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ial Destination Asahikawa

Asahikawa, Hokkaido’s second-largest city, still has the feeling of 
an outpost town. The rich natural surroundings deeply inform 

the way of life here, from food to art to leisure.

Living With the Land자연과 공존하는  
홋카이도 중부 관문, 아사히카와

아사히카와는 홋카이도 제2의 도시지만, 여전히 벽지의 소도시 같은 분위기가 남아 있다. 

경이롭고 압도적인 자연환경은 음식과 예술, 여가 생활까지 이 도시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낳았다.



As you descend into Asahikawa, the Kamikawa Valley 

glints with silver threads, like a jade green bowl repaired 

with kintsugi. The valley is about as far from the ocean 

as it’s possible to be in Japan, but it surges with water 

anyway, with more than 100 rivers and over 700 bridges to 

span them. Even the name Asahikawa contains a river. To 

the east, the volcanic Daisetsuzan mountain range cradles 

the valley, its imposing peaks capped with white.

Perhaps it’s that lushness, so bountiful in summer, that 

drew people here despite the harsh winters — with 7m 

of snow per year and temperatures that plunge to minus 

20C — and the angry volcanoes erupting intermittently. 

Asahikawa is Hokkaido’s second-largest city and young by 

Japanese standards. Though it was settled by mainland 

Japanese in the late 1800s as a farmer-militia colony, 

indigenous Ainu people were living in this area long before.

The seemingly interminable winter yields for a fruitful 

growing season, produce thriving in the rich volcanic 

soil. The fields outside the city, in Higashikawa, Biei and 

풍성한 성장의 계절로 들어서면 기름진 화산토에서 농작물이 

무럭무럭 자란다. 아사히카와시 외곽에 위치한 히가시카와, 

비에이, 후라노의 들판은 꽃과 채소로 뒤덮이고 가축은 살이 

오른다. 추수를 기념하는 음식 축제 ‘기타노메구미 다베마르셰’

에는 200개가 넘는 부스가 설치된다. 올해는 9월 14~16일에 

열리는 이 축제에서 잘 익은 감, 연한 아스파라거스, 달콤한 

옥수수에 이르기까지 현지의 다양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다.

아사히카와는 간장으로 맛을 낸 ‘쇼유라멘’으로도 유명하다.

국물 위에 기름막이 덮여 있는 까닭에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 ‘아사히카와 라멘무라’에서는 방문객들이 여덟 개 

식당의 라멘을 한자리에서 모두 맛볼 수 있다. 

이 지역의 풍부한 설수(雪水)는 사케 양조에 적합하다.  

‘오토코야마 양조장’은 1899년 삿포로에서 이곳 아사히카와로 

이전했다. 차고 청명한 겨울 공기와 미네랄이 풍부한 

다이세쓰산의 맑은 물은 술을 빚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덕분에 단맛이 적고 향기로운 오토코야마 사케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이 지역 사케를 맛볼 수 있는 좋은 장소는 

아사히카와의 유흥가에 자리한 ‘도쿠샤쿠 산시로’ 같은 

선술집이다.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로는 ‘신코야키’라는 

영계 숯불구이가 있으며, 버섯과 아스파라거스 요리도 있다. 

Furano, are carpeted with flowers and vegetables. The 

harvest is celebrated at the Kita no Megumi Tabe Marche, 

a food festival (September 14-16 this year) that showcases 

all the region has to offer, from cantaloupes and fat orange 

persimmons to tender asparagus and sweet ears of corn.

Asahikawa is also known for its shoyu ramen, which 

comes with dense, wavy noodles. The hearty bowl is 

coated with a layer of oil to keep it hot in the frigid winter. 

At Asahikawa Ramen Village, hungry visitors can sample 

eight restaurants in one place to choose their favorite.

The area’s plentiful snowmelt water is good for brewing 

sake, too. The cold, clean winter air and the clear, mineral-

rich water from Daisetsuzan make for excellent brewing 

conditions, and Otokoyama Brewery’s dry, spicy brews 

have quenched the thirst of Asahikawa’s residents ever 

since it moved here from Sapporo in 1899. A good place 

to sample the local sake is at an izakaya like Dokushaku 

Sanshiro, a lively place in Asahikawa’s entertainment 

district. Specialties include dishes like chargrilled young 

chicken (shinkoyaki), mushrooms and asparagus.

아사히카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가미카와 계곡은 가느다란 

은빛 선으로 반짝인다. 일본 내에서도 벽지에 해당하는 이 계곡은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100여 개의 강과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만 해도 700개가 넘는 ‘물의 계곡’이다. ‘아사히카와’라는 

이름에도 ‘강’을 뜻하는 단어 ‘카와’가 들어 있다. 동쪽으로는 

다이세쓰산맥이 계곡을 감싸는데, 봉우리는 눈으로 덮여 있다. 

겨울이면 연간 7미터에 이르는 강설량에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혹한이 찾아오고, 심지어 성난 화산까지 간간이 치고 

올라오는데도 사람들이 처음 이곳에 정착한 이유는 아마도 

여름이면 놀랍게 풍성해지는 녹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사히카와는 홋카이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인구는 약 36만 명에 이른다. 1800년대 후반 

본토에 살던 농민군이 들어와 정착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토착민인 아이누족이 

살고 있었다. 

홋카이도 제2의 도시, 아사히카와 전경(왼쪽 페이지). 이 고장 별미인 ‘쇼유라멘’은 

국물 위 얇은 기름막 덕분에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아래). ‘아사히카와 

라멘무라’에서는 여덟 개 식당의 라멘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오른쪽).

The view over Asahikawa, Hokkaido’s second-largest city (opposite). 
Asahikawa is known for its shoyu ramen, which features dense 
noodles and a layer of oil to keep it hot in winter (below). Asahikawa 
Ramen Village is a cluster of eight ramen restaurant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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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인간의 고장 풍요로운 생장의 계절 후에 찾아오는 겨울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힘든 시기로, 과거 이곳 사람들은 오롯이 

땅에 의지해 길고 추운 겨울을 이겨 냈다. “이곳의 옛 주민들은 

근근이 살아갔습니다.” 목공예 장인인 동시에 목공품 매장  

‘크라프트 브라운 박스’ 운영자인 도쿠나가 미쓰토시의 말이다. 

이곳 매장에서는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도 함께 판매한다.  

“먹을거리가 충분치 않고 겨울이 기니까 사람들은 목공품, 

기념품, 가구 등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꾸렸지요.” 

“아사히카와는 예부터 목공이 발달한 곳입니다.”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인 몸마 사토시가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목각과 목조각으로 유명합니다.” 아사히카와는 

가구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아사히카와 디자인 센터’에는 

현대적 감각의 근사한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고, 30명이 넘는 

지역 장인의 작품도 구매할 수 있다. 

아사히카와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술은 목공예뿐만이 아니다. 

아사히카와 북서부에는 ‘기타노아라시야마’라는 예술가 마을이 

있는데, 이곳의 여러 작업실에서는 주변 자연 경관에서 영감을 

얻은 다양한 작품을 만든다. ‘소우소우’의 섬유 예술가 오타니 

THE WORKS OF GODS AND MEN After the green season, 

the long winters — lasting five months or more — can be 

tough, and in the past, people looked to the land to survive. 

“The people here had to scratch out a living however they 

could,” says Tokunaga Mitsutoshi, a woodcraft designer 

and owner of Craft Brown Box woodcraft shop, which 

holds work from a number of area artists. “There wasn’t 

enough to eat, so people made woodcrafts, souvenirs, 

furniture to try to make a living.”

“Asahikawa is a place where, historically, woodworking 

has flourished,” says Momma Satoshi, chief curator of 

the Hokkaido Asahikawa Museum of Art. “It’s a place 

known for wood carving and wood sculpture art.” It’s also 

renowned for its furniture. Handsome contemporary 

pieces by more than 30 local craftspeople are showcased 

at the Asahikawa Design Center.

Woodcraft isn’t the only way that local artists express 

themselves. In northwestern Asahikawa is Kita no 

야스히사와 고코 역시 홋카이도의 대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스카프와 벽걸이 장식을 만든다. 3대째 도예가로 일하는   

‘다이세쓰가마’의 반도 고타로는 흰색 결정 유약을 표면에 발라 

패턴을 만들어 내는 특유의 기법으로 겨울철 아사히카와의 

반짝이는 풍경을 도자기에 담아낸다. 

아사히카와의 자연환경 중 가장 빼어난 경관을 꼽으라면 보통 

다이세쓰산 국립 공원에 자리 잡은 화산군 다이세쓰산맥을 든다. 

2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자연 보존 구역으로 일본에서 규모가 

가장 큰 다이세쓰산 국립 공원에는 고산 동식물이 가득하다. 

그중 제일은 홋카이도 최고봉인 해발 2291미터의 아사히산이다. 

해발 1600미터 케이블카 승강장에서 시작하는 등산로가 뱀처럼 

굽이치며 정상까지 이어진다. 산비탈에는 가문비나무, 전나무, 

Arashiyama, an artists’ enclave where several studios 

produce art influenced by the surrounding landscape. 

At Sou-Sou, textile artists Otani Yasuhisa and Koko 

create wall hangings with motifs inspired by Hokkaido’s 

nature. And the ceramics of potter Bandou Kotaro at 

Taisetsugama use techniques like white crystalline glaze 

to simulate the sparkling scenes of wintry Asahikawa.

The most striking facet of the environment in 

Asahikawa is the volcanic Daisetsuzan mountain range, 

ensconced in Daisetsuzan National Park, a sprawling 

preserve over 2,000sqkm in size. The park is the largest in 

Japan, and it teems with alpine flora and fauna.

The crown jewel is Asahidake, the tallest mountain in 

Hokkaido, standing at 2,291m. From a viewing platform 

at 1,600m, hiking trails snake toward the peak. Yezo 

spruce, fir, Erman’s birch and rowan line the slopes. As 

you approach the summit, the trees grow stunted, hugging 

the earth in a low crouch. They’re called creeping pines, 

‘오토코야마 양조장’은 1899년부터 아사히카와에서 사케를 빚어 왔다(왼쪽 

페이지). ‘아사히카와 디자인 센터’는 지역 장인들의 작품을 전시한다(위).

Otokoyama Brewery has been making sake in Asahikawa since 1899 
(opposite). The region is known for its furniture, and the Asahikawa 
Design Center displays work by local craftspeopl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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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ins Kunii Naoya, who has worked in these mountains 

for 18 years. The wind up here is so fierce it forces the  

trees to skim the ground. In winter, the wind paints 

patterns in the snow. The Ainu, who revere Asahidake as 

sacred, say that they’re created by the wind god. “This area 

is kind of a mysterious place,” says Kunii. Sulfur spills 

from vents near the peak, and traces of snow still cling in 

places around alpine lakes that reflect the crags and sky. 

“It’s still a young volcano,” Kunii adds. “So we don’t know 

when it will get angry again.”

Further south on the ridge, the volcanoes’ wrath has 

created a beloved by-product: hot springs. On the slopes of 

Mount Tokachidake is the small settlement of Tokachidake 

Onsen. The humble resort was not established easily. 

“There was no road here,” explains Aono Noriko, the 

manager of Ryounkaku, the settlement’s oldest inn. Her 

grandfather, Aita Kyuzaemon, found the springs one day 

while trekking, 7km from the nearest road. He decided to 

build a lodge, but it was only accessible by horse or on foot. 

“The process was really slow. One bag of cement, one log 

at a time. It took three years to build this place.”

Today, the hot springs are the highest in Hokkaido, at an 

elevation of 1,280m. The reddish-brown water is piped up 

from 300m deep, and bathers can look out at the sunset 

against Tokachidake as they soak. “I most recommend 

autumn. The snow starts to fall at the end of September,” 

says Aono. “The fall colors are mixed with pine, so red, 

yellow and green are sometimes mixed with white frosted 

trees and blue sky.” The effect is breathtaking, and the 

lodge is popular with hikers and backcountry skiers who 

love the immediate access to the terrain.

While out on the ridge, explorers may meet one of the 

many animals who make their home here, like Hokkaido 

brown bears, red foxes or the pika, a rabbitlike mammal 

that was an inspiration for Pikachu. The Ainu believe that 

this is the playground of the gods and that gods manifest 

in animal form when in the human world. From up here, 

despite the sometimes severe landscape, it’s easy to 

glimpse the divine.  By Selena Hoy Photographs by Nayalan Moodley

사스래나무, 유럽당마가목이 줄지어 자라고 있다. 정상으로 

갈수록 나무들은 거의 눕다시피 땅에 붙어 자란다. 이 산에서  

18년간 일해 온 구니이 나오야는 ‘누운잣나무’라며 나무의 

이름을 일러 주었다. 바람이 거세다 보니 나무가 바닥에 닿다시피 

자란다. 겨울에는 바람이 쌓인 눈 위에 다양한 무늬를 남긴다. 

아사히산을 신성시하는 아이누족은 바람의 신이 산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 지역은 신비로운 곳입니다.” 구니이의 

말이다. 산봉우리 근처 분화구에서는 유황이 분출하고, 바위산과 

하늘을 비추는 고산 호수 둘레에는 이 여름에도 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이 산맥의 다른 많은 산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활화산이다. “아직 어린 화산입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분출할지 몰라요.” 구니이의 설명이다.  

산등성이 남쪽으로 더 내려가다 보면 화산이 만들어 낸 인기 

장소가 있다. 바로 온천이다. 도카치산의 비탈에는 작은 ‘도카치산 

온천 마을’이 있는데, 이 소박한 휴양촌을 조성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길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마을의 가장 오래된 

온천 여관인 ‘료운카쿠’의 운영자 아오노 노리코의 말이다. 

아오노의 할아버지, 아이타 규자에몬은 어느 날 산을 오르다가 

길에서 7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산장을 

짓기로 했지만 말을 타거나 걸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었다.   

“공사는 더디게 진행됐죠. 한 번에 시멘트 한 포대, 통나무 하나씩 

실어 나르는 식이었어요. 이곳을 짓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이 온천은 홋카이도 온천 중 최고 높이인 1280미터에 

자리한다. 적갈색 물이 지하 300미터에서 파이프를 통해 

올라오고, 온천객은 도카치산을 등지고 물에 몸을 담근 채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가을철이 가장 멋집니다. 9월 말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가을의 색이 소나무와 섞여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이 하얗게 서리가 앉은 나무, 파란 하늘과 어우러지기도 

한답니다.” 아오노는 듣기만 해도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주변 

풍경을 자랑했다. 이 산장은 이곳 지형을 좋아하는 하이킹족과 

산악 스키족에게 인기가 많다. 

산등성이를 걷다 보면 에조불곰, 북방여우, 혹은 일본의  

유명 게임 캐릭터인 ‘피카츄’의 모델이 된, 생김새가 귀여운 

새앙토끼와 같이 이곳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물과 마주칠지도 

모른다. 이 지역 토착민인 아이누족은 이곳이 신들의 놀이터이고, 

신이 인간 세상에서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나곤 한다고 믿는다. 

비록 산 위에서는 때때로 혹독한 풍경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인간은 신의 세계를 흘깃 엿볼 수 있다. 

 글 설리나 호이 사진 나얄란 무들리 

지역 토착민인 아이누족이 신성시했다고 전해지는 다이세쓰산 국립 공원 최고봉, 

아사히산의 등산로(왼쪽). ‘아사히산 관광 안내소’ 입구(위). 도카치산 온천은 해발 

고도 1280미터에 자리한다(오른쪽 페이지).

A hiking trail on Mount Asahidake, in Daisetsuzan National Park. 
The mountain is revered as sacred by the indigenous Ainu people 
(left). The entrance to the Asahidake Visitor Center (above). At 1,280m, 
Tokachidake is the highest onsen in Hokkaido (op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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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의 시골 마을 비에이는 

아사히카와시 남단에서 시작해 

남과 동으로 펼쳐지며, 곱디고운 

색색의 조각보가 물결치는 듯한 

비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곳은 

삼림 지대가 70퍼센트가 넘고 

농지가 15퍼센트로 1만 명 겨우 

넘는 인구가 677제곱킬로미터의 

땅에 흩어져 산다. 낮은 인구 밀도 

덕분에 이따금 농가만 점점이 

보이는 광활한 풍경이 연출돼 

‘빛나는 아름다움(美瑛)’이라는 

이 마을의 이름을 절감할 수 있다. 

비에이는 드라이브를 하거나 자전거 

투어를 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본인 

자전거를 가져오거나 비에이역 인근 

매장에서 일반 또는 전동 자전거를 

대여하면 된다. ‘사계절 언덕’이라는 

뜻의 ‘시키사이노오카’에는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드넓은 꽃밭이 

다채로운 색상으로 줄지어 조성되어 

있다. 때마다 튤립, 양귀비, 

해바라기를 비롯해 수십 종의 

꽃이 만발한다. 알파카 방목장에 

차를 세우고 사진 촬영을 할 수도 

있다. 농장을 둘러보면서 수제 

감자 크로켓 등 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로 만든 간식을 즐길 수 

있다. 나무가 울창한 언덕 안으로 

좀 더 들어가면 시로가네 마을의 

‘청(靑)의 호수’가 나오는데, 이름 

그대로 호수의 푸른 색깔은 1988년 

도카치산 분화의 결과물이다. 

계곡으로 토사가 흘러드는 현상을 

막기 위해 비에이강에 댐을 

건설한 이후부터 광물이 풍부한 

물이 이곳에 고여 연못의 색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었다. 몇 

킬로미터 위로 올라가면 ‘흰 수염 

폭포’라는 뜻의 시라히게 폭포가 

절벽 아래, 청록색의 비에이 강물이 

흐르는 깊은 골짜기로 떨어진다. 

The rural town of Biei starts 

at the edge of Asahikawa and 

unrolls south and east from 

there, undulating across the 

land in a pretty patchwork. The 

town is over 70 percent forest 

and 15 percent farmland, its 

population of a little over 10,000 

spread across 677sqkm. The 

sparse population makes for 

expansive landscapes dotted 

with the occasional farmhouse, 

helping Biei live up to its name, 

which means “sparkling 

beauty.” Biei’s views are perfect 

for a leisurely cycling tour (bring 

your own, or rent a bike from 

one of the many shops around 

Biei Station). At Shikisai no Oka 

(Four Season Hill), 150,000sqm 

of panoramic flower fields are 

planted in different colored 

stripes — bright splashes 

against the blue sky. Depending 

on the month, you may see 

tulips, poppies, sunflowers or 

dozens of other blooms. The 

farm offers rides on motorized 

buggies and a tractor-pulled 

train, and you can stop in at the 

alpaca paddock for a cuddle and 

a picture. While wandering the 

farm, munch on snacks made 

from produce grown on-site, 

like potato croquettes and sweet 

corn on the cob. Further into the 

forested foothills, the Shirogane 

Blue Pond has a stunning 

color that’s an accidental by-

product of the 1988 Mount 

Tokachidake eruption. After the 

town dammed the Biei River to 

restrict mudflow into the valley, 

water rich with minerals pooled 

here, giving the pond its striking, 

shifting blue appearance. A 

few kilometers up the road, 

Shirahige (White Beard) Falls 

cascades from the cliff face 

into a ravine containing the 

aquamarine Biei River.

Country Roads of Biei
목가적인 경치가 매력적인 고장 비에이. 웅장한 다이세쓰산을 배경으로 녹색의 구릉 지대와 농지, 

그리고 푸르게 빛나는 ‘청(靑)의 호수’가 연이어 펼쳐진다. 

Biei’s allure is in its pastoral vistas, with rolling green hills and farmland set 
against the majestic Daisetsuzan mountain backdrop.

홋카이도의 전형적인 

시골 마을, 비에이

㉸f   1   2019-07-15   오후 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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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이 남쪽으로 ‘후라노’라는 

이름의 마을이 여러 개 자리한다. 

라벤더는 이와사키 후지오라는 

사람이 결핵을 앓던 중 라벤더의 

치료 효과를 듣고 1948년 이곳에서 

처음 재배하기 시작했다. 과연 

홋카이도의 기후는 라벤더 재배에 

이상적이었고, 이는 유행처럼 

번져 갔다. 라벤더로 가장 유명한 

‘도미타 농장’은 나카후라노와 

가미후라노, 두 곳에 꽃 재배 농장을 

두고 있다. 농장 안으로 들어가면 

꽃밭에서 풍겨 오는 진한 향기에 

온몸의 감각이 요동을 친다. 이곳 

농장에는 풍경 사진을 전시한 

갤러리, 향수와 라벤더 오일 제작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공방, 

기념품 가게, 라벤더를 가미해 만든 

소프트아이스크림과 치즈케이크 

같은 메뉴를 제공하는 카페도 있다. 

겨울의 후라노는 백컨트리 스키 

코스를 갖춘 리조트로 자부심이 

높다. 여름에는 ‘후라노 로프웨이’를 

타고 전망대까지 올라가 새벽 

운해를 감상한 다음, 여러 하이킹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광산으로 

통하는 등산로 탐방에 나설 수 

있다. 로프웨이 아래에는 ‘닝구르 

테라스’라는 통나무집 군락이 

있는데, 지역 장인들이 만화경, 

눈송이 모양의 유리 풍경(風磬), 

나무를 깎아 만든 바람개비 같은 

수제 공예품을 판매한다. 일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팬이라면 

이참에 로쿠고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곳은 장기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 <북쪽 

나라에서>를 촬영한 후라노 동쪽의 

농촌 지역으로, 세트장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호빵맨 미술관 및 기념품 

매장도 자리하고 있다. 

South of Biei, there are several 

adjacent towns bearing the 

moniker “Furano.” Lavender 

was first cultivated here in 

1948 by Iwasaki Fujio, who had 

tuberculosis and had heard 

about lavender’s healing 

properties. The climate of 

Hokkaido proved to be ideal 

for the crop, and it caught on. 

Farm Tomita is one of the most 

famous places for lavender. 

Step onto the farm and you’ll 

meet air thick with the heady 

aroma wafting from the purple 

fields. It would be easy to spend 

an hour or more just strolling 

through them, but the farm also 

offers a gallery with landscape 

photographs, workshops where 

you can watch perfume being 

made and cafés that offer treats 

like lavender-infused soft serve 

and cheesecake. Furano proper 

boasts a popular ski resort 

with backcountry skiing in 

winter; in summer, the Furano 

Ropeway takes visitors up to a 

viewing deck from which they 

can see the early morning “sea 

of clouds” before setting off on 

one of the hiking trails. At the 

bottom of the ropeway is Ningle 

Terrace, a cluster of log cabins 

where artisans sell handmade 

crafts such as kaleidoscopes, 

glass snowflake wind chimes 

and carved wooden pinwheels. 

Japanese TV fans will enjoy a 

visit to Rokugo, a rural area in 

east Furano where the long-

running TV drama Kita no 
Kuni Kara (From the Northern 
Country) was filmed. There’s 

also a shop and art gallery 

dedicated to the beloved 

animated character Anpanman. 

The superhero with the red 

bean paste bun head is featured 

in many paintings by his creator, 

Yanase Takashi. 

Fragrant Furano
농업과 휴양의 도시 후라노는 유명한 라벤더밭뿐 아니라 다채로운 야외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대중문화에 영감을 준 고장이기도 하다. 

The farming and resort district of Furano is a popular base for outdoor 
adventures, as well as the home of famous lavender fields. 

꽃과 목장이 있는 

향기로운 도시, 후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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