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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토세만의 또 다른 매력을 찾아서! 

● 시베쓰코 호수 - 사계절 다른 느낌! 

약 3 만년 전 화산활동에 의해 함몰되어 생긴 호 

수로 둘레는 약 42 ㎞, 최대 깊이 약 360ｍ(일본 

내 2 번째)의 칼데라 호수입니다. 호수는 주변의  

1,000ｍ급 산에 둘러싸여 있으며 산에서 흘러드 

는 물은 ‘시코쓰코 블루’라 불리는 독특한 색조를 

띠고 있습니다.   

<↑시코쓰코의 사계절>  

● 이끼 회랑 - 초록 물결의 향연 

다루마에산이 분화되었을 때 흘러나온 용암의 풍 

화와 침식작용에 의해 생긴 곳으로, 약 420ｍ의 

길이에 높이 약 10ｍ 

의 계곡에는 약 30종 

류의 이끼가 서식하 

고 있는 환상적인 회 

랑입니다. 

 

● 인디언 수차 

연간 약 30 만 마리의 연 

어를 포획하는 수차로 연 

어의 회유나 포획 풍경이 

실제로도 관찰가능합니다. 

● 오코탄페코 호수 

침활엽수 숲으로 둘러싸 

여 기후와 보는 각도, 시 

간대에 따라 애메랄드 

그린이나 코발트 블루로 

빛깔이 달라 보이는 

신비의 호수입니다.  

 

● 치토세 연어 고향관 

시베쓰코 호수의 근원이 되는 치토세강 근처에 자 

리하고 있는 연어 고향관은 연어와 북방권 담수어 

를 직접 볼 수 있는 아쿠아리움입니다.  

 

●온천가 

치토세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온천욕!  

시코쓰코 호수 주변에는 시코쓰코 온천을 비롯하 

여 이토온천, 마쓰하라 온천, 고마고메 온천의 4개 

온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코쓰코 온천의 미인 

탕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이토온천에서는 

시코쓰코 호수를 바라보면 즐길 수 있는 노천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현관 치토세시(千歲市) –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걸음 

국립공원 시베쓰코 호수를 비롯한 산록이 풍부 

한 자연과 물 맑은 치토세강이 흐르는 도시 치토 

세시는 홋카이도 중심인 삿포로시에 인접해 있으 

며, 국내 기간공항인 신치토세 공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치토세 공항을 중심으로는 10 곳의  

공업단지가 들어서 있고 230 개가 넘는 기업이 

입지해 있는 등 교통의 요충지인 동시에 물류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광학기 

술의 두뇌거점을 목표로 치토세 과학기술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관·학 연계에 의한 활동도 세계 

적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치토세의 치(ち)를 비행기 

모양으로 도안하여 공항도시 

임을 표현함과 동시에 국립 

공원 시베쓰코 호수와 치토 

세만의 풍요로운 대지를 이 

미지함. 

 

[치토세시의 국제교류] 

∙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시(1969 년, 자매도시)  

∙ 노르웨이 콩스베르그시(1987 년, 우호친선도시) 

∙ 중화인민공화국 장춘시(2004 년, 우호친선도시) 

∙ 한국 제주도 관광협회(1980 년, 우호친선교류) 

∙ 한국 공항고-치토세고(1994년, 자매교) 

∙ 미국 사이판 가라판초등학교-사쿠라기초등학교 

(1996년, 자매교) 

● 지명의 유래 

치토세라는 지명이 되기 전 이곳은 아이누어로  

「계곡」을 뜻하는 「시코쓰」라고 불리던 곳이 

었습니다. 그 당시 이 지역에는 많은 학이 서식 

하고 있었는데, 일본 고사인 「학은 천 년, 거북 

은 만 년」에서 유래, 천 년이라는 한자인 千歲 

를 써 지금의 치토세라는 지명이 되었습니다. 

【치토세시의 이모저모 】 
 

◇ 치토세시(千歲)의 개요 

∙면적: 594.95km2  

∙인구: 92,792 명(2008 년) 

∙주요산업: 농업은 대규모 밭농사가 많으 

며 주로 밀·대두·팥 등이 재배되고 있 

    습니다. 소·닭 등의 축산업도 왕성하 

    며, 수산업에서는 연어·송어 증식 사 

    업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태평양과 동해의 기상 영향을 받는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름 최고 

기온은 30 도 정도이며 연간 평균기온 

7 도 전후로 살기 좋은 내륙형 기후입 

니다. 장마나 태풍의 영향도 적고 강 

설량도 도내에서는 적은 편입니다. 

 

[함께 즐겨요~ 치토세의 축제!] 

∙시코쓰코 빙도(얼음)축제 

매년 1 월 하순부터 2 월 중순 시코쓰코 

호반에서 개최되는 얼음과 빛의 제전입 

니다.  맑은 시코쓰코 호수를 스프링클 

러로 분무해 약 2 개월에 걸쳐 만들어지 

는 얼음의 오브제는 밤에 형형색색의 라 

이트에 비추어져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 

합니다. 

∙시코쓰코 호수축제 

매년 7 월 하순에 열리는 한여름의 축제로 

등롱에 불을 켜서 강이나 바다에 띄우는   

우는 행사나, 수중 불꽃축제가 열리는 등 

시베쓰코 호수만의 운치있는 여름을 만끽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1000sai-chitose.or.jp/Korean 

/index.htm 치토세 관광연맹 (한국어) 

http://www.city.chitose.hokkaido.jp/j8/ 

chitose_kr/ 치토세 (한국어) 

<사진-국내외로 뻗어나가는 치토세> 

사진-치토세 시장(市章) 

http://www.1000sai-chitose.or.jp/Korean/index.htm
http://www.1000sai-chitose.or.jp/Korean/index.htm
http://www.city.chitose.hokkaido.jp/j8/chitose_kr/
http://www.city.chitose.hokkaido.jp/j8/chitose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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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워진 국제선 내부 모습 ◆ 

←2층 입국장에 있는 안내소 

일본어, 영어, 한국어 등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2층 입국장 대기소→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방문객 

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에서  2층 국제선 입국장으 

바로 연결되는 통로. 보행 에스컬레 

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시 편리 

합니다. 

 

☆ 지금, 홋카이도는?   ☞ 비어가든!  

  

○ 삿포로 오도리 비어가든 (2010.07.21.~08.20.) 

   1958 년부터 삿포로의 여름 풍물로 개최되던 ‘오도리 납량가든’이 올해부터 

‘삿포로 오도리 비어가든’으로 이름이 바뀌어 새롭게 찾아 옵니다. 삿포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맥주! 

삿포로 맥주는 물론 기린, 아사히 맥주에서 세계 맥주까지~ 아직 푸른 하늘이 펼쳐지는 기분 좋은 초저녁 

부터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 곳에서 시원한 여름을 !!! 

○ 스스키노 비어가든 (2010.07.15.~07.17.) 

삿포로 중심지가 전부 야외 비어가든이 되는 여름이 아니고서는 즐길 수 없는 이벤트, 삿포로의 최대 

환락가 스스키노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스스키노 비어가든에서도 각종 맥주와 함께 신선한 홋카이도 식 

자재를 사용한 요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신치토세 공항은 1926년 당시 촌민들이 광대한 화산지대에 

무상의 노력으로 건설한 착륙장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1988년 개항 

된 일본 첫 24시간 발착가능한 공항으로 국제선 정기편 9노선을 취항하 

고 있습니다. 일본 공항 중에서 북아메리카나 유럽에 가까이 있는 공항으 

로 러시아 상공으로의 비행길이 개설되면서 유럽으로의 비행 시간이 비 

약적으로 단축되어 1996년 10월 네덜란드항공의 암스테르담 직항노선이 

취항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1월에는 미일항공의 합의에 따라 북아메리카 노선이 대 

폭 증편되어 북아메리카 직항노선편이 취항하고 있으며, 중국의 선양 노 

선도 취항하는 등 북아메리카,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공항으로서 

의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 기타 홋카이도 관광 정보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및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지사실 국제과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 3 条西 6丁目 TEL：＋81－11－204-5114  FAX：＋81－11－232-4303)  
 

열기구 

★ 2010 년 3 월 26 일 국제선 개장 오픈! 
국내선의  5분의 1정도에 불과하던 국제선 터미널을,  기존의 곡선형 

터미널과  마주한 곳에 별도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했습니다. 

총 면적 6만 제곱미터로 국내선과 연락통로가 개설되어 이동이 한결 편 

리해 졌으며, 고령자나 임산부를 위한 전동차량인헬프카를도입하여 이용 

승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 여객 대응력 2.5배 향상 

기존 국제선 터미널 창구의 경우 1시간 당 여객 대응능력이 200명선 

에 머물러 성수기와 국제선 여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극심한 수속정 

체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국제선 터미널이 들어선 지금은 여객 

대응력이 기존의 2.5배 이상인 530명 선까지 확대되어 탑승수속 및 입 

국심사 등이 한결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잇는 새로운 비상 신치토세 공항 

신치토세 공항http://www.new-chitose-airport.jp/ko/(한국어 홈페이지) 

 (한국어) 

↓3층 출국장의 파우더룸 

긴 비행시간의 피로를 풀며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3층 출국장의 파우더룸 

긴 비행시간의 피로를 풀며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3층 출국장 전경 

홋카이도의 대자연을 만끽하고 돌아 

가는 길까지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출국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3층 출국장 표지판. 

 

 

   

  

● 각 층별 안내 

1층 - 수하물 처리장 

2층 - 도착로비, 입국심사장, 세관검사장 

3층 - 출발로비, 출국심사장, 면세매점, 출발광장 

 

☆ 주요 도시간 이동시간 

~도마코마이 – 약 30분 

~삿포로 - 약 1시간 

~오타루 – 약 1시간 10분 

~아사히카와 -약 2시간 

  

http://hokkaido.japanpr.com/
http://www.new-chitose-airport.jp/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