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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야도 다이이치
호텔 요로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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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은, 오직 지평선뿐�

가을의 라우스다케 산흰죽지참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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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박이물범

나카시베쓰 공항

비경 ‘요로우시 온천’ 홋카이도 유산 ‘네무로 대지의 격자 모양 방풍림’

밀크 로드

발행협력 : 다이치미라이 신용금고　다이치미라이 기금

‘홋카이도에 왔다!’ 고 실감

물론
놀 수 있는
체험 관광

밀크 로드

세계 자연유산 시레토코의 현관

홋카이도 나카시베쓰초. 이곳은 네무로 대지의 

중앙부. 보이는 것은 오직 끝없이 펼쳐지는 

목초지대뿐인 대지를 낙엽송의 방풍림이 

갈라놓는다. 프르른 대지를 둘로 가르듯 길게 뻗은 

직선 도로의 상쾌한 드라이브는 이곳이 

홋카이도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준다.

2만 4,000명이라는 인구도 이곳에선 극단적으로 

너무 적다. 그만큼 넓은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태고부터 연면히 이어져 온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대자연이다. 엎드리면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시레토고 반도가 

있다. 수많은 새들도 주저함이 없이 날아온다.

우라마슈 전망대에서는 마슈코 호수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 많은 여행자를 매료하고 

있다.

나카시베쓰에는 시레토코의 하늘의 현관인 ‘나카시베쓰 

공항’이 있으며 도쿄와 삿포로를 직행편으로 연결하고 있다.

나카시베쓰는 시레토코 연산의 산자락에 있으며 

나카시베쓰초부터 시레토코의 산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이곳에 한 발짝 발을 내딛으면 

시레토코의 품에 푹 안긴듯한 

느낌을 실감할 수 있다.

주위에 절벽이 많은 세계 

자연유산에 등록된 시레토고 

반도의 준엄하고 격렬한 

자연환경이 인간의 침입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동식물의 보고다. 바다사자나 

바다표범 등의 바다짐승, 

사시사철 계절의 

아름다운 꽃들이 

관광객을 반겨준다.

산책길의 정비와 

관광선의 취항으로 

안전하게 홋카이도의 

대자연을 즐길 수 

있다.

나카시베쓰에는 시레토코의 하늘의 현관인 ‘나카시베쓰 

공항’이 있으며 도쿄와 삿포로를 직행편으로 연결하고 있다.

나카시베쓰는 시레토코 연산의 산자락에 있으며 

나카시베쓰초부터 시레토코의 산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이곳에 한 발짝 발을 내딛으면 

시레토코의 품에 푹 안긴듯한 

느낌을 실감할 수 있다.

주위에 절벽이 많은 세계 

자연유산에 등록된 시레토고 

반도의 준엄하고 격렬한 

자연환경이 인간의 침입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동식물의 보고다. 바다사자나 

바다표범 등의 바다짐승, 

사시사철 계절의 

아름다운 꽃들이 

관광객을 반겨준다.

산책길의 정비와 

관광선의 취항으로 

안전하게 홋카이도의 

대자연을 즐길 수 

있다.

가이요다이
표고 270m의 가이요다이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압권.

눈 아래에 푸르른 융단이 끝없이 펼쳐지며 

지평선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체감시켜 준다. 

끝없이 펼쳐지는 풍요로운 삼림과 구릉, 푸르고 

높고 넓은 하늘은 인간도 자연의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또 밤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무수한 별이 

스페이스 판타지를 연출해 준다.

요로우시 온천
조용한 자태를 자랑하는 ‘나카시베쓰의 안방’ 온천 

샘의 양이 풍부한 요로우시 온천은 나카시베쓰 

시가로부터 약 30분 거리에 있다. 자연림으로 

둘러싸인 노천탕의 곁을 흐르는 시베쓰가와 

강에서는 피라미가 잡히며 머위, 고사리, 버섯, 

땅두릅 등의 나물이 풍부하여 온천숙소의 요리에 

사용된다. 숲에 사는 동물들이 얼굴을 비치는 

산책로도 있다. 시베쓰다케 산의 등산구 

입구까지는 차로 불과 5분. 도시로부터 격리된 

자연의 모습에 마음도 몸도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온천도 솟는
편리한 시가지
홋카이도 동부지역의 중심에 위치하는 

나카시베쓰. 지역에서 가장 편리성이 뛰어난 

시가지는 식, 음, 숙소 모든 것이 도보 권내이다.

시가지에서도 온천이 솟고 수많은 온천 시설이 

있다. 필요에 맞는 숙박시설도 다수 있어 시내 안팎 

어디든 관광, 비즈니스의 거점으로서 최적이다.

나카시베쓰 공항
세계 자연 유산인 시레토고 반도와 마슈코 호수, 

신선한 어패류를 즐길 수 있는 구시로, 네무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 등, 100 km 범위 내가 

정치경제, 관광의 요충지인 나카시베쓰와 삿포로, 

도쿄를 직행편으로 연결하는 

홋카이도 동부지역의 현관문, 

나카시베쓰 공항. 겨울에도 

결항이 적고 일 년을 통해 

안정된 유통을 제공할 수 있다.

눈으로 보기만 하는 관광뿐만 

아니다. 직접 참가도 할 수 

있는 관광도 준비되어 있다.

일본에서 유일한 낙농 롱 

트레일을 즐길 수 있는 ‘기타네무로 런치웨이’. 

나카시베쓰부터 낙농 지대를 걸어 가이요다이, 

모안잔 산을 지나 마슈코 호수 가이린잔 산 경유, 

JR 비루와 역까지의 71.4 km의 트레일 코스.

전6 코스 중, 걷는 장소와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대규모 목장이나 대자연을 가까이에  

느낄 수 있다.

낙농 지역인 나카시베쓰는 유제품, 가공육 제품 

만들기도 체험할 수 있다. 나카시베쓰초 축산식품 

가공 연수센터에서는 나카시베쓰초에서 생산한 

신선한 우유를 사용한 

가우디 치즈나 스트링 

치즈 만들기 체험, 

홋카이도 동부지역의 

쇠고기를 사용한 

소시지 만들기도 

체험할 수 있으며 일 

년을 통해 매우 인기가 

있는 시설이다.

지 도 상 으 로 는 

어디까지나 길게 쭉 뻗은 

직선 도로인 밀크 로드. 

그러나 실제는 세로로 쭉 

뻗은 와인딩 로드이다. 

바로 이 기복이 단순한 

직선 도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매력을 라이더와 

드라이버에게 선사해 

준다.

어디까지나 쭉 뻗은 직선 

도로는 광대한 목초지를 

뚫고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로 뻗고 있다.

바람의 냄새와 선명한 

색채는 하나의 동선을 

가로지른 기억과 함께 

언제까지나 기억 저편에 

선명히 남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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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숙박 정보 지역 번호（0153）

시가지 온천

도요 그랜드 호텔               
나카시베쓰 휴양소 온천 여관
호텔 마루에 온천（본관）     
호텔 마루에 온천（다와라바시） 
기타 호텔   

73-1234
72-0368
73-3815
78-7888
73-2807

히가시20 기타1 
히가시20 기타8
니시1 기타2  
다와라바시            
히가시25 미나미2

178
70

120
77
36

숙박 시설명 전화 소재지 수용 인원

호텔, 비지니스용 호텔

72-2852
72-2254
72-4271
72-2278
72-2107
72-3113

니시1 기타 1
니시5 기타 1 
히가시3 미나미1
오도리키타1 
오도리미나미1  
니시5 기타2   

57
35
20
45
72
27

비지니스호텔 사토 
호텔 슈게쓰  
비지네스호텔 마루와 
호텔 가이요 인  
호텔 Biz 인 
비지니스호텔 후지 

숙박 시설명 전화 소재지 수용 인원

여관

산요 여관
미하라시소
여관 시라카와 

72-4101
72-2525
72-3698

오도리미나미4
니시1 미나미3 
히가시29 기타1

25
22
24

숙박 시설명 전화 소재지 수용 인원

민박, 펜션

민박 지헤이센     
여행자의 숙소 나카시베쓰 밀크로드
펜션 포르멘                            

74-2262
74-2109
72-7727

가이요  
무사
히가시31 기타7

18
10
22

숙박 시설명 전화 소재지 수용 인원

나카시베쓰

（우）086-1197  홋카이도 시베쓰군 나카시베쓰초 마루야마 2초메 22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