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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htseeing

오타루시 小樽市

오타루 운하 小樽運河 Map.B2
거룻배가 머물 수 있는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바다를 메꿔 만든 시설이다. 이제는 그 용도
로는 쓰이지 않지만, 분위기 있는 산책로로 정비
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63개의 가스등이 설치
된 산책로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풍기는데, 포토
스폿으로도 인기다.
구글지도 GPS 43.198089, 141.003072

키타이치 유리공방 北一硝子 Map.C2
유리 공예품을 제조·판매하는 곳으로 오타루 시
내에만 10개 이상의 직영점이 있다. 섬세하고 고
급스러운 크리스털에서 저렴한 아웃렛 상품까지
점포별로 다양한 콘셉트와 특징을 가진 제품들이
가득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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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지도 GPS 43.192277, 141.006899

텐구산 로프웨이 天狗山ロープウエイ Map.D4
시내 중심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오타루
의 상징 텐구산은 로프웨이로 정상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오타루 항구와 이시카리만의 풍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뷰 포인트로, 특히 보석을 뿌
려 놓은 것 같은 야경이 일품이다.
구글지도 GPS 43.178281, 140.975146

오타루 오르골당 小樽オルゴール堂 Map.D2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목조 인테리어로 눈길을 끄
는 오타루 대표 기념품 판매점. 일본 최대 규모로
3400 종류 이상의 오르골이 전시되어 있다. 다양
한 모양과 음악을 연주하는 오르골은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이다. 다양한 디자인과 가격에 맞게 선
택할 수 있다.

오타루시
관광지도

북쪽의 월가 北のウォール街 Map.C2
뉴욕 금융의 중심지 월가에서 이름을 따와 북쪽
의 월가라 불리던 오타루는 한때 은행이 20곳이
나 모여 있을 정도로 금융의 중심지였다. 그때 그
모습을 간직한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로 이
중 일본은행 구 오타루지점은 금융자료관으로 사
용되고 있어 내부 관람이 가능하다.
구글지도 GPS 43.197074, 141.001371

메르헨 교차로 メルヘン交差点 Map.D2
오타루 시내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정식 명칭은 ‘사카이마치 교차로’이지만 ‘메르헨
교차로’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서양풍 건물들이
즐비하고 공예점과 오르골당, 르타오가 밀집해
있다. 교차로에서 쭉 뻗어 있는 약 750m의 거리
를 따라 다양한 맛집과 기념품 상점들을 만나볼
수 있다.

Otaru
city
Tourist
map

구글지도 GPS 43.190701, 141.007832

구글지도 GPS 43.191334, 141.007234

삼각시장 三角市場 Map.B3
부지와 지붕의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라 삼각시장
이라 이름 지어진 어시장. 오타루역 바로 앞에 위
치해 있어서 접근성이 좋으며, 신선한 해산물을
판매하는 상점과 해산물덮밥을 판매하는 식당 등
이 위치해 있다.
구글지도 GPS 43.199301, 140.993914

르타오 ルタオ(LeTAO) Map.C2
우리나라에도 진출한 더블 프로마쥬로 유명한 케
이크 과자점. 르타오는 ‘친애하는 오타루의 탑’ 이
라는 뜻의 프랑스어 ‘La Tour Amitié Otaru’ 의 이
니셜을 따서 만든 이름으로, 오타루의 대표적인 디
저트 브랜드로 꼽힌다. 메르헨 교차로에 위치한 르
타오 본점은 커다란 탑 같은 모습으로 유명하다.
구글지도 GPS 43.191569, 141.00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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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poro
city
Tourist
map
삿포로시
관광지도

오타루 수족관 おたる水族館 Map.A1
바다 한쪽을 막아 바다표범과 바다사자의 서식지
를 만들어 놓은 수족관. 바다 생물들을 자연에 가
까운 모습으로 관찰할 수 있어 색다른 체험이 가
능하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어종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 더욱 인기다.
구글지도 GPS 43.237188, 141.011904

Food
카마에이 어묵 かま栄 Map.C2
어묵의 제조 공정을 견학할 수 있는 카마에이는
즉석에서 제조한 어묵을 판매하고 있다. 쫄깃한
맛이 일품인 다양한 종류의 어묵들은 오타루를 산
책하며 꼭 들러 먹어봐야 할 간식으로 꼽힌다.
구글지도 GPS 43.195995, 141.004930

초밥 寿司
오타루에는 3곳의 항구가 있어 해산물이 신선하
고 풍부해 오타루 시내에만 100곳 이상의 초밥집
이 있다. 초밥집 거리가 만들어질 정도며, 초밥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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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오타루 운하 크루즈 小樽運河クルーズ
40분간 작은 나룻배를 타고 이동하는 코스로, 오
타루 운하 곳곳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낮에는 역사적인 건축물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
고, 밤에는 수면 위에 비춰진 가스등이 아름답게
반사되는 로맨틱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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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기획 북도호쿠 3현·홋카이도 서울사무소(02-771-6191)
제작협력 라이프치히M&B(070-8947-0647, rostro@hanmail.net)
디자인 한효경(010-8591-3523) 지도·일러스트 김영언 인쇄·제본 (주)프린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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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여름 축제 さっぽろ夏まつり
매년 7월 중순 ~ 8월 중순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큰 행사로, 비어
가든, 봉오도리 춤 축제, 삿포로 바자 등이 개최된
다. 특히 오오도오리 공원 5쵸메~11쵸메에서 약
한 달간 개최되는 일본 최대 규모의 비어가든에
서는 일본 뿐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맥주를 맛 볼
수 있다.

Sightseeing

삿포로시 札幌市

오오도오리 공원 大通公園 Map.B2
삿포로 중심부에 위치해 동서로 약 1.5km에 걸
쳐 뻗어 있는 삿포로 시내의 대표적인 장소. 삿포
로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 주는 공원이며 홋카이
도의 대표적인 이벤트 개최 장소이기도하다.
구글지도 GPS 43.059921, 141.347878

모이와산 藻岩山 Map.A4
삿포로시 중앙에 위치하는 해발 531m의 산이다.
로프웨이와 미니케이블카인 모리스카를 이용해
전망대에 오를 수 있으며 가벼운 등산을 하기에
도 적합해 등산객들도 많이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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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어텀페스트
さっぽろオータムフェスト
9월 초순 ~ 10월 초순
먹거리의 천국으로 불리는 홋카이도에서 도내 각
지역의 다양한 대표 요리와 특산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 매년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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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지도 GPS 43.024961, 141.322196

삿포로 화이트 일루미네이션
さっぽろホワイトイルミネーション
11월 하순 ~ 2월 중순
눈 내리는 삿포로의 로맨틱한 이벤트. 오오도오
리 공원 외 삿포로 시내 곳곳을 일루미네이션과
오브제로 수놓는다.

시로이코이비토 파크
白い恋人パーク Map.A2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과자인 ‘시로이 코이비토’
의 제조과정을 견학하고 체험이 가능한 테마파크
다. 초콜릿의 역사와 앤티크 컬렉션에 관련된 전
시물도 있어서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만족할 만
한 스폿이다.

뮌헨 크리스마스 마켓 in Sapporo
ミュンヘン・クリスマス市 in Sapporo
11월 하순 ~ 크리스마스
독일 뮌헨시와 체결한 자매도시 30주년을 기념
하기 위해 200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크리스마
스 행사. 한 달 간 오오도오리 공원에서 크리스마
스와 관련된 잡화 및 먹거리, 독일 음식 등을 판
매한다.

구글지도 GPS 43.088945, 141.271609

JR타워 전망실(T38) JRタワー展望室 Map.B1
JR삿포로역과 연결되어 있는 JR타워의 38층에
마련된 전망실. 탁 트인 삿포로의 풍경을 지상
160m의 높이에서 조망할 수 있다. 특히 바둑판
처럼 곧게 정비된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해 삿
포로 필수 관광 코스로 꼽힌다.

삿포로 눈 축제 さっぽろ雪まつり
2월 초순
세계 3대 눈축제 중의 하나로 오오도오리 공원
1.5km에 걸쳐 다양한 크기의 설상이 전시되며
국제 눈 조각 콩쿠르도 함께 개최된다. 오오도오
리 공원 외에도 스스키노에서는 얼음 조각상이,
츠돔에서는 눈으로 만든 미로와 미끄럼틀 등이
만들어져 축제를 더욱 다채롭게 한다.

구글지도 GPS 43.068406, 141.352364

홋카이도청 구 본청사
北海道庁旧本庁舎 Map.B2
붉은 벽돌이라는 뜻의 ‘아카렝가’로 불리는 구 본
청사는 지금의 신청사가 생기기 전 홋카이도의
도청으로 사용되었던 건물. 지금은 홋카이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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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루 눈이야기 小樽ゆき物語
11월 ~ 2월 초
오타루 운하 주변을 1만개의 파란색 LED전구로
장식하고, 운하 크루즈에도 파란색 전구장식이
빛나 ‘푸른 운하’가 인상적인 축제. 운하 플라자
내부에 높이 3m의 ‘와인 글래스 타워’나 부표를
이용해 만든 부표 트리가 눈 쌓인 오타루를 로맨
틱하게 만들어준다.

구글지도 GPS 43.064197,141.347985

삿포로 TV탑 さっぽろテレビ塔 Map.B2
오오도오리 공원의 동쪽 끝에 위치한 전파탑. 삿
포로의 랜드마크와 같은 존재로, 90m 높이의 전
망대에서 오오도오리 공원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노면전차 노선도

구글지도 GPS 43.062017, 141.356472

오타루 눈빛거리축제 小樽雪あかりの路
2월 초 ~ 중순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겨울 축제 중의 하나로 시
민과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개최되고 있
다. 축제 기간 동안 일몰 무렵이 되면 하얗게 눈
쌓인 오타루 거리에 수많은 촛불이 드리워져 몽
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모에레누마 공원 モエレ沼公園 Map.D1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가 공원 ‘전체를 하나의 조
각 작품으로’ 라는 콘셉트로 설계한 곳. 본래 폐기
물 처리장이었지만, 새로운 아트 파크로 재탄생
돼 더욱 의미가 있다.
구글지도 GPS 43.122596, 141.430816

홋카이도

니죠 시장 二条市場 Map.C2
다양한 먹거리 중에서도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려
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다. 식사부터 쇼핑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며, 삿포로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도 좋다.
구글지도 GPS 43.058748, 141.35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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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맥주 박물관・삿포로 맥주원 Map.C1
サッポロビール博物館・サッポロビール園
예전 제당공장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박물관으
로 개조한 곳. 삿포로 맥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견학 시설과 신선한 삿포로 맥주를 징기스
칸과 함께 맛 볼 수 있는 비어홀, 삿포로 맥주원이
함께 들어서 있다.
구글지도 GPS 43.071671, 141.368912

Food

지하철 노선도

스프카레 スープカレー
삿포로가 발상지인 음식으로 통감자, 가지, 연근,
버섯류와 닭고기를 넣고 푹 익혀 다양한 스파이
스를 첨가해 만든다. 일반적인 카레에 비해 건더
기가 크고 국과 같은 느낌의 스프가 특징이다. 특
별히 정해진 먹는 법은 없지만 대부분 스푼으로
밥을 뜬 후 국물에 담궈서 적셔 먹는다고 한다.
징기스칸 ジンギスカン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향토요리로 양고기와 야채
등을 철판에 올려 구운 후 소스에 찍어먹는 음식
이다. 홋카이도에 사는 사람들은 각 가정마다 징
기스칸용 철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정도인데,
칼로리가 낮고 담백해서 인기다. 맥주원에서 삿
포로 맥주와 함께 징기스칸을 맛보는 것이 관광
객의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고 있다.

Sapporo & Otaru information
삿포로 관광 어플리케이션

‘삿포로 관광’(아이폰·안드로이드용)
삿포로 시영지하철 가이드 및 오프라인지도(안드로이드용)
‘Sapporo Rail Map Lite’(아이폰용)

삿포로까지 교통

전철, 약 46분
버스, 약 70~80분

신치토세 공항
오타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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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코다테역

전철, 기차 종류에 따라 32~50분
버스, 약 70분
기차, 약 3시간 45분
버스, 약 5시간 15분
비행기
약 1시간 40분

하네다 공항

기차, 약 1시간 25분
버스, 약 2시간 30분

아사히카와

오타루 여행 정보 사이트

Sapporo & Otaru Festival

삿포로역

삿포로역

삿포로역

신치토세 공항
삿포로역

https://otaru.gr.jp
https://kr.visit-hokkaido.jp

삿포로 라일락 축제
さっぽろライラックまつり
5월 중순 ~ 하순
라일락은 삿포로시를 대표하는 나무로, 매년 5월
중순부터 약 400그루의 라일락 나무가 심어져 있
는 오오도오리 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된다.

오타루까지의 교통
삿포로

전철, 종류에 따라 35~50분
버스, 약 70분

신치토세 공항

A

B

C

D

오타루

전철, 약 1시간 30분
버스, 삿포로 환승 포함 약 2시간

오타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