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노현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등산합시다!
～등산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가이드라인～

나가노현

∼머리말∼
나가노현은 일본에서도 유명한 산악지역입니다. 아름다운 산으로 이루어진 자연, 경관,
풍토, 문화 등 풍부한 산의 혜택은 나가노현의 독자적인 가치이자 매력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그 매력에 끌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 정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 압도적인 존재가 뿜어내는 형용할 수
없는 절경은 특별한 세계를 찾아서 등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일상 생활 속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력적인 모습은 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 또한 산의
특징이며, 바로 자연 그 자체입니다. 매력적이었던 등산도 등산객의 사소한 방심과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위험하고 불쾌한 등산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최근 등산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산악조난사고의 발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행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미조직 등산객(등산의 기초지식,
산행경험을 산악회, 등산학교 등을 통하여 배우지 않은 사람), 중장년 등산객, 외국인
등산객이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나가노현은 등산 안전 대책과 등산로・이정표의 환경정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에 자랑하는 나가노현의 산을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2015년 12월에 “나가노현 등산안전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안타까운 산악조난사고 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객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과 매너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통하여 나가노현의 산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1 등산 전의 마음가짐
산에는 전기, 수도, 교통편, 병원 등 도심에서는 당연히 있는 생활인프라가 없다. 등산은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장비 등을 지참하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 자기책임하에 한다는 의식을
가진다.
①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자신의 컨디션을 파악한다.
② 산은 안전이 보장된 곳이 아니며 모든 것이 자기책임하에서 산행한다는 것을 명심한다.
③ 조난은 남의 일이 아니며 자신도 조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
④ 등산은 스포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장시간의 운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체력을
기른다.

2 등산 계획 세우기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에는 충실한 계획을 세우고 등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일행들과 공통
인식을 가지며, 작성한 등산계획서를 지인이나 가족 등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１）산행그룹(혹은 자신)에 맞는 산과 코스 선택
① 일행(혹은 자신)의 실력(체력, 기술, 경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등산 계절과 코스를
선택한다.
※ 나가노현에서는 등산객이 코스 선택에 참고하도록 “나가노현 산의 난이도 그레이딩”을
공표하고 있다.
(7페이지 참조)
② 산의 높이뿐만 아니라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정상까지의 고도차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운다.
③ 등산하려는 산의 위험장소 상황과 조난 사례 등을 알아보고 일행의 기술력과 비교하여

【가이드라인에 대해】

등산대상지를 선택한다.

◇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등산객들이 등산의 규칙이나 매너에 대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눈이 없는 시기의 일반 등산로에 적용됩니다.
◇ 본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조난은 개인의 원인과 상태에 관계 없이 자력으로 하산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２）여유 있는 산행시간의 설정
① 산에서는 일출・일몰시간이 산행의 기준이 되므로 “일찍 출발 일찍 도착”하도록
명심한다.
② 악천후나 만일의 사태를 고려하여 예비일을 반드시 확보하고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계획을 세운다.
③ 악천후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피난코스(긴급상황 발생시 하산할 수 있는 경로)를

＜참고＞

미리 정해둔다.

【나가노현 등산안전조례(2015년 12월 17일 제정)발췌】
（등산객 등의 준수사항）
제11조 등산객 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의 특징을 알고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것이 산악조난사고의 방지책인 것을 인식하고
미리 등산계획을 세운다.
(2) 계절과 기상 상황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고 필요한 장비를 휴대한다.
(3) 기타 다음 제1항에 규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
(등산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지침)
제12조 나가노현지사는 등산객이 등산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지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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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날씨와

일행의

컨디션

등을

확인하고

등산을

계속할지를

판단하는

장소와

시간(회귀지점)을 설정한다.
（３）필요한 식량과 물의 준비
① 등산일정, 산행거리, 고도차, 기상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식량과 물을 준비한다.
② 산행 중에 먹을 수 있는 행동식(에너지로 바뀌기 쉬운 당류가 적당)을 준비한다.
③ 비상식(고칼로리음식이 적당)을 준비한다.
（４）산행그룹 편성
① 단독산행은 되도록 삼가하고 단체산행으로 등산하는 것이 좋다.
② 산행그룹의 리더와 서브리더를 정하고 리더를 중심으로 산행에 대한 판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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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등산계획서 작성·제출
① 등산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산행그룹 전원이 등산계획서를 공유하고 내용을 숙지한다.
③ 등산계획서는 산행 중에 꼭 휴대한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등산계획을 알리고
등산계획서 복사본을 반드시 전달한다.
④ 나가노현내에서 지정된 등산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등산계획서를 나가노현지사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등산계획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10페이지를 참조)
（６）산악보험
① 수색 및 구조 활동에 민간 구조대가 출동하는 경우, 구조받는 사람은 구조시 발생한
고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조난사고에 대비하여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산악보험에 가입한다.

4 등산 중
조난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을 위해서 컨디션 관리, 적절한 상황 판단과
더불어 산행매너에도 신경을 쓴다.
（１）컨디션 관리
① 일행의 건강 상태를 서로 관찰하고 적절한 페이스인지를 판단한다.
②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휴식을 취한다.
③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자주 수분을 섭취한다.
④ 배가 고프기 전에 행동식(에너지로 바꾸기 쉬운 당류가 적당)을 섭취한다.
⑤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옷 입고 벗기를 반복하여 적당한 체온을 유지한다.
（２）상황 확인과 판단

3 등산 전의 준비

① 산행 중에는 항상 현위치를 확인하고 목적지와의 위치 관계와 소요 시간을 의식함과
동시에, 지참한 등산계획서의 예정을 확인하면서 등산한다.
② 산행 중에는 날씨, 일행의 컨디션,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산을 계속할지 또는

악천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류・장비와 컨디션관리 등을 산행 전에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멈추거나 철수할지를 판단한다.
（３）위험 장소를 통과하는 방법
① 가파른 바윗길이나 암릉지대에서는 주위에 신경을 써서 낙석이나 물건을 떨어뜨리지

（１）의류·장비의 기본적인 요령

않도록 한다.

① 기능성・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등산 일정 및 숙박 형태 (산장, 텐트) 등에 맞추어서
준비한다.

② 암릉지대, 사다리나 쇠사슬 설치 장소 등 위험한 곳에서는 앞뒤의 등산객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손에는 물건을 들지 않으며 삼지점 자세로 오르내리기를 한다.

② 악천후나 곤경 등 비상시를 예상하여 준비한다.

③ 바위가 많은 곳이거나 눈이 녹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구르거나 미끄러짐, 또는 돌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헬멧을 착용한다.

（２）장비
① 당일산행인 경우에도 헤드램프, 지도, 나침반, 비옷, 간이쉘터, 충분한 물을 지참한다.
② 등산하는 계절에 알맞은 장비를 준비한다.
③ 등정하려는 산이나 등산코스에 따라서는 헬멧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④ 설계(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고 남아 있는 구간)에서는 상황에 따라 아이젠・스틱을
사용한다.
⑤ 설계에서는 낙석의 위험이 있으므로 윗쪽을 주의하면서 빨리 통과한다.
⑥ 설계의 중앙부 등 눈의 두께가 얇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곳은 걷지 않는다.

（３）복장
① 산의 높이와 계절에 맞춘 방한 의류를 지참한다.
② 땀에 젖어도 빨리 마르고 몸이 식지 않는 소재(흡습속건성)의 의류와 움직이기 쉽고
신축성이 좋은 바지를 고른다. (면 소재의 속옷은 피하는 것이 좋다.)
③ 악천후 등으로 젖을 경우에 대비하여 여벌의 옷을 지참한다.
④ 보온 의류나 여벌의 옷 등은 방수팩이나 비닐봉지에 넣어서 젖지 않도록 한다.

⑦ 다리가 없는 강이나 골짜기를 건널 경우, 비로 인하여 물이 불어날 때는 억지로 건너지
않고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
⑧ 하산시에는 시간・체력에 충분한 여유를 남기며 작은 보폭으로 걷고 천천히 내려간다.
（４）휴식에 적합한 장소와 방법
① 다른 등산객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추락, 실족, 낙석 등의 위험이 없는 곳에서
휴식한다.

（４）출발 전의 정보 수집

② 휴식 때는 수분과 영양 보급, 의복 조절, 현재위치나 일행의 컨디션 확인 등을 한다.

① 출발 전에 등산로 상황 등을 확인한다.
② 출발 전에 산의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악천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등산을 연기하거나

（５）등산 중의 매너
① 장소나 자원(물, 전기 등)이 한정된 산에서는 서로 양보한다.

중지를 검토한다.

② 등산로에서 서로 마주칠 때는 서로 말을 건네서 임기응변으로 대처한다.

（５）출발 전의 컨디션 관리
① 등산 당일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산을 자제한다.

③ 마주치는 등산객에게 등산로를 양보하는 경우, 마주보면서 등산로의 산 쪽에서
기다린다.
④ 단체산행 분들에게 길을 양보하는 경우, 추락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등산로의 산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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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악천후

기다린다.
⑤ 낙석을 일으켰거나 발견할 경우, 바로 큰 목소리로 외쳐서 등산객에게 알린다.

① 악천후 때는 추락・실족과 저체온증 등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한다.
②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비옷을 빨리 입어서 몸과 옷이 젖는 것은 피해야 한다.

（６）자연보호에 대한 배려
① 동식물을 훼손하지 않고 동식물, 돌 등은 가져가지 않는다.

③ 날씨에 따라서는 등산을 계속할지 또는 멈추거나 철수할지를 판단한다.

② 등산로(탐방로)를 벗어나서 걷지 않는다.

④ 천둥이나 번개구름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능한 움푹 파인 곳에 피난하여 몸을 낮춘다.

③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
⑤ 등산 전에는 등산화에 묻은 흙을 털고 옷에 붙은 씨를 닦아 내는 등, 외래종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⑥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가급적으로 가져오지 않고, 발생된 쓰레기는 다시 가져간다.
⑦ 등산용 스틱을 사용할 경우에는 등산로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 부분에 보호캡을
장착한다.
⑧ 항상 주위 등산객의 안전을 배려한 행동을 하도록 명심한다.
⑨ 국가(환경성 자연보호관 등)및 나가노현(자연보호레인저 등)에 의한 순찰 지도•조언에
따른다.

（４）길을 잃었을 때
①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계획을 세우고, 어두워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한다.
② 산행 중에는 항상 현위치 및 목적지와의 위치 관계를 확인한다.
③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확인할 수 있는 지점까지 되돌아간다.
（５）저체온증
① 악천후가 예상될 경우에는 산장이나 텐트에서 머무르는 등 비바람을 피한다.
② 능선에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될 경우, 보온 의류나 우의를 착용하고 몸과 옷이 젖는 것은
피해야 한다.
③ 행동식(에너지로 바뀌기 쉬운 당류가 적당)이나 수분을 자주 섭취한다.
（６）고산병

5 숙박 중

① 산행 중에는 천천히 고도를 높인다.
② 산행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산장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등산객 모두가 서로

（７）열중증 (일사병, 열사병)
① 염분이 포함된 음료 등을 자주 마셔 탈수증을 피한다.

양보하며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통기성이 좋은 옷과 모자 등을 착용하여 열과 직사광선을 피한다.
（８）순환기 계통의 병 (심장질환, 뇌혈관장애)

（１）산장 및 야영장 이용
① 산장에는 늦어도 오후 4시까지 도착한다.

①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움직인다.
② 수분을 자주 섭취하여 탈수증을 피한다.

② 텐트는 지정된 야영지에 설치한다.
③ 산의 물은 아껴 쓴다.

（９）화산에서의 등산

④ 다음날 이후의 산행을 위해 일기예보를 확인한다.

① 등산 대상지가 화산인지 확인하고 화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아 둔다.

⑤ 심야・새벽에 소리를 내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② 산행 전에 화산 정보를 확인하고, 입산 통제 등이 있는 경우는 등산을

않는다.

삼가한다. 또

통제에 상관 없이 산행 중에는 화산 정보에 주의한다.

⑥ 취사를 할 때는 화기 사용에 특별히 유의한다.

（10）구조 요청
① 일행의 사고나 다른 등산객의 사고 현장을 목격했을 때, 우선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변의 안전을 확인한다.

6 리스크 회피

② 등산은 자력으로 하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신중히

등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줄여서 위기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리스크별로
특칭을 파악하고 회피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한 후, 구조 요청을 한다.
③ 구조 요청은 휴대폰으로 통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110번 또는 119번으로 신고한다.
휴대폰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산장 등에 연락한다.
④ 만일에 대비하여 통신 수단을 확보한다.

（１）단독산행

(구조 요청 후에는 구조대와의 연락에 대비하여 배터리 충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① 단독산행은 단체산행보다 사망 또는 실종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명심한다.

한다.)

（２）중장년층 등산 (만 40세 이상)
① 지속적으로 등산을 하는 등 체력과 근력을 유지・강화한다.
② 과거의 등산 경험을 과신하지 말고 현재의 자신에 맞는 산과 코스를 선택한다.
③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등산을 계획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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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커질수록 많은 체력이 필요
체력수준
зࢇیପ ɹЙ
ҜیԸ
̘ ܺB Ԭ

등산코스별 난이도 평가(눈이 없는 시기, 날씨 양호시)
C

ೞҜٵ࢝یɹଔ࠾

ೞлԸࢺٵѵߪࢎЩ
ೞσߪࣄѣԀśࠊࡿ࣍ݥԫɹΩЩ
ೞ̜ࡳࢊߪչࠊԫɹΩЩ

ೞҜیʾଲࢄଔ࠾
ೞऌѣ࢈̘ЙԬࡳʆВʥࡳ˽࢝

Ǿ ࣔѣɹਝیݡ
 ࠚਝ۠࣬५࢝・ѣɹਝݡ১ଋ࢝ 
Ǿ ѣɹਝࠚ یݡਝ۠࣬५࢝ 

ǾվୋЩ৹ ɹײਊ ऀԸݣѣ
Ǿ Щվ یѣɹਝݡ১ଋ࢝ ȉ
Ǿ ࣬Щվ یѣɹਝݡ১ଋ࢝ ȉ
Ǿ ߂Щ৹ ʭࢄҜیԸࢌˮ 
Ǿ ࣔѣնْੲב یऌΜЩࢄӿ・ߛݡਾ

ǾПݡୋЩ৹ ɹײਊ 
Ǿ ࣔˇʭЩ৹Ȣ߂Щ৹ ɻϟЩࢄӿ・ײϝੲ 

Ǿࣔɹӿऄਾԩੲ
 ۉՑਝӿ・ଠૣࢄ৹࢝ی
Ǿ ײΜײਊվɹ৹ ʬࠧۉЩն 

Ǿ ࣬ࡆ̘Щ৹Ȣ˅ یָݘʬࠧۉЩն 
Ǿࣔଙײωਾԩੲ
 ߇ଋݘЩࢄӿࠄ・ࠚࠚПଙӿ 
Ǿ ײࠚݡЩ৹ ѣնਝӿ 
Ǿ̘ୋЩ৹ ɹײਊ ɹӿࠧۉ

Ǿ ࣔ ײࠚݡЩ৹Ȣ̘Щ৹ ѣնਝӿ・டԸɹࠧӿ 
Ǿ ࣔ߂ӿࠧЩ৹ டɹݡЩ৹
 ѣնਝӿ・ࠧۉӿऌվ 

ਊݘ

࣬یପݡऌࢷ˒ଙیऌࢷࡲʈऌրѣࣵࡿʾԸɹЩխࡒࢷୠ̃ ࣬ୠ

Ȣࣔ࣬ࡿܸۭ

ࣔیପݡऌࢷ˒ଙیऌࢷࢄЩխࣔ࣬ਊݘ

 ʾࡧऌ ࢄیկ˒ҜیԸࢌˮրࡰԸВʾԸծછࢺଜܶߴВʾࡆ 

  ҜیԸࢌˮ

D
Ǿ ࣔடऌնЩ৹Ȣ߂ࢄݡЩ৹
 ࢄۼਊࠧۉ・࢝یӿऌվ

ೞऌѣ࢈̘ЙԬۉЩնΜࢄݛۉܨ۳Ѷ
ଲଛ࢝ܒծ˒ଜܶࢎВࡈѭ
ЙԬࢄଔ࠾

ೞۉЩնΜࢄݛۉܨ۳Ѷଲଛ࢝ܒ
ӓВ۳ˀΜࡳזʟμߛଙВْٔࢄ
ࢎЩ
ೞ׀ଙֱԀś࣍ݥҜࡿ˅ۉɹ
ΜВˏࢄࢎЩ
ೞ߄έ૯ऌળࢄْ࣍ଛ࢝ܒѣࢎЩ

ೞऌѣ࢈̘ЙԬ̜ࡥ۳ˀծ߄ࢺࢳࡰԸ
˒ଜܶࢎВ̋ЙԬࢄΜ̘ܺࢄ
ଔ࠾
ೞՑચરࢆҧࡿ̘ܺࢺୖଛળЬԬࢄଔ࠾
ೞҜیʌҩӿۭВԸଋɹଔ࠾ଛଲଛ
ˏѣࢎЩ

ೞ࢝̚ʀࢄࢎВߪԫࡈߋղऌлࡿ˒ɹ
ࢄߪԀśࡿ࣍ݥଲْٔࢄ
ࠆܓଛЩ
ೞ̣ࡲэٖ݁ࡳɹВ̜ࢄࠆܓଙВʾࡆɹ
ࢎЩ

ǾΜɹϝୀࢄ࠶ࡿی

Ǿ̘ऌࠄ

Ǿߛɹ৹

Ǿࣵߏ߇ଋݘ

ǾΤ߇ଋݘ

Ǿٓ߇ଋݘ

છࢋʅݡۉվਾૣی

Μɹϝୀࣔ߃یଟ۾ਜ਼

% ࢄݡऄࢄݣܮɹਝঢ়

ݣʬ߇֊ࡲࡳی۱ੑଙ

Ǿ࣬ୋЩ৹ࣔ࣬ ɹײਊ
̘ୋЩ৹ȢվୋЩ৹

Ǿ࣬Щࢄਾԩੲ ɹײਊ 
̘ୋЩ৹Ȣߛնɹ৹

E

ۼଛέࡅࡲĜ߂ࡎѣߪ)Q0CICPQĝծ॰˅ଢ࣬ࠚݡݨ

=Οࢄѣɹлଛ࣬ࡿ?
ࢄ૯ВϻࢄߴВߣ̘ݡୋଛΡӿВ࣌ʟ߂ԋۭɺҜیਊࡿݘԬ࣮ܶ˒ΟࢄѣծɹଛʥࢌПЩࢼݥԸВԬ࣮ܶ˒Οࢄѣࢄ࠶߃ই୬۳ৱҞࡆ̘܇ࢳࢆ࠾ࢆࡿଛࠃԙଲࢄࢎࡰԸ̍ԙଛʥҗѣ˅ԫଛ
ˀୡࡳࡆۼВʥࢄଔ࠾ଟПЩ
ࢇࢆࢳҜیԸɹ߂СҜیਊ ݘછشடଲଛҜیਊ ݘВɹлࡰەԸଙऌ߆ߎݞПЩ
=ࠓ?ПݡୋЩ৹`ࠚਝୋЩ৹ ٓ߇ଋ̘ ݘվࠚω ٓ߇ଋ ݘϝਊ̘նЩ৹ Τ߇ଋ߂ ݘࢄݡЩ৹ Τ߇ଋ ݘҜ
یପࢴࢄ࢝یΜ˔ࡳیଜଙВʾ९ۭҜیԸەҜࡳୖࢆଙѣԹଟݡЩ ऌऎۉیϻۉԸପ̊ࢼҜࢄࢎВʾࡆɹࢎݞПЩ

〇 ऌѣ ࢈̘ ЙԬ---ऌѣծ  ˅ؼୀծ ߇ ܶ ࢎ˅ ֹࢳऌ̤ऌࡿ ਊݘծ ળЬଜ ܶ ࢎВ ЙԬ
=ࡅߪ۳ֵ?
〇 Ցચ રࢆҧ---ֵୖଛ ҜیԸɹ ߴʝΜ ߇̘ ߪԫࡈ ˏۭ ɹ࢝ ߄ࢴଙʬ ˒ଜ ܶ ࢎВ ਊݘծ ળЬଙВ ʥ
࣬ࡿۉଡ
ȉଢзਊݘВԬ࣮ܶ ࢳࢄەࢄз ࢌПЩրҜیਊܷࣵݘɹЙଛࢄ࢝یΜߛࠏ࢝ࢄߴݞПЩҜیʌҩӿۭВࢇּ̤ऌଙیଙऌ׀ଜܶѣࢎࡰП࣬ࡿଙ̘ݡԄПЩ
ȉଢзਊݘВԬ࣮ܶ зࢇیପɹЙ ࢌПЩրҜیԸࢌˮ̤ऌࢸ̏ଙВѓݡɻࢄցࢄʡն̘ҳהзࢇ̘ɹߪԫࡉܶѣࢎݞПЩ
ܷࢼࢴࡳԸଛˀୡࡳ˽ଟПЩ
ȉଢзਊݘВ୕یӓВ̍࣬ࢌیࡿسПЩیପࢴ୕ؼࢺیծୖࢆଙ˅ऌݡҩӿ࣬ࠚݡݨ

ೞऌѣ࢈̘ЙԬ̜ࡥ۳ˀծ߄ࢺࢳࡰԸ
˒ଜܶࢎВ̋ЙԬࢄΜ̘ܺࢄ
ଔ࠾
ೞՑચરࢆҧࡿ̘ܺࢄଔ࠾

ೞ ଲଛߋղࢄΜٖ߄ࢺଛμъऌлۉЩնΜ
ࢄݛۉܨ۳Ѷଲଛ࢝ܒэٖ݁ࡳ
ࡰܕԸଶ˅ɹВ࢝ܒӓВ۳ˀΜ
ࡳזʟμߛଙВْٔࢄࢎЩ
ೞۑ ࡅۉࡳܕऌࢷୖ ؼଙࠃߛଙВ̔ଛ
ࠚիέպࢄࢎЩ
ೞۉЩնΜ߄ݛۉܨέળҜࡿࢆːࢳࢆࡲז࣌ؼ
ࢳ˅Ԁśࡿ࣍ݥଲْٔࢄցЩ

오른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짐
ೞˉङ̘رԇ̜ӓВ۳ˀҜࡳ˒
ೞɹરխࠚࡿ̜ٵիέպࢄࢎЩ
ೞҜیԸɹ߇̘ߪԫࡈˏࢄࢎЩ
ೞσߪऐʾࡆԀś˅ۉ࣍ݥԸࢄߪऌВ
࢝ܒɹࢎЩ

기술적 난이도

Ǿߛ৹Щ৹ ݣΜϝࡧҜیԸࢌˮ ȉ
Ǿ ࢄࢄऄΜࢄ یϝੲնࢄࡒऌ 
Ǿ ЩݡΜ֦ یɹײ५ߛ 
Ǿ ࣬ࡆਝݡɹଙӿ˅ࡒ یऌԸֹ࢝
ǾଙਝϝնਝӿЩ৹ ɹࢄ৹ 
Ǿ ࠚˮӿ یਝնࠚҜیԸࢌˮ
Ǿ ωਊЩ৹ ײωϝଙӿ 
Ǿ ЩݡΜ یଟֹҜیԸࢌˮ 
Ǿ ЩݡΜࠚࠚ یɹࠧӿ˅ʋ 
Ǿ ̘ܒਊվɹ৹ ࣨ۾ऌਾ 

Ǿ ωਊЩ৹ ݘɹЩࢄӿֹ࢝ 
Ǿ ݡؼЩ৹ ऌ࣌˅ʋ 
Ǿ Щࠚָࠚ ییѣ 
Ǿ ˮԸ୬ یˮՑվۉ˅ʋ ȉ
Ǿ ࣬߂ӿ୬ω߂ یӿ୬ωْѭ
ੲָࢄࠧؽ
Ǿ Щࠚࠧٵ یૣ 

Ǿ ࡧϝվՑ یऌ࣌˅ʋ 
Ǿ ࠚࠚΜ̘ࡧ یੲʬ 
Ǿ ̘࠾ਊЩ৹ ৹ࢄٱ 

Ǿ ɹΜߛվ ɹΜߛվҜیԸࢌˮ 
Ǿ ߂Щ৹ ײϝੲ ײΜْٔ・ࠧۉײԸ
Ǿ ࣨ۾ɹ৹ ̘ࠧ˅ʋ ȉ
Ǿ ߂ײЩЩ৹ ײϝੲ ײΜࠧۉײ
Ǿ ɹࢄਊվɹ৹ ̘ࠧ˅ʋ ȉ
Ǿ ߂վնࠚ یնࠜই
Ǿ߂ն߂৹ یΜْۉ

Ǿ ࢄࠚЩ৹ ײϝੲ ̘ࠧ
Ǿ ߂ऄվߛײ یωϝଙӿ
Ǿ ߂ऄվߛݘ یɹЩࢄӿֹ࢝ ωਊЩ৹
Ǿ ߂ऄվߛ یѣնࢄ˅ʋ
Ǿ ˮԸட֦ࠚࠚ یଙݡҜیԸࢌˮ
Ǿ Μײ یωਊࢋݡѣʬࢄચ 
டԸࠧӿҜیԸࢌˮ
Ǿ ࢄࠧݘʬݘࠧࢄ یʬیҜیԸࢌˮ
ǾɹӿվЩ৹ ଠૣࢄ৹ ࢝ی
Ǿ ̚ یڳվࠧն֦Щࢄӿ
Ǿ ѕˮЩ৹ ْݡϝࡧ 
Ǿ Μ߂˅ یࠧۑଟֹ
Ǿɹ୬ਾЩ৹ ɹ୬ਾҜیԸࢌˮ 
Ǿ ѕˮЩ৹ ɹӿࠧۉਊ ۾Пࠚݡω
Ǿ یϝࠧۉЩ৹ ࣨ۾ऌਾ
Ǿଙਝࢄࠚࠚ৹ࠆ ׀ɹࢄ৹ 
Ǿ ࠜ৹ یЩϝଙӿ ȉ
Ǿ ࢄࠚЩ৹ ۉਝӿЩࢄӿ 
Ǿ ࠜ৹ָࢄࢄ یն˅ࡒࠄ ȉ
Ǿ ̘࣬նɹײω ߛݡվࡒݞ

=آԴ?

ǾݡԸࡆվЩ৹ ۉՑਝӿ 
Ǿ ࣬߂Щ৹・࠾ਊЩ৹・ࢄࠚЩ৹ ײϝੲ 
ǾݡؼЩ৹ Щۼп ْΜࠚω
Ǿ ѕˮЩ৹ ୍ࠧࠜই 
Ǿ ߂Щ৹ ܒվ࣌ҜیԸࢌˮ 
Ǿ ߂ײЩЩ৹ ୬ΜߛվݨԸ 
Ǿ ߂Щ৹ ײϝੲ ̘ࠧ・ऌ࣌ࠚω
Ǿ ˇʭЩ৹ ɻϟЩࢄӿ 

Ǿ ̘ܒਊվɹ৹ ߇ଋ ࢝یݘ
߂ʬվ#
ǾɹࠧײݘЩ৹ ɹײਊ
Ǿ ࠾ਊЩ৹ ࢄΜ˅ࡧ 
Ǿ ْۉգ یѣԸϝਾЩࢄӿ
ǾࣔɹӿվЩ৹・˅գЩ৹
 ଠૣࢄ৹߇・࢝یଋݘЩࢄӿࠄ
ǾɹਾЩ৹ ݡӿࠧۉҜیԸࢌˮ 
Ǿ˅գЩ৹ ߇ଋݘЩࢄӿࠄ 

Ǿࣔɹݡվߛնɹ৹・ऌࢄɹ৹
 ࠚࠚПଙӿ・ࠚࠚ̘ ࠧۉ
Ǿ டऌնЩ৹ ࢄۼਊ ࢝ی
Ǿɹݡվߛնɹ৹ ࠚࠚПଙӿ 
Ǿଙਝߛնɹ৹ ۉՑਝӿ ߛնࠜই
Ǿ ̘ࣔܒਊվɹ৹Ȣࡆ̘Щ৹
 ࣨ۾ऌਾ・˅վɹω˅ࡒ 
Ǿ ࡆ̘Щ৹ ˅վɹω˅ࡒ 

ǾࠚਝୋЩ৹ ɹײਊ ɹӿࠧۉ

Ǿ ̘ࣔܮɹݡӿȢࡆ̘Щ৹
 ɹӿਊ˅・վɹω˅ࡒ 
ǾࣔݡԸࡆվЩ৹Ȣ߂ۉடЩ৹
 ۉՑਝӿ・ԥʬࠜই 
Ǿߛնɹ৹ ɹײਊ 

Ǿࣔࠚָ̚
 Μْࠜۉই・ɹײਊ 

Ǿࣔࡆӿ̚ Щۼп・ɹײਊ 

Ǿ վ৹ۉ߂ یվҜیԸࢌˮ ȉȉ
ǾԥʬЩ৹ ࠚࠚ̘ ࠧۉ
ǾࣨϋЩ৹ ࢄϝ ࠧۉ
ǾଙնϝਾЩ৹ ࠚࠚ̘ ࠧۉ
Ǿ ࣬˅ْݡɹ৹ ָਾЩࢄӿ
Ǿऌࢄɹ৹ ࠚࠚ̘ ࠧۉ
Ǿ ࢄࠚЩ৹ ୍ࠧࠜই 
Ǿ վ৹ یˮՑվۉ˅ʋ ȉȉ
Ǿ˅ԥʬЩ৹ ɹࢄ৹ 
ǾਝԸЩ৹ Μْࠜۉই 
Ǿࣔ ϝնਝӿЩ৹ ݘऄԁЩն・ЩЩײЩࢄӿ
Ǿ ࠚਝ५ࡆݡ یݘӿ˅ܒٵʋ ȉ
Ǿযɹ৹ ײվ 

Ǿ̘ਝऄЩ৹ ΜΜਝӿ 
Ǿࣔযɹ৹・ࣨϋЩ৹
 ײվ・ࢄϝ ࠧۉ
Ǿ ̘ܒਊվɹ৹ ɹӿਊ 
Ǿ ̘ܒਊվɹ৹ ਊɹӿ
̘ܒ୬ਝݡվ$
ǾࣨϋЩ৹ ײվ 
ǾݡԸࡆվЩ৹ ɹࢄ৹ 
Ǿɹӿ ࠧۉɹײਊ
Ǿ ࢄࠚЩ৹ ̘בਝ˅ۉʋ 

Ǿɹݡվߛնɹ৹ ࠚࠚ̘ ࠧۉ
Ǿযɹ৹・ࣨϋЩ৹
 ɹײਊ・ࢄϝ ࠧۉΜɹࠚاω
Ǿ୬ΜਝؼЩ৹ ΜΜਝӿ 
Ǿ ѓնЩ৹ ࢄԸѣ 
Ǿ५ࡆݘЩ৹ ࢄԸѣ

Ǿ ̘ܒਊվɹ৹ ࢄΜݘਾն࣌ચ 
Ǿ ࣔ̚ݡْ˅・یڳɹ৹
 վࠧն֦Щࢄӿ・ָਾЩࢄӿ
Ǿվ˅ۉЩ৹ Щۼп ࡧվ
ǾࣔਝԸЩ৹ȢࣨϋЩ৹
 Μْࠜۉই・ࢄϝ ࠧۉ
Ǿ࣬ΜՑࠧۉЩ৹・ݘնЩ৹
ଙնϝਾЩ৹ ࠚࠚ̘ࠧۉ

B

ΜɹϝୀࡿࢇҜیਊ ݘਊ ݘծԬ࣮ܶ˒ҜیਊࡿݘΟࢄѣԸɹծଙࠎݞПЩ

Ǿ ˩ɹ৹ ৄ۾ऌࢵ 

Ǿ ̘࣬࠾ਊЩ৹・ݡվɹԣی
 ࠚࠚɹࠧӿ˅ʋ

A

ۺΜɹϝୀࣔ߃یଟ۾ਜ਼ʀܶΜɹϝୀ࣌߃یΟ،ऌлॷୃୠ

나가노현 산의 난이도 그레이딩

ଔ࠾ଛԬ࣮ܶлଢۭВϝߛࡨлଚ˩ߛվָੲվࠆࡿܶ˩ݡ࠾ۉˮۺɹծࡰԸɹଙࠎݞП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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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등산 비교표
( 동계등산 제외 )
한국과 일본의 산악 환경이나 등산

규칙 , 매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일본의 산악

환경이나 규칙 , 매너를 충분히 이해하여 안전한 등산을 즐기십시오 .

한국 국립공원내 등산

⑨등산로에 있는 표지와 이
정표

일본알프스 등산
( 북알프스 , 중앙알프스 , 남알프스등 )

항목
⑩입산 통제

①산 높이

②등산로 상황

③등산 일정

④하루의 보행시간과 산장
도착시간

⑤등산에 적합한 시기
( 전문적이고 특별한 설산보
행기술이나 지식 , 장비가 필
요 없는 시기 )

⑥산장 영업 기간

⑦일반등산로 정비상황

⑧삼지점이 필요한 구간이
연속하는 위험한 등산로

현재위치명 · 위치번호 · 구조 요청 전
화번호가 적힌 다목적 위치표지판과
목적지 · 방향 · 거리를 표시한 이정표
가 설치되어 있어 지도없이 등산할
수 있는 만큼 안내표지들이 충실합니
다.

지역에 따라 설치자가 다르므로 설치
방법이나 표시 내용이 다릅니다 .
분기점에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수는 적어서 지도나 나침
반은 필수 장비입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한 다양한 통
제 ( 기상악화 예상시 입산 통제 , 봄
과 가을의 산불방지기간 , 자연휴식
년 , 입산 시간제한 등 ) 가 있습니다 .

화산에서는 입산 통제가 될 수도 있
습니다 .

방수투습성이 높은 자켓 ( 바지는 없
음 ) 이나 1 회용 비닐 우의 , 판초 등
을 사용합니다 .

갑작스런 폭풍 · 비 · 눈으로 인한 저체
온증의 위험등이 있으므로 상의와 하
의로 분리된 방수투습성이 높은 우의
는 필수장비입니다 .

나가노현의 화산
아사마산 , 야케다케 , 노리쿠라다케 ,
온타케산 등

최고봉인 한라산 (1950m) 을 비롯한
주요 산의 대부분은 국립공원으로 지
정되어 있습니다 . 또 한국에서 백대
명산으로 선정되어 있는 산의 절반
이상이 1000m 미만이며 1500m 이상
의 산은 8 산입니다 .

북 알 프 스 의 해 발 고 도 는 2500m ∼
3100m 입 니 다 . 또 일 본 국 내 에 는
3000m 이상의 산이 21 산 있습니다 .

수림지대의 오르내림이 많고 험한 등
산로에는 인공계단 등이 설치되어 있
습니다 .

수림한계선보다 위에 있는 능선을 종
주할 경우가 많아 갑작스러운 기상악
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 ( 여름 · 뇌우 ,
봄 , 가을 · 강설 )

⑫팀 보행

체력에 따라 각자의 페이스로 보행하
며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팀멤버는 항상 동일한 행동을 하며
앞과 뒤에 대장과 부대장이 보행합니
다.

주로 당일 산행을 합니다 .

당일 코스도 있지만 , 장거리 코스가
많기 때문에 산장 숙박이나 야영하면
서 등산합니다 .

⑬조난구조 비용과
산악보험

경찰구조대 , 민간구조대 , 소방구조
대가 있으며 모두 비용부담이 없습니
다.

보행 시간이 하루에 평균 4 ∼ 8 시간
정도이며 국립공원 산장은 입실가능
시간이 하계 오후 6 ∼ 7 시 , 동계 오
후 5 ∼ 6 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 경도
의 차이로 인해 일몰 시간이 늦기 때
문에 한국과 일본은 행동 시간에 차
이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

보행 시간이 하루에 평균 6 ∼ 10 시간
정도로 한국보다 긴 경우가 많습니
다 . 오후부터 야간의 등산은 길을 잃
거나 낙석 , 번개 등 조난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일찍 출발 ( 오전 5,6 시 )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 .
산장에는 오후 4 시쯤까지 도착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

경찰구조대 , 민간구조대 , 소방구조대
가 있는데 민간구조대인 경우 구조를
받은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
니다 . 구조 비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악보험에 가입해 주십시오 .

통제기간을 제외하면 일년 내내 산행
이 가능합니다 .

7 월 중순부터 10 월 상순까지가 적
합합니다 (5 월이나 10 월에도 강설의
가능성이 있으며 7 월까지는 만년설
구간도 많습니다 ).

국립공원내 산장은 일년 내내 운영합
니다 .

대부분 5 월부터 10 월까지 운영합니
다 . 단 , 산장에 따라서 영업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등산 전에 확인이 필
요합니다 .

손잡이나 계단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
함으로써 초보자도 보행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습니다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쇠사슬이
나 사다리가 정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설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

암벽 · 암릉등반 루트의 범주에 포함
됩니다 .

상급자용 코스로서 이용되고 있지만
추락 , 실족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
습니다 . 헬멧 착용을 권장하는 구간
이 있습니다 .

⑪등산시 사용하는 우의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⑭등산계획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나가노현내에서 지정된 등산로를 통
행하는 경우에는 등산계획서를 제출
할 의무가 있습니다 .
（http://www.go-nagano.net/ko/
climbing）

나가노현 관광부 산악고원관광과
【전

화】０２６－２３５－７２５１

【Ｅmail】 sangaku@pref.nagano.lg.jp
※등산계획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go-nagano.net/ko/climbing
Mar.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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