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포포이 지도

한국어

이앗케욱
도입전시

이노미
우리의 
세계

우렛파
우리의 
생활

넵키
우리의 
생업

우코압캇
우리의 
교류

이케레우시
탐구 전시

이케레우시
탐구 전시

아에키루시
플라자 전시

이탁
우리의 언어

우파스쿠마
우리의 역사

●박물관 2층 상설전시실 내
※'템파템파'란 '만져 보세요'라는 뜻의 　
　아이누어입니다.

도마코마이니시
 IC 방면

아누코코로 우아이누코로 민타라

국립 민족 공생 공원
아누코코로 아이누 이코로마켄루

국립아이누민족박물관

기간 한정

문화 해설 프로그램

‘우파스쿠마’

●전통 코탄(마을)

코탄 생활 해설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노래와 춤 등 
우파스쿠마(구전)를 통하여 아이누 문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이누어 학습 프로그램

‘아이누이타카리 아예 로’

●전통 코탄(마을)

발음과 액센트 등을 학습하면서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누어를 소개합니다. 
참석자에게는 선물도 있습니다.

조리 체험

‘포로토 키친’
조리 체험(스낵)

‘폰토 키친’

●체험 학습관
계절 식재료를 사용한 아이누 요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리에 서투른 사람이나 어린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직원이 도와줍니다.
※'포로토 키친 '은 사전 예약 필요(예약 방법은 우포포이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공예품 만들기 견학

●공방
아이누 공예의 다양한 기법에 대해 실연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 모습을 관람할 수 있고 
실연자와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과 생활 소개

‘치쿠니 올스페’

●전통 코탄(마을)

전통적 코탄에서 수목을 관찰하면서 의식주, 의례 
등에 관련된 식물의 이용법과 이야기 등을 
소개합니다.

가족용 프로그램

‘폰 극장’

●전통 코탄(마을)

카무이와 아이누의 관계, 옛날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을 그림 연극을 통해 즐겁고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악기 연주 체험
‘처음 연주해 보는 톤코리’

●체험 학습관
톤코리(현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방
목각이나 자수를 이용한 작품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이칼칼안 로 '는 무료 체험도 있습니다.

목각 체험

‘이칼칼안 로’
자수 체험

‘이누예안 로’

2022.4～2023.3

우포포이 공식 웹사이트

2022년 7월 16일~2022년 8월 28일

2022년 11월 1일~2023년 3월 31일

9:00~20:00

9:00~17:00

평일
토·일·공휴일

9:00~18:00
9:00~20:00

9:00~18:002022년 4월 1일~ 2022년 4월 28일

2022년 4월 29일~ 2022년 7월 15일
2022년 8월 29일~2022년 10월 31일

＊

중요 무형 민속 문화재로 

지정된 '아이누 

전통무용'과 뭇쿠리 

연주를 비롯하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된 아이누의 전통 

예능을 선보입니다.

아이누란 아이누어로 '인간'을 가리키는 말로, 

인간의 생활을 지탱하는 자연 등의 카무이, 즉 신에 

대해 우리는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누는 독자적인 언어, 문화, 역사를 가진 

선주민족입니다. 옛날에는 혼슈 북부, 홋카이도, 

사할린, 쿠릴 열도에서 수렵, 어로, 채집, 농경, 주변 민족과의 교역을 

생업으로 삼아 각지에 코탄이라는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살았습니다. 의복과 

도구, 제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아이누 문양, 유칼(영웅서사시)로 

대표되는 구전문예, 카무이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존경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위협을 표하는 카무이노미(기도), 신들과 함께 즐기는 노래와 춤 등의 

세계관은 아이덴티티 자체이자 일본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모어인 아이누어와 민족의 기반을 이루는 

문화의 계승이 위기에 처해 그 부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이누란? 아이누 문화란?

우포포이(민족공생상징공간)는 일본의 귀중한 문화이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누 문화의 부흥·발전 

거점으로서, 향후 선주민족의 존엄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를 가지는 활력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상징 공간입니다.

우포포이는 '국립아이누민족박물관', 

'국립민족공생공원', '위령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포포이'라는 애칭은 아이누어로 '많은 사람이 함께 

노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포포이란?

Tu r e p (오우바유리, 
백합과 식물)의 한창때 
여자 아이.
느긋한 성격.

아이누어 표기에 대하여
원내의 제1 언어는 아이누어입니다. 
따라서, 원내의 다양한 시설 표시는 
아이누어, 가타카나, 로마자의 
순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통 예능 공연
'시놋: 아이누의 노래, 춤, 이야기'

장소: 체험 교류 홀
소요 시간: 약 20분
실시일: 매일
요금: 무료(입장료에 포함)

외 프로잭션 맵핑 쇼

카무이 심포니아

아이누에게 전해 내려오는 창세 신화를 다이내믹한 
프로젝션 매핑 쇼로 상연합니다. 영상, 소리, 빛이 
어우러진 조형물과 수목이 연동하는 독창적인 
연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포포이 제공 프로그램(일례)
우포포이에서는 아이누의 문화와 아이누의 세계관, 자연관, 신앙 등을 여러분에게 폭넓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견학과 참가를 통해 
아이누 문화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내에서 배포하는 프로그램 시간표와 우포포이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유료

유료 유료

선주민족 아이누를 주제로 하여, 아이누 민족의 자부심이 존중되는 사회를 
목표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아이누 문화를 
미래로 이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박물관입니다.

우리' 아이누 민족의 관점

상설전시실에서는 '언어', '세계', 
'생활', '역사', '생업', '교류'의 6가지 
테마를 아이누 민족의 시점에서 
소개합니다.
중앙부의 플라자 전시에서는 6가지 
테마의 대표적인 자료를 전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분도 개요를 
알 수 있습니다. 

탐구 전시 템파템파

탐구 전시

템파템파

시어터 상영

●우리의 생업 ●우리의 교류●우리의 역사

●우리의 언어 ●우리의 세계 ●우리의 생활

●박물관 1층 시어터　　　　소요 시간 약 20분
●매일 상영(매시 15분)
●요금: 무료(입장료에 포함)

디오라마, 모형, 타마사이(목걸이)와 동물 입체 
퍼즐 등을 통해 어른과 아이 모두 아이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코너.

좌석 수 96석.다양한 테마의 아이누 문화를 대형 
화면 영상으로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삿포로에서 약 1시간, 신치토세 공항에서 약 40분 거리의 편리한 입지!

도오 자동차도로
시라오이 IC

시라오이 강

노보리베쓰 방면

포로토호

우포포이
(민족공생 상징 공간) 

제2 주차장

시라오이초
주민센터

시라오이 대교

위령 시설

POROTO MINTAR

시라오이역

도마코마이 방면

JR 
무로
란 
본선

아사히카와

오타루
삿포로

니세코
루스쓰 신치토세 공항

도마코마이

시라오이
도야코
노보리베쓰

무로란

하코다테
자동차로 오실 때의 추천 루트
시라오이역에서 걸어오시는 루트

*위의 시간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환승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삿포로

하코다테

신치토세
공항

【삿손 자동차도로 삿포로키타 IC】
【JR 삿포로역】

【도오 자동차도로 신치토세공항 IC】
【JR 신치토세공항역】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약 65분
특급열차를 이용하면 약 65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약 40분
특급열차를 이용하면 약 40분

【도오 자동차도로 오누마공원 IC】
【JR 하코다테역】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약 2시간 50분
특급열차를 이용하면 약 3시간

JR 시라오이역에 특급 열차(호쿠토, 스즈란) 1일 31편 정차
JR 시라오이역에서 도보 약 10분, 시라오이 IC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2023년도 예정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우포포이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른

고등학생

중학생 이하 

일반

1,200엔

600엔

무료

단체(20명 이상)

960엔

480엔

무료

연간 패스포트

2,000엔

1,000엔

—

*이 요금에는 유료 체험 프로그램이나 박물관 특별전의 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은 무료입니다. 입장하실 때는 장애인 수첩 등을 제시하십시오.

일반 주차장

승용차

1회 500엔(세금 포함)

오토바이·자전거

무료

※당일에 한합니다.　※이륜차의 폭이 90cm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 등은 승용차로 취급합니다.

박물관 입장 정리권을 예약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고하십시오.

원내 안내 앱
원내 시설과 박물관 전시물에 대해 음성과 
사진 등을 이용하여 안내합니다. (8개 언어 
지원)

우포포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고하십시오.

문의
공익재단법인 아이누민족문화재단(우포포이 내)
장소:(우)059-0902 홋카이도 시라오이군 시라오이초 와카쿠사초 2초메 3-2
전화:0144-82-3914　팩스:0144-82-3685　https://ainu-upopoy.jp/ko

우포포이 홍보 캐릭터

TureppoN

풍요로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아이누 문화가 살아 숨쉬는 휴식 장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속에서 
형성되어 온 아이누 문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전시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11 개정

개원 시간 (2022년도)

입장 요금 (세금 포함)

자동차·자전거 주차요금 (제1 주차장 246대, 제2 주차장 311대 주차 가능)

폐원일:월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이후의 평일) 및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단, 5월 2일, 3월 20일에는 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