰카이초에 접해 있습니다. 시베쓰초의 서쪽 절반은 시레토코연산의 산맥에서
이어지는 광활한 곤센대지가 펼쳐지며, 동쪽의 연안부는 시베쓰강과 주루이강 등 하천이 흐르는
평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쪽은 눈앞에 펼쳐지는 바다의 불과 24km 앞에 지시마열도 최남단의
구나시리섬을 바라보는 네무로해협에 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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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어와 시베쓰 주민들의 역사
시베쓰초는 시레토코반도가 붙어 있는 곳 옆에 위치한 마을로, 주요산업인 어업으로
번창했습니다. 일본 유수의 가을연어 어획량을 자랑하여 ‘연어 마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시베쓰초는 고대로부터 연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마을 강 유역을 중심으로
약 1 만 년 전인 조몬시대부터 사쓰몬시대(7~12 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수혈 주거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수는 약 4,400 기에 이르러, 일본 최대의 수혈군 ‘시베쓰유적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른 유적에는 없는 특징으로, 많은 연어 뼈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시베쓰의 유적군이 1 만 년 전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현재에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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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어

(1)시베쓰초의 태평양연어
태평양에는 6 종의 연어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태평양연어'라고 불리는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6 종이라 하더라도 종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이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6 종의 연어는 모두 일본 근해에 서식하고 있으나, 일본 수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은
시로자케(별명 : 아키자케, 아키사케, 첨새먼 등), 가라후토마스(별명 : 핑크새먼 등),
사쿠라마스(별명 : 마스새먼, 체리사먼 등) 3 종입니다. 시베쓰 근해에서 주로 잡히는 상기 3 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

연어(시로자케)(학명 : Oncorhynchus keta)는 이 종의 이름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아키사케'
또는 ‘첨새먼'으로도 통용되기도 합니다. ‘첨'은 ‘반점' 또는 ‘표시'를 뜻하는 치누쿠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시베쓰에서는 이 연어가 가을에 잡히기 때문에 시베쓰뿐 아니라 홋카이도
전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아키사케'라고 부릅니다. 몸길이는 약 60～75cm 로 체장, 체고, 체폭이
다른 종과 비교하여 ‘높이'가 눈에 띄는 종입니다.

2.

가라후토마스(학명 : Oncorhynchus gorbuscha)는 태평양연어 중에서 가장 작아 몸길이는 50～
60cm, 평균 체중은 2.2kg 입니다. 또한 태평양연어 중에서 서식 수가 가장 많은 종입니다.
산란시기 수컷의 모습이 특징적으로, 등이 크게 솟아올라 ‘셋파리마스'라고도 불립니다.

3. 사쿠라마스(학명 : Oncorhynchus masou)의 분포범위는 캄차카, 지시마열도, 사할린 주변의
태평양 북부부터 남쪽으로는 한반도, 대만, 일본까지 넓어집니다. 다 자란 물고기의 체중은 2.0～
2.5kg, 몸길이는 약 50c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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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어의 생태
연어는 소하어(산란하기 위해 바다에서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물고기)로, 민물에서 부화하여
수개월부터 수년간(종에 따라 다름) 바다(해수)로 이동합니다.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온다(모천회귀)고 예로부터 알려져 있는데, 이는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도
대체로 사실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길을 잃고 태어난 곳과는 다른 강에서 산란하고
마는 연어도 있습니다. 연어의 종에 따라 모천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다는
점도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연어는 어릴 적 자신이 태어난 강의 물 냄새를 기억해 돌아온다고
합니다.

(3) 연어의 일생과 습성
연어는 태어나 바다로 내려가면 3～5 년간 매우 긴 거리를 이동합니다. 연어의 산란시기는 종에
따라 다양하며, 11 월에서 1 월 늦은 시기에 산란하는 연어가 있는가 하면, 일본에 서식하는
연어처럼 9 월에서 12 월 이른 시기에 산란하는 종도 있습니다. 연어는 담수로 돌아와 산란한 후,
통상 불과 2 주일만에 죽습니다. 산란 시에는 많은 경우, 얕은 강이나 지류를 이용해 강바닥에
‘둥지'를 만듭니다. 둥지라 해봐야 모래와 자갈을 작게 파내 움푹 팬 것입니다. 암컷 연어는 최대
3,000 개의 알을 낳고 거기에 수컷 연어가 방정합니다. 이후 암컷 연어가 모래와 자갈을
지느러미를 이용해 덮어 산란이 마무리되고 알은 자연히 부화되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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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본과 홋카이도에서의 연어 식문화
이즈시
이즈시는 홋카이도 및 도호쿠 지방 등에서 먹는, 발효시킨 초밥의 일종입니다. 이즈시의 재료로는
생연어, 청어, 꽁치 등의 생선토막이 쓰이고, 여기에 쌀누룩을 섞은 쌀을 넣고, 채소(양배추, 무,
당근, 생강, 오이, 고추 등)를 넣고 술을 뿌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밥을 조릿대 잎으로 감싸, 무거운
돌을 얹어 재워두며 발효시킵니다. 쌀이 녹아 없어지고 발효된 생선에 간이 배면 완성입니다.

연어 창창야키
홋카이도에서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향토요리 중 하나로, 특히 시베쓰 같은 어촌에서 즐겨
먹습니다. 창창야키는 갓 잡아 싱싱한 연어 토막을 채소와 함께 후라이팬 등에서 뚜껑을 닫고
익히고 된장, 설탕, 소금(취향에 따라 생강 및 마늘)으로 양념을 한 요리입니다. 채소는 당근, 피망,
양배추, 감자, 옥수수, 버섯, 대파 등 취향에 따라 선택합니다. 창창야키와 밥 만으로도 얼마든지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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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어 보존방법
사케토바
‘사케토바'라고 불리는 연어 포의 일종이 일본에서 만들어집니다. 재료는 토막 낸 연어와 소금뿐.
토막 낸 연어를 바람에 말리며 수일에 거쳐 완전히 건조시켜 딱딱해진 것을 먹거나, 건조시킨
연어를 석쇠구이로 먹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몸에 좋은 안주로, 일본주나 맥주와 잘
어울립니다.

훈제 연어 훈제 연어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처리해 연어에 소금을 골고루 묻혀
있습니다. 연어를 취향에 따라 소금을 조정 담그는뿐입니다. 달콤한 경우 필릿 무게의 3 %, 중간
매운맛은 5 %, 드라이은 10 %에 소금물을 사용합니다. 단맛과 매운맛의 훈제 연어는 구워 밥과
함께 그대로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며, 드라이은 주먹밥의 재료로 적합하다.

연어 ‘야마즈케'
연어 야마즈케의 전통적인 조리법은 연어와 소금을 차례차례로 켜켜이 쌓습니다. 그 위에
누름돌을 얹어 수일 간격으로 위아래를 바꿔주며 수일간 숙성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연어의
감칠맛이 잘 살아납니다. 이 다음, 물에 담가 소금기를 빼고 찬 바람에 말리면 완성입니다. 연어
야마즈케에는 냉장기술이 발명되기 한참 이전부터 생선을 보존하던 선대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계승되어온 전통적인 조리법은 생선을 보존할 뿐 아니라 조리한 후
더욱더 깊은 맛을 냅니다. 통에 담긴 연어 야마즈케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주는 홋카이도
기념품으로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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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유산

(1)시베쓰 지역의 ‘연어 성지' 이야기가 일본유산으로 인정
네무로 관내의 4 개의 시정(네무로시, 시베쓰초, 베쓰카이초, 라우스초)에 사는 사람들은 연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연어는 몇 세대에 걸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2020 년 6 월 19 일 사람과 연어에 관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4 개의 시정의 이야기는 일본유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본유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인정은 이야기를 증명하는 문화재가 4 개의 자치체 모든 곳에 걸쳐 남아있기 때문에
‘시리얼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일본유산에 대해서
문화청에서는 일본의 문화・전통을 다룬 이야기를 일본유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재 및 역사적 매력을 보호・유지하여 미래 세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문화청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이야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유산으로 인정하는 이야기는 문화청이 정한 다음 3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1. 역사적 경위 및 지역의 풍습에 기인하고 세대를 넘어 계승되고 있는 전승, 풍습 등을 반영한
것일 것.
2. 이야기의 중심에는 지역의 매력으로 발신하는 명확한 테마를 설정하고, 건축물 및 유적・
명승지, 축제 등 지역에 기인하여 계승・보존되고 있는 문화재와 관련된 것을 다룰 것.
3. 단순히 지역의 역사 및 문화재의 가치를 설명하기만 하는 것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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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광정보・액티비티
시베쓰연어과학관（시베츠 연어공원）
과학관이라는 이름의 장소이지만, 연어에 관한 과학 및 전시에 주력한 수족관이기도 합니다. 일본
최대 규모로, 과학관 내에는 전 세계에 서식하는 30 종 이상의 연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물고기 길 수조를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과학관에서는 연어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다른 물고기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철갑상어가 인기가 많은데, 철갑상어가 손가락을 깨무는 ‘손가락 깨물기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http://s-salmon.com/

포강사적자연공원
포강사적자연공원에는 1 만 년 전 옛날부터 이어져온 고대유적이 있어, 인류가 고대부터 이
지역에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 지역의 자연환경이 일체적으로 보존되어
있어 개척기보다 훨씬 이전의 홋카이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이차니 카리카리우스
유적(7~12 세기 사쓰몬문화 수혈주거지군)과 시베쓰습원, 2 가지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방문객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비지터 센터에서는 시베쓰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곳 더
방문하고 싶은 곳이 바로 ‘개척마을'로, 홋카이도 개척 당시의 건물을 복원한 역사적 건축물 등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공원을 흐르는 포강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원시적 경관인 강을 보존하기 위해 강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카누를 타고 강을 내려갈 수 있으므로, 맑은 강물과 멋진
자연경관 속에서 카누 체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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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누 체험
・소요시간 : 1 시간 30 분 ~ 2 시간
・시즌 : 통상 6~10 월(해마다 영업일이 다르므로 사전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료 : 4,800 엔(가이드 비용, 보험료, 입장료 포함) ※체험 종료 후, 추가요금 없이 원내를
산책할 수 있습니다
・신청 : 2 일 전까지
・예약전화번호 : 0153-82-2131
시베쓰초 에코투어리즘교류추진협의회(평일만)
・집합장소 : 포강사적자연공원 비지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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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무로, 시레토코(라우스) 지역의 자세한 내용은 이곳으로
https://hokkaido.japandrive.com/ko/area/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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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別海町）
豊富な自然に恵まれた牧歌的な町-別海町・野付半島

천혜의 자연에 둘러싸인 목가적인 마을 베쓰카이초·노쓰케반도
2021-01-14

1. 베쓰카이초의 개요
베쓰카이초는 홋카이도의 동쪽 끝, 네무로 관내의 중앙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을 동쪽은
오호츠크해에 면해 있습니다. 동서 61km, 남북 44km 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초(町)’로서는
일본에서 세 번째로 넓은 1,320km2 입니다(1 위는 홋카이도 도카치군 아쇼로초의 1,408km2, 2 위는
홋카이도 오호츠크 관내에 있는 엔가루초의 1,332km2).

최신(2020 년 11 월 말 시점) 인구는 14,821 명으로, 1960 년 21,878 명을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베쓰카이초엔ㄴ 인구의 7 배에 해당하는 소가 있습니다.

‘베쓰카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이곳에 흐르는 니시베쓰카와의 하구 근처가 구불구불하여,
아이누어로 ‘강이 구부러진 곳’이라는 의미인 ‘베쓰카이’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이누어 ‘베쓰카예’가 일본어로 바뀔 때 ‘베쓰카이’와 ‘벳카이’로 읽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미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지만, 1971 년에 베쓰카이무라에서 베쓰카이초로 바뀌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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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베쓰카이’로 통일되었으며, 현재는 공식 문서와 표지판 등에서 모두 베쓰카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0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벳카이’라는 이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2. 산업
베쓰카이초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어업으로, 특히 생우유 생산량에서 일본 전국 1 위를 자랑하며
낙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동쪽으로 오호츠크해(네무로만)를 끼고 있어서,
연안부 주민들은 어업을 주요 산업으로 삼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낙농업: 일본에서 최대 생우유 생산량을 자랑하는 베쓰카이초의 낙농업은 대규모로 효율적으로
기계화된 경영을 함과 더불어, 재미있게 ‘홋카이도 체험’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어업: 베쓰카이초의 어업은 어획량이 큰 가을철 연어와 더불어, 가열하면 선명한 붉은색으로
변하여 ‘바다의 루비’라 불리는 홋카이 시마에비 새우와 성게알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가리비잡이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역 먹거리로 유명한 ‘가리비 버거’를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수산업: 벳카이초의 어업 종사자는 일찍부터 연어를 비롯한 어패류의 재배 어업에 착수하였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어획량 확보를 실현하였습니다.
가리비잡이와 연어잡이에서는 전체 어획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바다 자원의
유지 증진을 목표로 1996 년에 개업한 성게 종묘 육성 센터에서는 성게의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어 종묘 생산 센터도 2000 년부터 가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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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시는 방법
베쓰카이초는 홋카이도 최대의 도시인 삿포로시에서 동쪽으로 390km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로는 네무로시(동쪽으로 74km)와 구시로시(남쪽으로 115km)가 있으며, 모두 다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이 지역에 가장 인기가 많은 관광지는 베쓰카이초 동쪽 연안에서 오호츠크해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노쓰케반도입니다.

비행 소요 시간
하네다 공항(도쿄)에서
메만베쓰 공항까지 약 1 시간 45 분
단초구시로 공항까지 약 1 시간 35 분
네무로나카시베쓰 공항까지 약 1 시간 40 분
신치토세 공항(삿포로)까지 약 1 시간 35 분

간사이 공항(오사카)에서
신치토세 공항(삿포로)까지 약 2 시간 10 분
구시로(공항)까지 약 2 시간

신치토세 공항(삿포로)에서
네무로나카시베쓰 공항까지 약 50 분

자동차 이용 시 소요 시간
네무로나카시베쓰 공항(가장 가까운 공항)에서 약 30 분
메만베쓰 공항에서 약 2 시간
단초구시로 공항에서 1 시간 반~2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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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무로시(115km)에서 1 시간 반

4. 역사
홋카이도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베쓰카이초도 정부가 1869 년에 설치한 개척사에 의해 일본
각지에서 입식(入植)이 이루어지며 발전했습니다. 중앙 정부가 도내의 벽지를 개척하여 농지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입식을 촉구하는 정책을 내세웠던 시기의 일입니다. 개척사는 1882 년에 그
역할을 마치고 폐지되었지만, 도외에서 온 입식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1890 년대부터
1920 년대까지였습니다.

베쓰카이초의 역사를 보면, 홋카이도의 입식이 시작되며 이른 단계부터 개척이 이루어졌고,
이곳의 주요 산업이 어업이었기 때문에 동부 연안부가 처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00 년대가
되자 농업이 주류가 되기 시작하였고, 개발의 중심이 연안부에서 내륙부로 옮겨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1933 년 이후에는 낙농업이 발전해갔으며, 오늘날에는 베쓰카이초에서 가장
유명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철도는 홋카이도의 소위 개척 시대에 베쓰카이초가 발전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자 수가 계속 감소하여 경영이 악화하였고, 상당히 이른 시기인 1989 년 폐선되었습니다.
이윽고 베쓰카이초의 철도 사업을 대신하여 아칸 버스와 네무로 교통 등 지역 기업 두 곳이
운영하는 더욱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저렴한 버스 산업이 탄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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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리
1,300km2 에 이르는 드넓은 베쓰카이초의 대부분은 완만한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릉지가 낙농업에 가장 적합한 비옥한 목초지여서 자연스럽게 낙농업이 주요 산업이 되었으며,
생우유 생산량에서 일본 최고의 마을로서 유명해졌습니다.

6. 기후
베쓰카이초는 입지로 인해 내륙부가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인 데 비해, 연안부는 해양성
기후입니다. 연간 평균 기온은 6.57℃로 선선하며 연간 평균 강수량은 1,000mm 입니다.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홋카이도의 겨울 이미지와 반대로, 의외로 기록에 남아 있는 최대 적설량은 불과
1m 정도입니다. 일 년 중 가장 추운 1 월 평균 기온은 -6.4℃, 2 월은 -5.6℃입니다. 기록상으로는
2 월 최저 기온은 -21.4℃, 1 월 최저 기온은 -20.4℃였습니다. 일 년 중 가장 더운 7 월과 8 월에는
최고 기온이 모두 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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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쓰케반도의 개요
베쓰카이초의 동해안에 위치한 노쓰케반도는 네무로 해협을 향해 뻗은 전체 길이 26km 의
해안선을 끼고 있습니다(노쓰케반도 지역은 베쓰카이초와 시베쓰초에 걸쳐 있습니다). 반도는 약
3,000 년 전에 남쪽으로 흐르는 해류에 의해 운반된 모래가 퇴적하여 만들어졌고, 긴 사주(沙洲)와
멀리까지 옅은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쓰케반도와 노쓰케만은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로서
산림, 해안, 습지대 등 다양한 자연의 보고입니다. 독특한 경관을 지닌 도도와라, 나라와라라
불리는 장소 등이 있습니다. 노쓰케만의 수심은 4m 전후로, 거머리말 등의 저생 조류가 우거져
있고, 홋카이시마에비 새우 등 해양 생물과 새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도도와라
예전 도도와라에는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오리나무, 떡갈나무 등의 원생림으로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반 침하와 그에 따른 해수의 침입으로 원생림이 침식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나무들이 부식되고 풍화되었습니다. 예전의 풍성했던 자연은 현재 선
채로 말라 죽은 나무들이 가득한 황량한 토지만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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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스럽게도 바다의 침식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토지가 깎이고 나무들의 부패도 나날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볼 수 있는 말라비틀어진 산림의 슬픈 모습마저도 바다의 침식에
저항하지 못한 채 이윽고 해면에 삼켜져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라와라
나라와라도 기본적으로는 도도와라와 마찬가지로, 해수로 인한 나무들의 침식이 진행 중인
평지입니다. 관광객들도 잘 볼 수 있는 도로 일부를 제외하고 습지에서는 산책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라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들로는 물참나무, 사스래나무, 마가목, 고로쇠나무 등이 있습니다.

들풀
6 월 무렵이 되면, 노쓰케사키 등대를 중심으로 류진사키 일대에 해당화, 검나리, 부채붓꽃이
만개합니다. 원생화원 부근의 습지대에 두루미의 번식지가 있어서, 둥지를 한창 만들 때인 가을
무렵에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들새
이 지역은 조류 관찰을 하기에는 최적의 지역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일본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들새의 약 40%에 해당하는 260 종의 들새가 관찰됩니다. 철새가 가장 많이 날아드는
시기에는 약 6 만 마리의 물새가 찾아오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새와 수많은 귀중한 새들의
모습도 볼 수 있어서 특별한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그중에서도 흰꼬리수리, 두루미 그리고
참수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새를 관찰하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이 지역이 겨울 혹한기를
포함하여 일 년 내내 개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베쓰카이초의 초조(町鳥)는 백조입니다. 시베리아 동부에서 여름을 보낸 백조는 10 월 무렵부터
남하하여 베쓰카이초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12 월 하순에 호수가 완전히 얼면, 백조들은
안전한 장소를 찾아 노쓰케만으로 이동하고 1 월 상순부터 3 월 중순까지 그곳에서 지냅니다.

육지 동물

북방여우
북방여우는 홋카이도, 사할린, 지시마 열도, 그리고 일본 주변 일부 섬들에 서식합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습지와 표고가 높은 지역, 그리고 노쓰케 반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북방여우는 몸길이가 100cm 전후로, 홋카이도 이남의 혼슈, 시코쿠, 규슈에서 볼 수 있는 보통의
붉은여우보다 약간 크고 적갈색으로 귀의 일부와 발이 검은 것이 특징입니다. 쥐나 토끼, 곤충,
그리고 가을에는 과일이나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북방여우는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촌충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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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의 숙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 관광객은 절대로 이들 위험한 야생 동물을
만지려 하거나 가까이 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년에는 사람들이 자주 먹이를 주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 여우가 먹이를 찾아 마을로 찾아오는 일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직접 먹이를 주거나, 먹이를 던져 주거나, 놓고 가는 등의 행위는 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점박이물범
점박이물범은 귀가 없는 물범의 총칭입니다. 털빛은 회색이나 은회색으로 전신에 짙은 색의
얼룩무늬가 깨처럼 흩어져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는 새하얀 색으로,
3 월 하순부터 5 월 무렵에 걸쳐 오호츠크해에서 태어납니다. 시간이 흐르면(일본에서는 출산 후
불과 2~3 주) 솜털이 벗겨지고, 깨 같은 반점 무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점박이물범은
오호츠크해를 비롯하여 북태평양의 유빙역과 해역에 서식하며, 동해와 오호츠크해 사이의
해역에는 약 10 만 마리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노쓰케만 크루징에서는 얕은 물가에 누워 있는
점박이물범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점박이물범의 수명은 최장 35 년으로, 체중은 80~110km, 몸길이는 1.5~2.0m 정도입니다. 바다에서
잡히는 명태와 대구, 청어 등의 어류를 먹고, 젊은 점박이물범은 오징어나 문어 등의 연체류,
새우나 게 등의 갑각류도 먹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주로 물고기만 먹게 됩니다.

람사르 협약에 근거한 와이즈 유스(현명한 이용)
우타세부네라는 범선으로 이루어지는 홋카이시마에비 새우잡이는 ‘현명한 이용’의 한 예입니다.
우타세부네는 거머리말의 생육을 훼손하지 않고 수심이 얕은 장소에서도 이동 가능하며 새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원 보호를 위해 고기잡이 시기는 여름과 가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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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 토도와라, 나라와라, 노하나쇼오부, 큰 고니, 북극 여우, 점박이 물범

8. 관광 정보·액티비티
노쓰케만 크루즈
노쓰케만을 둘러보는 관광선을 타고 노쓰케반도를 감상하며 관광을 즐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도와라 코스, ‘아라하마완도 코스’, ‘외해 코스’ 등 3 가지 크루즈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선은 4 월 중순부터 10 월 말까지 운항합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관광지로서도 유명한
도도와라로 가는 코스입니다. 도도와라는 예전에는 아름다웠던 원생림이 해수에 침식되어 말라
죽은 숲이 되어버린 황량한 토지입니다. 조개잡이 철에는 아라하마완도에서 본격적인
바지락잡이를 즐길 수 있는 코스도 인기가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네무로 해협에서 구나시리토,
노쓰케반도를 감상하는 외해 코스도 있습니다. 또한 만 안을 둘러보는 바닥이 평평한 작은 목조
어선을 탈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인 7 월 중순부터 8 월 중순까지는 아칸 버스가 운행하는 정기
버스 ‘도도와라 호’와 물범 관찰 투어 등도 있습니다.

빙평선 워크
이곳에서는 ‘빙평선(氷平線)’이라 불리는 대자연의 신비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바닷물로
만들어진 수평선이 아니라, 그 바다가 얼어 끝없이 펼쳐진 얼음이 자아내는 얼음 수평선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얼음 대지를 걷는 체험은 겨울철 관광객에게 큰 인기가 있는 액티비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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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 버거
베쓰카이초는 가리비잡이로 유명합니다. 가리비 버거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 지역 레스토랑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지역 먹거립니다. 춘권으로 만들어 천천히 튀긴 가리비를 사각형 홋카이도산 밀
번에 끼우고 세 종류의 소스를 더해, 500ml 의 맥주잔에 따른 지역산 우유와 함께 제공되는 것이
정규 규칙입니다.

노쓰케 반도 네이처 센터
노쓰케 반도에 있는 이 센터는 반도의 자연과 역사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가게도 있으며, 간단한 식사도 드실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 노쓰케만 크루즈, 빙평선 워크, 가리비 버거, 노쓰케 반도 네이처 센터

네무로, 시레토코(라우스) 지역의 자세한 내용은 이곳으로
https://hokkaido.japandrive.com/ja/area/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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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ドライブルート （女満別空港ルート）

네무로 드라이브 코스: 메만베쓰 공항 코스
2020-12-22

호수! 화산! 온천! 산! 평원! 바다! 야생동물! 지구와 역사를 느껴볼 수 있는 와일드 코스!

메만베쓰 공항에서 출발하는 이 루트는 우선 일본 최대의 칼데라 호수인 굿샤로코 호수, 그리고
그 절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비호로토게 고개, 활화산인 이오잔 산 등 그야말로 지구의
고동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쪽으로 차를 달리면 나오는 나카시베쓰의
가이요다이 전망관에서는 360 도의 파노라마가 눈 앞에 펼쳐지며, 홋카이도의 거대한 대지는 물론
지구가 동그랗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홋카이도의 중요 산업인 낙농업 풍경을
가까이에서 만나거나, 그 은혜를 맛보고 동물들을 접하며 이해를 넓힐 기회도 있습니다.
시레토코 반도의 라우스초, 샤리초에서는 풍부한 바다의 생명력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야생동물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바시리의 아바시리 시립향토박물관에서는 이 오호츠크의
땅에서 어떤 문화가 발전해 왔는지에 관해 귀중한 전시품과 함께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자연, 문화, 음식, 역사로 가득 찬 이 코스를 꼭 한번 즐겨보세요!

Start/Goal , 1 휴게소 ‘회전 파노라마 비호로토게’・굿샤로코, 2 굿샤로호 스나유, 3 이오잔산, 4
가미노코이케 연못, 5 가이요다이 전망관, 6 온천, 7 라우스 비지터 센터, 8 시레토코 세계 유산
루사 필드 하우스, 9 시레토코곶 히구마 보트 크루즈(시레토코 라우스 링클), 10
구지라노미에루오카(고래가 보이는 언덕) 공원, 11 섬올빼미 관측소(민박 독수리 숙소), 12 휴게소
‘시레토코・라우스’, 13 시레토코 산마루, 14 시레토코 오호, 15 하늘로 이어지는 길, 16 이쿠시나
원생 화원, 17 아바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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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굿샤로코 호수 지역
메만베쓰 공항에서 차로 30 분 정도 달리면 굿샤로코 호수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의 휴게소
'구룻토 파노라마 비호로토게'에 닿습니다. 굿샤로코 호수는 일본에서 가장 큰 칼데라
호수(세계에서 2 번째)로, 그 크기나 아름다움에 압도됩니다. 날씨 운이 좋으면 운해를 보는 행운도
누릴 수 있답니다!
비호로 고개에서 굿샤로마슈 호반선을 경유하여 50 분 정도면 아토사누푸리에 닿습니다. 도중에
고탄 온천이나 스나유 등 굿샤로코의 호반에 있는 온천에서 쉬어 가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고탄
온천은 호수의 수면과 같은 높이에서 몸을 담글 수 있는 노천탕이며, 스냐유(모래찜질 온천)는
호반의 모래를 파면 솟아 나오는 온천입니다.
아토사누푸리(이오잔 산)란 아이누어로 '벌거숭이 산'이라는 의미를 지닌 활화산입니다. 수증기가
솟아 나오는 모습에서는 그야말로 지구가 맥동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증기를 이용하여
만든 온천 달걀을 매점에서 판매하니 꼭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오잔 산에서 북동쪽으로 차를 달려 낙엽송이 우거진 아름다운 숲속을 나아가면,
가미노코이케라는 신비로운 연못에 갈 수 있습니다. 코발트블루 색으로 빛나는 그 연못은 마슈코
호수(가마이토=신의 호수)의 복류수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가미노코이케(신의 아들 연못)'라고
불립니다. 일본에서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홋카이도에서만 서식하는 곤들매기라는
아름다운 물고기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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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굿샤로호, 비호로토게(길, 경관), 굿샤로호 스나유, 이오잔, 가미노코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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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이요다이 지역
가미노코이케에서 다시 동쪽으로 나아가면 나카시베쓰초에 가이요다이 전망관이라는 절경 명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이는 파노라마 풍경은 그야말로 초록 융단이 펼쳐진 것만 같습니다!
아름다운 목초 지대와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선을 통해 '동그란 지구'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 주변에서 추천하는 온천 숙소는 '유야도 다이이치'입니다. 숲과 강에 둘러싸여 새의 지저귐과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이
땅에서 자란 식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해서 만든, 소재의 풍미를 살린 다양한 일본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라우스초로 향하는 도중에는 멜로디 로드라는 독특한 도로가 있습니다. 아스팔트에
홈을 파서 자동차의 주행음에 음정이 붙어 멜로디가 들립니다. 지나갈 때는 꼭 직접 귀로 확인해
보세요♪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가이요다이(공중 촬영, 전망), 유야도 다이이치(외관, 내부,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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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우스 비지터 센터 지역
라우스초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라우스 비지터 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세계유산 시레토코가
얼마나 독특하고 귀중한 곳인지, 어떻게 하면 시레토코를 120% 즐길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지터 센터 근처에는 홋카이도 지정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간헐천도 있기에 곧바로 시레토코가
가진 대자연의 박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지라가미에루오카 공원(고래가 보이는 언덕 공원)에서는 라우스의 마을과 쿠나시르섬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운이 좋으면 고래와 돌고래가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요!
휴게소 '시레토코·라우스'에서는 라우스의 관광 정보와 일기 예보 등 여행에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 층에 있는 시레토코 식당에서는 라우스의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라우스 다시마 라~멘'도 별미입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만끽하고 싶은
분은 '라우스마루오우 하마다 상점'도 추천합니다. 라우스에서 잡아 올린 제철 식재료를 맛볼 수
있습니다!(영어 메뉴 있음). 또한, 매점 코너에서는 여행 선물로 제격인 라우스의 해산물도 살 수

있습니다!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시레토코토게, 구나시리전망탑, 라우스바다에서 본 시레토코 반도,
라우스 마루우오 하마다쇼텐(외관, 가게 내부), 시레토코쇼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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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레토코의 야생동물
시레토코의 매력을 말하는 데 있어 야생동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레토코 세계유산 루서필드 하우스에서는 라우스에서 볼 수 있는 해양 동물과 그 동물들이 육상
동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루서필드 하우스에서 시레토코미사키 곶 방면으로 10 분 정도 가면 아이도마리 어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출발하는 시레토코미사키 불곰 보트 크루즈를 타면 해상에서 불곰이나 에조사슴과 같은
대형 야생동물을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야생동물 말고도 화산 활동과 유빙으로 인해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단애 절벽의 경관은 압권입니다.
시마후쿠로 옵저버토리(와시노야도 민박)는 멸종 위기종인 섬올빼미를 높은 확률로 관찰할 수
있는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대급 올빼미인 섬올빼미는 홋카이도 전체에서
150 마리 정도밖에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야생 상태에서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이곳에서는 야생 섬올빼미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한 설비 안에서
안전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시레토코 세계유산 루사 필드 하우스, 큰곰, 라우스다케, 시마후쿠로
옵설버토리(관찰지점, 관찰룸, 시마후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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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레토코고코 호수 지역
시레토코 반도 동쪽의 라우스에서 서쪽의 우토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해발 738m 의 시레토코토게
고개를 지나가야 합니다. 7 월 초순까지는 잔설이 하얗게 빛나는 아름다운 시레토코다케 산, 9 월
하순부터는 아름다운 단풍, 날씨가 좋은 날에는 쿠나시르섬이라는 절경을 시레토코토게 고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레토코 반도의 우토로 방면에는 시레토코고코 호수라는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신록이 아름다운
7 월경에는 수파초의 군생을 볼 수 있으며, 바람이 잔잔한 날에는 호수에 선명히 비치는 시레토코
반도를 볼 수 있습니다. 불곰이 출몰할 확률이 높은 지역이므로, 불곰 활동기에는 가이드가 있는
투어에 참가해야 하는 등 시기에 따라 이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토로항 근처의 높이 60m 의 거암 '오론코 바위'에 오르면 맑고 푸른 오호츠크해와 시레토코
연산 등의 절경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시레토코토게 고개는 동절기 통행금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의 도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구나시리전망탑, 시레토코토게, 바다에서 본 시레토코반도,
시레토코 5 호, 시레토코 5 호의 나뭇길, 오론코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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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호츠크해 드라이브
시레토코에서 아바시리시로 향하는 도중에 '하늘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불리는 길이 있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마치 하늘로 뻗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꼭
한번 들러 보세요.
샤리초의 시가지로부터 4km 정도 거리에 이쿠시나 원생화원이 있습니다. 때 묻지 않은 자연이
남아 있는 이곳에는 6 월 하순부터 7 월 중순에 걸쳐 '에조스카시유리'라는 오렌지색의 아름다운
꽃이 만발합니다. 또한 해안선 근처에는 오호츠크해와 시레토코 연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아바시리 감옥은 중요 문화재로도 지정된 아바시리의 관광 명소입니다. 아바시리 형무소의
역사를 통해 홋카이도 개척과 일본의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바시리 시립향토박물관은 홋카이도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 중 하나로, 아름다운 건물은
유형문화재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1 층에서는 오호츠크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을 매우 높은
퀄리티의 박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2 층에서는 오호츠크의 역사를 실제 전시물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풍경, 하늘로 이어지는 길, 이쿠시나원생화원,

박물관아바시리형무소(공중 촬영, 정면), 아바시리시립향토박물관

1. 안전하게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한 정보는 여기
https://hokkaido.japandrive.com/ko/howto
2. 네무로 지역의 기사는 여기
https://hokkaido.japandrive.com/ko/area/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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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ドライブルート （たんちょう釧路空港ルート）

네무로 드라이브 코스: 단초 구시로 공항
코스
2020-12-22

장대한 해안선과 웅대한 습지, 낙농 풍경을 오감으로 느낀다! 땅끝 순례 코스

구시로시를 출발하여 때 묻지 않은 대자연이 자아내는 경치와 식사를 즐기면서 일본 본토 최동단
네무로시의 노삿푸곶을 방문해보세요!
우선 람사르 협약에도 등록된 3 개의 습지와 호수・늪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그중에서도 구시로
습원의 대 파노라마, 두루미와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모습에 감동할 것입니다. 동쪽으로 더
이동하면 곤센 대지의 대 낙농 지대를 지납니다. 이곳에서는 소젖 짜기 등의 체험이 가능한
농장도 있어 낙농가의 생활이나 먹거리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의 스토리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네무로 반도로 차를 몰고 가면 이번에는 장대한 해안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절경은 꼭 네이처 크루즈나 산책으로 즐겨보세요. 본토 최동단 노삿푸곶에 도착하면
스이도(해협)에 떠 있는 하보마이 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수산업과 낙농업이 활발한 이
지역에서는 신선한 해산물과 낙농 제품을 맛보고, 대지의 기운을 마음껏 흡수하여 여행의
에너지로 바꿔보세요! 자, 일본의 땅끝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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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Goal 단초 구시로 공항, 1 구시로시 단초 두루미 자연공원, 2 구시로시 습원전망대, 호소오카
전망대, 3 ‘미치노에키’ 앗케시 구르메파크/앗케시 미각 터미널 콘킬리에, 4 기리탑푸곶(도후츠곶
등대), 5 네무로 해협 크루즈, 6 오치이시 네이처 크루즈, 7 「휴게소」 스완 44 네무로, 8 슌쿠니타이
원생야조공원 네이처센터, 9 네무로, 10 노삿푸 곶, 11 아케사토 이토☆목장, 12 구시로 피셔맨스
워프 MOO

1. 구시로 습원・기리탓푸 습원 지역
단초구시로 공항에 도착하면 우선 구시로시 두루미 자연공원에 들러보세요. 두루미는 아이누어로
「사로룬카무이(습원의 신)」라고 불릴 만큼 신성시되고 있고, 국가 특별 천연기념물인 동시에
홋카이도의 도조(道鳥)로 지정된 말하자면 홋카이도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공원 안에 펼쳐진
늪지는 습원의 자연을 그대로 살려 조성되어 있어,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아름다운 두루미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봄에는 새끼가 태어날 수도 있어, 가을에 걸쳐
종종걸음으로 어미 새를 쫓아다니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럽답니다!

40 분 정도 차로 달리면 「호소오카 전망대」라는 매우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일본 최대 습원으로, 귀중한 동식물이 수많이 서식하고 있는 구시로 습원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푸른 대지, 굽이쳐 흐르는 구시로강, 아칸의 산 등 대
파노라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이곳뿐입니다!

배가 고프면 북쪽 바다의 맛있는 식사를 하러 가보세요. 구시로 습원에서 차로 약 1 시간 10 분
정도 가면 도내에서도 손꼽히는 인기를 자랑하는 휴게소 「앗케시 구르메 파크」에 도착합니다.
앗케시만에서 1 년 내내 채취되는 신선한 굴은 생으로는 물론, 구이나 양식 등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절경이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 느긋하게 드라이브해보세요. 1 시간 정도 달리면 멜로
영화의 무대가 된 「기리탓푸곶」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50m 높이의 절벽에 초여름까지 꽃이 피어
그 낭만적인 경관에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이 주변에는 봄부터 가을에 걸쳐 약 300 종의 꽃이 피어 일명 꽃의 습지라고도 불리는 「기리탓푸
습원」이 펼쳐집니다. 예쁜 꽃들의 이름이 궁금하면 곶에서 차로 15 분 정도 거리에 있는
「기리탓푸 습원 센터」에 가보세요. 카페도 있어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면서 습지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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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탓푸 습원 센터에서 차로 1 시간 15 분 정도 달리면 네무로시에 도착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까지 시간이 있으니 「메이지 공원」을 산책해 보는 건 어떠세요? 국가 등록 유형 문화재로
등록된 대형 사일로가 사진 찍기에 좋습니다. 물론, 저녁 식사는 현지의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회전 초밥 네무로 하나마루」외에는 생각할 수 없죠! 지역 주민과 관광객으로 붐비는 매장
안에서는 다양한 초밥이 테이블을 돌고, 무엇을 먹을지 고민되지만 외국어 메뉴도 있으니

안심하세요!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구시로시 두루미 자연공원, 구시로 습원(호소오카 전망대), 키리탓푸
미사키, 키리탓푸 습원, 메이지 공원, 회전 초밥 네무로 하나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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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무로 반도 지역
오호츠크해와 태평양에 둘러싸인 네무로 반도는 그야말로 자연의 보고입니다! 그 대자연을
만끽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반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오치이시 지구에서 출항하는 「오치이시
네이처 크루즈」입니다. 현직 어부가 운전하는 어선을 타고 무인도와 실제 어업 현장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이기도 한 아름다운 빨간 부리를 가진 멸종위기종 바다새 에투피리카를
만난다면 그야말로 행운! 무려 일본에서도 이곳에서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지역의 하이라이트가 가까워집니다! 오치이시 지구에서 차로 약 50 분, 일본 본토
최동단 「노삿푸곶」에 도착하면, 새하얀 노삿푸 미사키 등대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이 등대는
홋카이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안개가 많은 이 해역에 사는 사람들을 약 150 년 전부터
뒷받침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해협 너머로 펼쳐진 북방영토 하보마이 제도는 「여기가 일본의
땅끝」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꼭, 곶 앞에 있는 네무로시 북방영토 자료관에서 여행
기념으로 일본 본토 최동단에 온 것을 증명하는 「사극 답파 증명서」를 받으세요. 그 외에 본토
최동단의 편의점이나 우체통 등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연속해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해안선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네무로 풋패스」를 걸으며
절경을 찬찬히 만끽해보는 건 어떠세요? 풋패스는 foot(걷기)하는 path(오솔길)라는 뜻으로 경관을
즐기기 위해 마련된 산책로입니다. 3 개의 패스(코스)가 있지만, 꼭 「벳토카 패스」를 산책해보세요.
벳토카역을 출발하여 계곡을 넘으면 목초 지대 안쪽에 습원과 바다가 펼쳐져, 녹색과 파란색의
대비에 압도됩니다. 아기자기한 고산 식물과 해안을 배회하는 말과 만남에 마음이 설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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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낙석 네이처 크루즈, 에투피리카, 크루즈 운영 스태프, 노삿푸 미사키
등대, 네 극 답파 증명서, Bettoga Foot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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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슌쿠니타이・후렌호 지역
네무로시 자연의 매력은 바다뿐만이 아닙니다! 네무로 반도 서혜부에는 일본 들새의 절반 이상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하여 「들새의 성역」이라고도 불리는 슌쿠니타이・후렌호가 있습니다.
슌쿠니타이는 길이 8km, 최대 폭 1.3km 정도의 길고 가느다란 모래톱으로 때 묻지 않은 자연
속에 희귀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웃한 후렌호돠 함께 2005 년 람사르 협약에도
등록되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나뭇길을 걷다 보면 모래사장, 갯벌, 습원, 초원, 삼림으로 경관이
변화하고, 환상적인 풍경 속을 두루미와 참수리 같은 새들이 반겨줍니다.

이처럼 볼거리가 아주 많은 슌쿠니타이를 충분히 즐기려면 사전에 「네무로시 슌쿠니타이 원생
들새 공원 네이처 센터」에 들러보세요. 이곳에서 쌍안경 대여나 자연 전문 직원에게서 들새 관찰
포인트나 추천 코스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산책 후에는 후렌호 남쪽에 있는 휴게소 「스완 44 네무로」에 들러보세요. 레스토랑과 쇼핑
구역이 있고, 특히 인포메이션 구역에서는 외국인을 위해 다국어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 휴식을
취하면서 여행 계획을 짜는 데 이상적입니다. 꼭 레스토랑에서 네무로 10 경 중 하나인 후렌호를
바라보면서 네무로의 향토 음식 「에스칼로프」를 드셔보세요.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슌쿠니다이, 후렌코, 슌쿠니다이의 목도(2 장), 슌쿠니다이 네이처
센터(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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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농 체험 지역
네무로시와 구시로시에 걸쳐 있는 곤센 대지를 드라이브하면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수많은 소와
말들이 여러분을 반겨줍니다. 사실 이 지역은 안개가 많고, 밭농사를 짓기 힘든 서늘한 기후
때문에 약 70 년 전만 해도 불모지로 여겨졌지만, 새로운 낙농 모델을 만들기 위해 1950 년대부터
대규모 기계 개간이 시작되어, 지금은 일본을 대표하는 대 낙농 지대가 되었습니다. 이 웅대한
낙농 풍경을 바라보노라면 이름 모를 개척자들의 땀과 눈물이 느껴집니다.

「아케사토 이토 목장」도 그 당시부터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생명체가 먹거리가 되기까지의
스토리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목장주의 바람에서 염소나 토끼 등의 가축과 만날 수 있는
「앗토코 가축동물원」과 다양한 낙농 체험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실제 외양간에
들어가 젖 짜기나 먹이 주기, 버터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에 참여하고 생명의 따뜻함을
직접 손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체험 후에는 목장 내에 오래된 축사를 리노베이션한 「레스토랑 ATTOKO」에서 목장에서 기른
네무로 단각 와규 비프 스튜나 햄버거를 드셔보세요. 일본에서는 식사를 시작할 때 요리에 사용된
식재료의 생명이나 만들어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꼭 큰소리로 「이타다키마스(잘 먹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식사해보세요.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 아케사토 이토 목장, 레스토랑 ATT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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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시로 지역
구시로항은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어항입니다. 신선한 해물을 즐기려면 구시로역 바로 앞에 있는
구시로 와쇼 시장에서 「갓테동」을 드셔보세요! 이 덮밥은 정말 독특한데요. 시장 내 생선 가게를
돌며 신선한 재료를 취향대로 선택하여 나만의 덮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배가 채워지면 구시로강
유역에 있는 「구시로 피셔맨스 워프 MOO」에서 부담 없이 쇼핑을 즐겨보세요. 식물원도 있어
휴식을 취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면 MOO 에서 도보로 1 분 거리에
있는 누사마이바이시에 가보세요. 세계 3 대 석양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구시로 석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경치 명소입니다. 아름다운 석양에 황혼이 들면 여행을 추억을 되새겨

보세요.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와쇼시장, 갓테동, 구시로 피셔 맨스 워프 MOO, 구시로시의 석양
1.안전하게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한 정보는 여기
https://hokkaido.japandrive.com/ja/howto
2.네무로 지역에 대한 기사는 여기
https://hokkaido.japandrive.com/ja/area/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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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ドライブルート （たんちょう釧路空港から根室中標津空港ルート）

네무로 드라이브 코스: 단초 구시로 공항에서
나카시베쓰 공항 코스
2020-12-22

경치 좋은 곳이 너~무 많은! 홋카이도의 대자연과 문화,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구시로~나카시베쓰 투어

홋카이도에서 만나보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있나요?
이 코스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것은 특별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와 아칸호수의 마리모입니다!
아칸호수에서는 홋카이도의 원주민인 아이누의 문화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동쪽으로
달려 찾아가는 다음 목적지는 노쓰케반도. 이곳은 일본 들새의 40%를 볼 수 있는 들새의
천국입니다!
일본 유수의 연어 산지인 시베쓰초에서는 연어를 비롯, 민속문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나카시베쓰초에서는 홋카이도의 트레이드 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소'와 만나는 체험을 하고,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광활한 파노라마 풍경이 펼쳐지는 절경 명소 가이요다이에서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되고, 끝없이 뻗은 길 밀크로드에서는 홋카이도가 얼마나
넓은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동식물과 대자연, 문화, 음식을 맛보며 홋카이도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에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Start 단초 구시로 공항, 1 아칸 국제 두루미 센터 【구루스】, 2 아칸코 온천, 3 네무로 해협 크루즈,
4 오다이토, 5 노츠케 반도 네이쳐 센터, 6 시베쓰, 7 시베쓰 연어 과학관(연어 수족관), 8 시베츠쵸
포강 사적 자연공원, 9 시베쓰온천, 10 가이요다이 전망관, 11 나카시베쓰
나가시베쓰, Goal 나카시베쓰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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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칸호수 에어리어
아칸 국제 두루미 센터【그루스】에서는 두루미의 생태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 년
내내 두루미를 관찰할 수 있으며, 두루미의 월동지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야생 두루미가
300 마리 이상 찾아오는 사료 급여 장소가 있습니다. 아칸호수 에어리어는 옛 천엔 지폐에 그려져
있던 일본의 상징적인 존재 두루미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장소입니다. 두루미를
만나본 후에는 차를 타고 40 분 정도 달려 아칸호수로 이동합니다.
・
아칸호수 유람선을 타고 활화산인 오아칸다케와 지금도 연기가 솟아오르는 메아칸다케의
다이내믹한 경치를 즐기며 마리모 전시 관찰 센터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마리모의 생태계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마리모는 동그랗고 귀여운 식물입니다. 아칸호수의 특수한 조건 아래 해초가
모여 동그랗게 된 것으로, 이렇게 크고 동그란 모양을 띠는 것은 전 세계에서도 이곳
아칸호수뿐입니다. 유람선 발착지에서는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어 언덕길도 편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 아칸코온천가 이동 시에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아칸호수 에코 뮤지엄 센터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마리모와 아칸호수가 원산지인
각시송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산책로를 따라 10 분 정도 이동하면 ‘봇케'라고 불리는
지질현상인 이화산에 갈 수 있습니다. 봇케산책로는 유람선 타는 곳까지 이어져 있어,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아칸호수의 자연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습니다. 꼭 산책하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걸어서 15 분, 자전거로 5 분 거리에 아이누코탄이 있습니다. 아이누코타는 홋카이도의
원주민인 아이누민족이 살던 부락을 말합니다. 민예품점, 아이누요리 음식점, 아칸호수 아이누
시어터 이코로도 있어 아이누의 문화를 현재에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및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이누 고식 무도는 일 년 내내 아칸호수 아이누 시어터
이코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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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아칸코의 마리모, 아칸 국제 두루미 센터[두루미자리], 아칸코,
아이누코탄(2 장), 아칸 호반 에코 뮤지엄 센터

2. 노쓰케반도 에어리어
동쪽으로 차를 타고 달려 노쓰케반도로 이동합니다. 노쓰케반도는 시레토코반도와 네무로반도
사이에 위치한, 총 길이 26km 일본 최대 규모의 모래 반도 ‘사취'라고 불리는 지형입니다.
노쓰케반도・노쓰케만은 람사르조약 등록습지이며, 약 260 종류의 들새와 꽃들이 피는 땅입니다.
반면, 해수에 침식되어 말라버린 나무들(도도와라・나라와라)이 세상의 끝을 연상시켜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노쓰케반도를 즐기기 위해서는 오다이토 어항에서 출항하는 크루즈선을 추천! 베쓰카이초
관광선의 도도와라 코스에 참가하면 노쓰케만으로 놀러 온 귀여운 바다표범과 멸종위기종인 철새
흑기러기 등 귀중한 야생동물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도도와라 부두에 도착하면
산책로 또는 트랙터 버스로 노쓰케반도 네이처 센터로 이동합니다. 센터에서는 노쓰케반도의
독특한 동식물과 역사 전시, 특산품 판매, 계절에 맞는 네이처 투어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은 ‘빙평선 워크 투어'입니다. 노쓰케반도의 아름다운 수평선은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얼어붙어 빙평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투어에 참가하면 스노슈를 신고 얼음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경치를 마음껏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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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노쓰케반도, 나라와라, 노쓰케만의 바다표범, 베쓰카이초 관광선,
노쓰케 반도 네이처 센터, 하마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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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강 주변 에어리어
일본 유수의 연어 산지인 시베쓰초.
시베쓰초에 있는 시베쓰 연어 과학관은 바로 “연어'' 수족관입니다. 전 세계에 서식하는 연어류
18 종 30 종류 이상을 전시하고 있어, 연어과 어류 전시 종류 수는 일본 최고! 또한 시베쓰강과
연결할 수 있는 어도수조에서는 가을에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모습과 산란 행동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독특한 체험으로 인기인 것은 철갑상어의 ‘손가락 깨물기' 코너.
이빨이 없어서 아프지는 않지만 스릴 만점입니다!

다음은 과학관에서 5 분 정도 거리에 있는 포강사적자연공원으로 이동합니다. 방문자안내소에
병설되어 있는 시베쓰초역사민속자료관에서 시베쓰초의 자연・역사・문화를 사전에 배워두면
공원 산책을 더욱더 즐길 수 있습니다. 산책 루트로 가면 개척시대의 건물을 복원한 개척촌이
있고, 더 걸어가면 천연기념물인 시베쓰습원의 장대한 경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공원 이름의
유래가 된 포강은 용수가 원류인 아름다운 강입니다. 강 주변에는 조몬시대부터 사람이 살던
수혈주거지 터 모습이 지금까지 움푹 패인 모습으로 남아 있고, 이차니 카리카리우스 유적이라고
불립니다. 먼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 상상해보며 1 시간 반 정도 산책을 즐겨보세요.

시베쓰초에서 추천하는 식당은 ‘향토요리 다케다'입니다. 마을 특산품인 연어와 연어알, 연어포
등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하루의 마무리는 역시 온천이죠. 시베쓰온천은
24 시간 끊이지 않고 원천이 공급되며, 온천수 성분이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행으로
지친 몸을 따뜻한 온천에 담그고 피로를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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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시베쓰 연어 과학관, 포가와 사적 자연공원(수혈식 주거터, 목도,
시설내, 전시), 향토 요리 다케다

4. 밀크로드 주변 에어리어
낙농왕국, 홋카이도 나카시베쓰초. 이 마을 중심부에 소를 테마로 한 게스트하우스 ‘ushiyado'가
있습니다. 마을 전체를 마치 숙박업소처럼 만든 “마을숙소''로, 마을 내 음식점, 온천시설과의
일체감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주변시설의 기본정보와 매력 등을 손으로 직접 쓴 지도에서는 마을에 대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침 6 시 반부터 시작되는 “낙농가의 일상. 아침 목장 산책!” 체험은 5 월부터 11 월까지
개최됩니다. ushiyado 주인의 목장에서 우사와 소젖 짜는 모습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버터 만들기
체험&아침 식사'' 체험에서는 나카시베쓰에서 한정 제조되는 귀중한 나카시베쓰 생크림으로
버터를 만들고, 그 버터로 아침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는 나카시베쓰의 절경 명소인 가이요다이 전망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곳에서
내다보이는 광활한 파노라마 풍경은 그야말로 커다란 초록빛 융단! 아름다운 목초지대와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선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새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별을 관측하고
아침에는 일출을 보며, 24 시간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이요다이 전망관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하여, 끝없이 곧게 이어지는 길 ‘밀크로드'를 달립니다. ‘우유를 출하하는 탱크로리가
달리는 일직선 길'의 의미로 밀크로드라는 이름이 지어졌으며, 지도상에는 쭉 뻗은 직선도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세로로 된 와인딩 로드입니다. 기복이 단순한 직선도로에는 없는 매력을
라이더와 드라이버에게 선사합니다. 자동차 또는 바이크를 타고 목가적인 풍경을 바라보며 달리면
홋카이도의 광활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경치뿐 아니라 나카시베쓰초의 맛있는 음식도 즐겨 보세요! 홋카이도산 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는 ‘시레토코 징기스칸 소라-SORA-'와 나카시베쓰초의 신선한 생우유로 만든 젤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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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유제품을 판매하는 ‘라 레토리 나카시베쓰'도 추천합니다.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ushiyado(외관, 내장), 카이요다이, 하늘로 이어지는 길, 라레토리
나카시베쓰(점내２장)
1. 안전하게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한 정보는 여기
https://hokkaido.japandrive.com/ja/howto
2. 네무로 지역의 기사는 여기
https://hokkaido.japandrive.com/ja/area/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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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ドライブルート （新千歳空港ルート）

네무로 드라이브 코스: 신치토세 공항 코스
2020-12-22

홋카이도의 대자연・역사・문화・음식을 남김없이 즐길 수 있는 대만끽 코스!

홋카이도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웅대한 대자연과 그 속에서 왕성하게 살아가는 야생 동물들, 무엇을 먹어도 맛있는 홋카이도
별미, 아이누 문화나 드라마틱한 개척의 역사 등… 모두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만, 그런
홋카이도의 문화를 마음껏 만끽하실 수 있는 코스입니다!
삿포로~아사히카와의 주요 관광 스팟부터 비호로~데시카가의 깊은 대자연이나 아이누 문화를
접하고 「땅의 끝」으로도 불리는 시레토코 반도~네무로 반도에서 야생 동물이나 연어의
다이나믹한 생태계를 피부로 느껴보세요.
1 번 이 코스를 체험하면 홋카이도는 이제 충분할까요? 아니오, 이를 계기로 홋카이도를 더 알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홋카이도 입문 코스입니다!

Start/Goal 신치토세 공항, 1 삿포로, 2 아사히카와시 아사히야마 동물원, 3 다이세쓰잔 소운쿄·
구로다케 로프웨이, 4 휴게소 ‘회전 파노라마 비호로토게’, 굿샤로코 호수 스나유, 이오잔산, 5
마슈코 호수 제 3 전망대, 가와유 온천, 6 시레토코 오호, 7 라우스 비지터 센터, 8 시베쓰 연어
과학관(연어 수족관), 9 노츠케 반도 네이쳐 센터, 10 슌쿠니타이 원생야조공원 네이처센터, 후렌
호, 「휴게소」 스완 44 네무로, 11 오치이시 네이처 크루즈, 12 구시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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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치토세 공항~도토까지
삿포로 시가지에서는 스프 카레나 징기스칸을 비롯한 홋카이도의 인기 별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삿포로에서는 식사나 음주를 마무리하면서 달콤한 파르페를 즐기는 「마무리 파르페」가
일반적입니다.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멋진 카페도 많으므로 꼭 마무리 파르페를 만끽하여 이 롱
코스의 좋은 스타트를 끊어보세요! 1 일의 마지막에는 모이와 산에서 일본 3 대 야경의 하나이기도
한 삿포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로맨틱한 분위기에 취해보세요.
삿포로 다음으로는 아사히카와 시의 아사히야마 동물원 방문을 추천합니다!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행동 전시라고 하는 스타일의 동물 전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생한 동물 본래의
운동 능력이나 자유로운 동물들의 평소의 생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사히카와에서 더 북쪽으로 가서 일본 최대의 국립 공원인 다이세쓰 산 국립 공원의 구로다케
케이블카에 타면 새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장대한 경치를 위에서 내려다보실 수 있습니다.
밤에는 대자연의 한가운데에 있는 소운쿄 온천의 노천탕에서 웅대한 경치를 구경하면서 느긋하게
탕에 잠겨서 풍성한 녹음에 둘러싸여 몸도 마음도 씻어내보세요.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모이와야마, 아사히야마동물원(북극곰, 호랑이), 다이세쓰산국립공원,
구로다케 로프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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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수와 산, 포토제닉 풍경의 연속
더 동쪽으로 차를 타고 달려보세요. 굿샤로 호를 내려다보는 절경의 휴게소 「빙그르르 파노라마
비호로 고개」에서 휴식을 취하시다 보면 일본 최대의 칼데라호(세계에서 2 번째)인 굿샤로 호의
그 장대함이나 아름다움에 압도당하실 것입니다. 기후 조건이 좋으면 운해를 보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는 오호츠크 지역의 특산품을 사용한 식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호로 고개에서 40 분 정도면 아토사누푸리(유황산)에 가실 수 있습니다. 아토사누푸리란
아이누어로 「민둥산」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입니다. 수증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은 마치 지구가 맥동하는 것 같습니다! 매점에서는 그 수증기를 사용해 만든
온천계란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토사누푸리에서 15km 정도의 장소에 마슈 호가 있습니다. 「마슈 블루」라고도 불리는 이 호수의
물이 아름다운 이유는 마슈 호에는 유입되는 물줄기도 유출되는 물줄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풍성한 수량은 모두 토양 등에 의해 여과된 용천수가 유입된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호수의
물이 탁해지지 않고 일본 최고의 투명도를 가진 호수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가와유 온천은 온천 시설마다 각각 원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각 온천 시설마다 다른
효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온천 거리에는 여러 가지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온천 시설

밖에서 식사도 즐기는 플랜을 짜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비호로토게, '미치노에키' 구룻토 파노라마 비호로토게, 굿샤로호,
이오잔, 마슈호, 가와유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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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레토코 반도
다음은 아이누어로 「땅의 끝」을 의미하는 시레토코 반도로 안내합니다.
시레토코고 호에서는 다양한 습지 식물에 더해 신록이 아름다운 7 월경에는 천남성의 야생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람이 세지 않은 날에 볼 수 있는 호수에 거울처럼 비친 시레토코
연산의 모습은 압권의 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곰의 활동기에는 가이드 동반 투어에 참가할
필요가 있는 등 시기에 따라 이용 방법이 바뀌므로 주의해주세요.
시레토코고 호를 만끽한 후에는 시레토코 고개를 지나서 라우스 측으로 향해보세요. 시레토코
횡단 도로(시레토코 고개)부터는 7 월 상순까지는 잔설이 하얗게 빛나 아름다운 시레토코 산, 9 월
하순부터는 아름다운 단풍, 날씨가 좋은 날에는 구나시리 섬을 비롯한 계절마다의 절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레토코 고개에 차를 세우고 5 시간 정도의 하이킹 코스에 도전해보시면 라우스 호라는 시레토코
반도 최대의 호수가 있어서 웅대한 시레토코 연산의 경관이나 보기 드문 고산 식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우스 마을에 도착하시면 꼭 크루즈선에 도전해보세요. 시레토코 네이처 크루즈 투어에
참가하시면 라우스의 바다에 생식하는 몸길이 15m 이상에 달하는 향고래, 범고래나 참수리 등
계절에 따라 다른 귀중한 야생 동물들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구나시리 전망대에서는 구나시리 섬의 웅대한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라우스의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사진 촬영 스팟으로서도 인기입니다.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시레토코 5 호, 라우스바다에서 본 시레토코반도, 시레토코 네이처
크루즈, 구나시리전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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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鮭魚
일본 유수의 연어 산지인 시베쓰 정.
그 시베쓰 정에 있는 시베쓰 새먼 과학관은 “연어” 수족관입니다. 전세계에 생식하고 있는 연어의
동료 18 종 30 종류 이상을 전시하고 있으며 연어과 어류 전시 종류 수는 일본 최다입니다. 시베쓰
강과 연결할 수 있는 어도 수조에서는 가을에는 연어의 소상이나 산란 행동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빨이 1 개도 나지 않는 상어인 철갑상어의 「손가락 덥석」 등 물고기와
친해질 수 있는 체험 코너, 치어 코너나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연어과의 물고기의 생태계에
관한 전시에 더해 구나시리 섬이나 시레토코 연산까지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어 어른부터
아이까지 폭넓게 즐기실 수 있는 스팟입니다.

사진 : 시베쓰초 연어 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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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습원・바다
노쓰케 반도는 시레토코 반도와 네무로 반도의 사이에 위치하며 전장 약 26km 의 일본 최대의
모래 반도 「사취」입니다. 노쓰케 반도・노쓰케 만은 람사르 조약 등록 습지로 원생 화원으로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 260 종류의 야생 조류들과 여러 꽃들이 피어 있는 풍성한 땅입니다. 한편,
해수에 침식되어 시든 여러 나무들(도도와라・나라와라)이 세계의 끝을 연상시켜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노쓰케 반도 네이처 센터에서는 노쓰케 반도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동식물 자료의 전시뿐만
아니라 계절에 맞춘 네이처 투어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레토코의 대자연 속에 몸을 맡기고 그
장대한 스케일을 온몸으로 느끼고 즐겨보세요.
휴게소 「스완 44 네무로」는 일본 최동단의 휴게소입니다. 시설의 뒷편에는 네무로 10 경 중
하나인 「후렌 호」가 있어 방문하는 계절에 따라 계절마다의 자연 및 야생 생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병설된 레스토랑에서는 식사나 휴게를 즐기면서 후렌 호의 경치를 내려다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 정보, 야생 조류 정보를 다언어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휴게하시는 김에 여행
플랜을 짜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무로 시의 남쪽에 위치한 낙석 지구에서 현역 어부가 조종하는 어선에 탑승하는 낙석 네이처
크루즈에 참가해보세요! 희소한 바다새나 해달, 잔점박이물범 등의 해수류 등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야생 생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미치노에키' 스완 44 네무로, 슌쿠니타이 네이처 센터(외관, 내부),
후렌호, 오치이시 네이처 크루즈(배, 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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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시로
구시로라고 하면 「세계 3 대 석양」 중 하나인 누사마이 다리에서의 석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구시로의 석양이 세계 3 대 석양으로 인정된 것은 1965 년. 항구 마을인 구시로에는 전세계로부터
뱃사람들이 방문하여 그 아름다움이 유명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스트 시즌인 3 월과 9 월에
방문하면 구시로 강의 한가운데로 석양이 잠기는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시로에 오시면 꼭 로바타야끼를 드셔보세요! 로바타야끼란 어패류・육류・야채를 화로, 즉,
이로리 끝의 숯불에 구워 먹는 것으로 일설에 따르면 구시로가 발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료의
감칠맛을 그대로 맛볼 수 있어서 신선한 해산물을 손에 넣기 쉬운 구시로에서만 즐길 수 있는
먹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누사마이바시, 로바타야키

1. 안전하게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한 정보는 여기
https://hokkaido.japandrive.com/ja/howto
2. 네무로 지역의 기사는 여기
https://hokkaido.japandrive.com/ja/area/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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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ロナ対策

~2021 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전 정보~
2020-10-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염두에 두고 여행지를 선택하는 경우, 3 밀(3C)을 피하는 것이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연이 풍부한 네무로 지역에서는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이 적은 드라이브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네무로 지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상황과 홋카이도청이 제안하고
있는 감염 방지 대책, 공항·항공사·렌터카 업계의 대책, 그리고 네무로 지역의 관광 시설이
도입하고 있는 감염 방지 대책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감염자 수
홋카이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의 증가세는 비교적 차분해진 상태이며, 2021 년 1 월
6 일 시점 누적 13,972 명입니다. 그중에서도 네무로 지역은 누적 7 명으로, 도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적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 년 1 월 6 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일본)
전국 257,457
도쿄 6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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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32,078
오키나와 5,617
홋카이도 13,972
그 중 네무로 진흥국 7

최신 업데이트는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hiecc.or.jp/soudan/emg/index.html?lang=en

２．일본 홋카이도의 감염 확대 방지 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 대책으로 일본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계몽 활동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생활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여행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대책을
의식하시면서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 「새로운 생활 양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대책으로 일본 정부는 일상생활에 「새로운 생활 양식」을
도입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기본적인 감염 확대 방지책입니다.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생활 양식

[Source] https://www.covid19-inf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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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청 「신홋카이도 스타일」】
홋카이도에서는 일본 정부의 「신생활양식」을 받아들여, 도민과 사업자에게 「신홋카이도 스타일」
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홋카이도 스타일은 홋카이도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스타일로의 변혁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중 「신홋카이도 스타일」 안심 선언은 각 사업자에게 권장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 방지를 위한 시책입니다.

「신홋카이도 스타일」 안심 선언

7 가지 포인트 +1

직원의 마스크 착용·손 씻기의 철저
직원 건강 관리의 철저
자주 환기하기
설비·기구의 정기적인 소독・세척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줄이기(거리, 칸막이, 인원수 제한 등)고객에게 기침 예절·손 씻기를 호소
고객에게 이러한 시책을 공지
홋카이도 코로나 알림 시스템의 도입·QR 코드의 제시등

신홋카이도 스타일을 도입하고 있는 점포 등에는 로고 마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３．공항·항공사에서의 감염증 확대 방지 대책 사례
구시로공항, 네무로나카시베쓰 공항, 전일본공수주식회사와 일본항공주식회사에서는 국토교통성,
정기공항협회가 제시하는 「항공 분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예방 가이드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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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 따라 여행자와 종업원의 감염 예방 대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의 시책을
소개합니다.

구시로공항, 네무로나카시베쓰 공항
【종업원에게】
① 손씻기, 양치질, 손가락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의 수행
② 건강 상태 체크(발열 시, 건강 상태 불량 시, 동거 가족의 건강 상태 불량 시 출근 보류)
③ 3 밀을 차단(불특정 다수의 회식,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홋카이도 외부로의 이동 억제 등)
④ 건강 관리의 철저
⑤ 접객 부문에서의 감염 예방 대책(비닐 커튼을 이용한 비산 방지, 페이스쉴드 착용 등)
⑥ 소독제, 마스크 재고 확보 기준의 설정과 정기적인 구매
【이용자에게】
국가·업계 단체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책
「신홋카이도 스타일」의 게시, 관내 발표 사항 등의 공지
웹상에서 시책을 소개
【입주 업체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보(벤치 간격의 확대, 공간 비우기, 수하물 수령 장소나 보안 검사장 내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한 마크 첨부 등)
공유 공간의 소독, 닦아내기 작업의 횟수 증가
화장실의 에어드라이어 정지, 소독제 설치
가이드라인의 배포

전일본공수주식회사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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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 Care promise
안심하고 쾌적하게 비행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서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시책

【URL】
일본어 :https://www.ana.co.jp/ja/jp/topics/coronavirus-travel-information/initiative/
영어 :https://www.ana.co.jp/en/jp/topics/coronavirus-travel-information/

【ANA Care promise 의 지역별 대책】
(1)사전·카운터: 비닐 커튼, 자주 소독하기
(2)보안 검사장: 사회적 거리두기
(3)라운지: 자주 청소하기, 식품의 낱개 포장 등
(4)탑승구: 사회적 거리두기
(5)기내: 청소·소독, 알코올 소독 와이프의 배포, 식사 차림 방법의 개선, 승무원의 마스크·장갑
착용 등

【기내 환기의 철저】
ANA 그룹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깨끗한 공기로 환기되고 있습니다.출처: 기내 공기
순환에 관해: https://www.ana.co.jp/group/about-us/air-circulation.html
【이미지 설명】
●객실 내의 공기는 항상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환기되고 있습니다
●약 3 분간 기내의 모든 공기가 교체됩니다
●공기는 객실 내에 체류하지 않고 항상 천장에서 바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공기는 항상
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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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되며, 좌우 벽의 아래쪽에서 바닥으로 흐르고 있으며, 객실 내 또는 특정 장소에 체류하지
않습니다

[Source] https://www.ana.co.jp/group/about-us/air-circulation.html

【전일본공수주식회사 히가시홋카이도 지점으로부터의 메시지】
ANA 는 하늘 위의 새로운 일상으로 ANA Care promise 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안심·안전한 항공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ANA 의
날개를 이용하여 네무로 지역을 비롯한 홋카이도 동부에 방문해 주시기를 사원 일동이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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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항공주식회사
【시책】 일본항공주식회사의 시책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침에 따른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고객과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 모두의 감염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항」, 「항공기」, 「승무원」, 「화물」 4 개 분야에서의 권장 항목이 제정되어, 항공에
종사하는 각 사업자가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감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URL】
일본어:https://www.jal.co.jp/jp/ja/info/2020/other/flysafe/protection-measures/index.html
영어:https://www.jal.co.jp/jp/en/info/2020/other/flysafe/protection-measures/index.html

【7 가지의 습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안심 선언으로 「7 가지의 습관화」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직원의 마스크 착용과 자주 손씻기
② 직원의 건강 관리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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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비 내의 정기적인 환기
④ 설비,기구 등의 정기적인 소독·세척
⑤ 사람과 사람의 접촉 기회를 줄이기
⑥ 고객에게도 기침 예절과 손 씻기를 요청
⑦ 게시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시책을 적극 공지

【그 밖의 시책】
·종업원의 마스크, 페이스쉴드 등의 착용
·접수처에 파티션 설치
·각 장소에 소독액을 설치
·테이블, 의자, 자동체크인기 등 각 장소의 닦아내기 청소와 소독
·보안 검사장에 열 카메라(체온이 높은 사람은 직접 체온 측정을 시행)
·제균 시트를 승객에게 배포
·기내에서 승무원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화장실에 소독 스프레이를 설치
·야간에 기내 전반의 소독을 시행

【기내의 공기 순환에 관해】
비행 중, 기내의 공기는 대략 2~3 분 간격으로 교체되어 깨끗한 공기로 유지됩니다.
1. 기체 바깥의 공기를 엔진에서 압축하여 기내로 보낸다(보잉 787 은 전용 압축 장치를 사용)
2. 에어컨 장치에서 온도를 조절하여 천장에서 객실 내로 송풍
3. 객실 내의 공기는 기체 내외의 압력에 따라 바닥으로 흐르고, 동체 하부에 있는 개폐 밸브를
통해 기체 바깥으로
4. 바닥에 흐르는 공기 일부를 HEPA 필터로 세정하고 송풍량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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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에어시스템, 일본에어커뮤터에서 운항하는 ATR 형 항공기는 대략 4~6 분 간격으로 객실
내의 전체 공기를 교체하며, 홋카이도 에어시스템에서 운항하는 SAAB340B 형 항공기는 4~5 분
정도 주기로 환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재는 HEPA 필터가 아닌 방법으로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항공주식회사 구시로 지점으로부터의 메시지】
JAL 은 모든 승객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하늘의 여행을 제공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의 시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무로 지역으로는 구시로 공항, 메만베쓰 공항에서 렌터카를 이용하시면, 홋카이도 동부의
웅대한 자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462

参考資料
여러분과 기내, 공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４．렌터카
구시로·네무로 지역에서 렌터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맹한 센콘지구 렌터카협회의
감염증 예방 대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상위 조직인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에서 「렌터카 사업에서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대책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시책】
①자주 손 씻기의 철저한 실천(근무 시작 시, 휴식 후, 외출 작업 후 등)
②마스크·페이스쉴드의 착용
③자주 접촉하는 부분의 살균
④점포 내의 빈번한 환기(1 시간에 2 회 정도)
⑤송영 버스: 차내 환기(에어컨의 외기 도입, 창문 열기), 운전석과의 차단 쉴드
⑥트레이를 활용한 접객(현금이나 면허증 등의 전달 시)
⑦비말 차단 대책(비닐이나 아크릴 보드 등, 각 점포의 프런트, 구시로공항 카운터에 설치)

【이용자에 대한 시책】
①알코올 소독액의 설치(입구, 점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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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송영 버스의 환기(위와 마찬가지)
③트레이의 활용(위와 마찬가지)
④비말 차단 대책(위와 마찬가지)

【차량의 청소】
일반적인 청소와 함께 이용자가 접촉하기 쉬운 부분을 살균(알코올·차아염소산수 등)
도어 핸들, 시트, 시트벨트, 운전대, 내비게이션, 시프트 레버 등

【센콘지구 렌터카협회로부터의 메시지】
고객께서 안전·안심·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평소 렌터카 이용이 끝날 때마다 차량 점검·차량
외부의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포에서는 고객과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
점포 내의 3 밀 회피를 위해 운전자만 입점하도록 하고, 일부 점포에서는 체온 측정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고객, 발열이나 강한 나른함(권태감), 숨쉬기 어려움(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고객은 렌터카 이용을 삼가시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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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네무로 지역의 관광 시설에서 감염증 확대 방지 대책의 사례
네무로 지역의 관광 관련 시설에서 방문객과 종업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방지 대책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시설의 방침에 따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네무로시 관광 시설 등의 감염증 확대 방지 대책 사례】
다음 관광 시설에서는 마스크의 착용, 알코올 소독액의 설치, 파티션 설치, 3 밀 회피, 체온 측정,
방문자 명부의 관리 등, 감염 예방 대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장소: 네무로시 관광협회 인포메이션센터, 슌쿠니타이 네이처센터, 네무로시 북방 영토 자료관,
북방관, 네무로시 역사와 자연의 자료관, 휴게소 「스완 44 네무로」, 북방사도 교류센터 「니호로」

【네무로역 인포메이션센터】

네무로, 시레토코(라우스) 지역의 자세한 내용은 이곳으로
https://hokkaido.japandrive.com/ko/area/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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