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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목장의 ‘인간 우리’에서 
보는 큰곰은 실로 
박력적입니다! 사람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곰들이 그 주변을 
둘러쌉니다! 마치 곰의 
먹잇감이 된 듯한 체험!

제 1목장의 ‘인간 우리’에서 
보는 큰곰은 실로 
박력적입니다! 사람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곰들이 그 주변을 
둘러쌉니다! 마치 곰의 
먹잇감이 된 듯한 체험!

5~7월은 각각의 곰이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
우두머리 쟁탈전’이 박력 만점! 

5~7월은 각각의 곰이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
우두머리 쟁탈전’이 박력 만점! 

❶제 1목장(수컷)제 1•제 2목장에서는 
장내에서 판매하는‘곰 
간식’으로 먹이 주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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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리베쓰 곰 목장

굿타라코 호수

삿포로에서

교통 안내

신치토세 공항에서

차

차

삿포로 北IC에서 노보리베쓰 東IC까지 약 60분.
노보리베쓰 東IC에서 노보리베쓰 온천 방면에 약 10분.

[특급]약 70분 JR노보리베쓰 역에서 노선버스로 약 13분

[특급]약 47분 JR노보리베쓰 역에서 노선버스로 약 13분

버스 신치토세 공항에서 노보리베쓰 온천까지 약 70분[道南 버스]

신치토세 공항(도마코마이 東IC)에서 노보리베쓰 東IC까지 약 40분.
노보리베쓰 東IC에서 노보리베쓰 온천 방면에 약 10분.

버스 약 30대, 승용차 200대의
대형 주차장 완비 

영업시간

※최종 접수는 영업시간 종료 40분 전까지이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연중무휴 (단 11월 하순~12월 중순정도에 로프웨이 정기점검으로 운행을 중지합니다. )

시코쓰•도야 국립공원
노보리베쓰온센 케이블 주식회사
〒059-0551 홋카이도 노보리베쓰시 노보리베쓰온센쵸224
TEL.0143-84-2225[代] FAX.0143-84-2857

도마코마이

히가시무로란
무로란

노보리베쓰

시라오이
도야

다테

홋카이도 고속도로

기모베쓰
요테잔 산

나카야마토게 고개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 

지토세

시코쓰코 호수 도마코마이 東IC

다루마에산 산

굿타라코 호수

비후에토게 고개
오타키무라

노보리베쓰
온천

도야코 호수

오로후레토게
고개

박력 넘치는 대면!

강추!
인간 우리!?

노보리베쓰 곰 목장

8：30
16：00

8：30
16：30

8：00
17：00

2/1～3/31 7/1～9/304/1～6/30
10/1～1/31기간

승차권 발매 시작

영업시간 종료



반달곰의 원맨쇼!!

굿타라코 호수

❷제 2목장

❸아기곰 목장
❾구마야마 식당、화장실(1층)

❽곤도라리프트

10매점

산록 역
10매점、화장실(장애인용 있음)、주차장

❺오리 경주

❹구마야마 스테이지
휴게소

산정 역

❶제 1목장

❼곰 박물관(2층)
11굿타라코 호수 전망대(옥상)

❻다람쥐 마을
●에조 너구리
　마을

화장실
(장애인용 있음)

❾구마야마 식당

❽곤도라리프트

❼곰 박물관

❻다람쥐 마을

❺오리 경주

10매점

11굿타라코 호수 전망대

❹반달곰 어트랙션

❷제 2목장(암컷)

❸아기곰 목장

곰
과
 친

구
가
 되

는
 산

.

옛날에 홋카이도 큰곰은 아이누 민족이 신으로
숭배한 홋카이도 최대의 맹수로 현재
홋카이도에는 약 2천 마리정도의 홋카이도 큰곰이
서식하고 있으나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굿타라코 호수 옆의 깊은 숲, 통칭
「구마야마(곰산)」로 불리는 곳에 노보리베쓰 곰
목장이 있습니다. 홋카이도 큰곰의 관찰, 연구를
위해서 1958년 8월에 8마리로 시작하여 집단
사육, 번식에 성공하였으며, 현재에는 100마리
이상의 대가족으로 성장하여 먹고 마시면서
한가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애교 만점인 암컷

큰곰 암컷은 매우 활발하여 두 발로 서거나,
엎드려 눕거나, 익살맞은 포즈로 간식을
조르거나 합니다. 그 중에서는 재주가
좋은 곰도 있는데 철제 나무에 올라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간식을 조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곰의 움직임, 재주,
높은 지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곰인형?
아니에요,
움직이고 있어요!

곰인형과 같은 아기곰들.
아기곰 유치원에서는 갓 태어난
갓난아기 곰의 앙증맞은 모습도!

일본 최초의 원격 학습으로 곰의 능력을 살린
나무 타기와 통나무 건너기 등을 펼치고 그네
타기도 피로합니다. 전천후형
스테이지입니다. 반달곰의 원맨쇼!!  

대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조망은 일본 굴지의
투명도를 자랑하는 굿타라코 호수. 
시코쓰 도야 국립공원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조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어요!
곰 목장의 즐거움이!

오리 집에서는 빨강, 파랑,
노란색의 리본을 단 오리들이
활기차게 경주를 펼칩니다.  

홋카이도에 서식하는 에조 다람쥐를 사육
및 전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겁이 많은
동물이므로 보금자리인 구멍 속에 숨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곰의 일생과 귀중한 자료 등을 전시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곰 전문 박물관. 전시
내용은 다양한데 박제와 골격 표본 등을
비롯하여 큰곰의 습성 및 생태 등을
소개하는 패널과 곰의 기원,
현재에서 과거의 다양한 자료가 약 500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곰 목장에 가는 유일한 수단으로
노보리베쓰 온천가의 중심에
위치한 로프웨이 산록 역에서
곤도라(통상 6인승)가 약 15초
간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산록 역에서 산정 역까지 전장
1300m, 고저차 300m를
로프웨이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유산의 하나로 선정된
향토요리. 구마야마 식당의
명물이기도 한 양고기 요리
징기스칸을 꼭 한번 즐겨
주십시오.

구마야마 산정 역과 산록 역에는
각각 매점이 있는데,
다채로운 종류의 상품과
오리지널 상품도 준비하고
있으므로 꼭 한번 들러 주십시오.  

제 2목장(암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