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쪽나라 이동의 내일을 향하여

설빙팀 ＆ 지역경관부

홋카이도 도로정보 종합안내 사이트

북쪽의 길 도우미

독립행정법인 토목연구소 한지토목연구소

한

지토목연구소 지역경관부에서는 사계절을 통하여 여행자가 안전·
안심·쾌적한 이동을 지원하는 정보 제공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길 도우미」는 도로관리자의 테두리를 넘어 이용자가 필요로하는 정보를
그때그때 반영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URL

http://northern-road.jp/navi/kor/
●라이브 카메라

● 도움이 되는 정보

홋카이도에 있는 주요한 고개에
설치된 라이브 카메라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제공：홋카이도개발국)

홋카이도를 드라이브 관광할 때에
유익한 정보가 있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거리 시간 지도
홋카이도 주요 도시간의 거리와
소요시간을 일람 할 수 있습니다.

▲Fly & Active Drive HOKKAIDO
(홋카이도개발국)

● 거리와 시간 검색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정하여
검색하면 거리와 소요시간
경로등이 표시됩니다.

●링크집
(카테고리)
·드라이브 정보 사이트
·관광 정보 사이트
·렌트카 정보
·공공 교통 사이트

▲입력화면

상세정보

뒷면

▲북쪽의 길 도우미

●북쪽의 길 도우미에 대하여

북쪽의 길 도우미는 홋카이도의 주요한 도로관리자인 홋카이도개발국, 홋카이도, 삿포로시, NEXCO동일본등의 도로정보화
담당자들로 구성된 「홋카이도 도로정보화 연구회」의 감수 아래, (독)토목연구소 한지토목연구소가 운영을 하는 홋카이도
도로정보 종합안내 사이트 입니다.

홋카이도 도로정보 종합안내 사이트

북쪽의 길 도우미

북쪽나라 이동의 내일을 향하여

URL

거리와 시간 검색

http://northern-road.jp/navi/kor/

이 프로그램으로는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소요시간” 외에 통과하는 경로상의 “교통규제 정보”와 시설,
경관지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거리와 시간 검색

거리와 시간 검색

- 입력화면 -

- 검색결과 이용자 가이드

이용자 가이드

이곳을 클릭하면 출발지•목적지의 종류(항목)를 바꿀 수
있습니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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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시 ●관광지 등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소요시간

●미치노에키(휴게소)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소요시간이 표시됩니다.

교통통제정보
(국도)

국도에 교통통제가 실시되면
이곳에 표시됩니다.

이용하는 경로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표시됩니다.

운전하기
쉬운 정도

지점 입력용 지도
이 지도는 클릭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왼쪽
출발지와 목적지 항목에 지점이 입력됩니다.
(풀다운메뉴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M: 운전하기 쉽다
(자동차 전용도로)
S: 매우 운전하기 쉽다
A: 운전하기 쉽다
D: 운전하기 힘들다

스텝1,2,3 순서로 조작해 주십시오.
ＳＴＥＰ

１

통과하는
고개 정보

출발지를 지정합니다.오른쪽 지도에서 출발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태그로 「주요도시」「관광지」「미치노에키(휴게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ＳＴＥＰ

통과하는 고개의 생중계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정보는
각 영상을 클릭해 주십시오)

２

목적지를
지정합니다.오른쪽 지도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ＳＴＥＰ

시설•경관•지역
정보

３

입력하신 후 이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검색이 개시되고
결과가 표시됩니다.

입력한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통과하는 시설과 각 지자체,
그리고 경관지 정보를
표시합니다.

옵션
경유지
필요에 따라 경유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고속도로
고속도로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로 조건을 선택
소요시간이 짧은 경로가 우선인지,
거리가 짧은 경로가 우선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hoto
미치노에키
(화장실•휴게소)

경관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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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지역자치단체의 웹사이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