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에 있는 JMC 원숭이들
JMC 에 있던 8 마리의 일본원숭이들이 시카고의
새 보금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들은 미국과 일본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표현합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snowmonkeys.org 에서 찾아보세요.

▼기부
영장류를 위한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기부금은 이 곳의 영장류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나아가,
야생에 있는 영장류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관리의 제공
저희는 이 곳에 있는 영장류들의 최적화된
복지를 위해 매일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일아침 자문합니다: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들이 매일매일 있으며,
그들의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온라인
기부를 통하여 이 곳의 영장류들을 도와주세요.
URL:
https://fundexapp.jp/monkey/entry.php?lang=ENG

▼개원시간

+한국어

10:00 – 17:00 (11월–2월: 10:00 – 16:00)
휴원일: 화요일, 수요일; 1-2월에는 평일에 추가로
휴원하는 날이 있으니, 방문전에는 꼭
JMC웹사이트에서 달력을 확인해 주세요.

일본 몽키 센터
사람이외의 영장류를 위한 박물관 그리고 동물원

▼입장요금
하루 입장권
어른

초등학생/ 중학생

유아
(만 3 – 6세)

800엔

400엔

300엔

본 센터의 사명

“자연으로 통하는 창”

만 2 세이하는 무료

▼JMC 멤버쉽
JMC회원이 되면 1년간 몇 번이고 입장하실 수
있으며, 무료주차 및 회원전용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어른

초등학생/ 중학생

유아
(만 3 – 6세)

3000엔

2000엔

1500엔

일본몽키센터(JMC)는 영장류연구와 그들의
보호를 위해 195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본
센터의 또 다른 목표는, 사람과 계통학적으로
가까운 종들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JMC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영장류를 전시하고 있는 동물원으로, 전세계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도① 방문자센터, 매점, 교환실/수유실
방문자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영장류를 박제한
표본과 뼈를 전시하고 있으며, 쿄토대학교
영장류연구소의 침팬지들이 행하는 기억과제를
체험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 전시회를
열기도 합니다.
지도② 마다가스카르 관
섬 형태의 야외사육장으로,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3 종의 여우원숭이(갈색여우원숭이,
검은여우원숭이, 목도리여우원숭이)를 볼 수
있습니다.
지도③ 남아메리카 관
열대정글을 재현한 실내사육장(섭씨25도로
유지)에 살고 있는 마모셋과 타마린 등의 작은
원숭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야외사육장에서는
사키원숭이, 양털원숭이, 거미원숭이, 카푸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실에서는 야행성인
올빼미원숭이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④ 아시아 관
사람이외의 영장류에서 가장 북쪽에 사는
일본원숭이를 비롯하여, 다른 아시아지역에

자연서식지의 보전
영장류들의 야생서식지가 놀랄만한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곧 멸종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우리는
지역정부와 지역사람들과 함께 야생서식지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위는 여러분의 관대한
도움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부자 명단은 JMC 웹사이트와 뉴스레터에
게시될 예정입니다(익명도 가능). 기부신청서에
필요사항을 명시해 주세요.
일본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일본몽키센터(JMC)는 공익재단법인으로,
일본정부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따라서, JMC 에
대한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포트회원: 서포트회원전용 웹사이트 열람가능

5000엔 이상

사는 원숭이들, 히말라야원숭이, 토크원숭이,
보닛원숭이, 사자꼬리마카크, 돼지꼬리마카크,
티베트마카크, 그리고 프랑수와잎원숭이를 볼

▼오시는 길
JMC 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메이테츠
이누야마」입니다 (나고야역에서 약 30 분).
「메이테츠 이누야마 (동쪽출구)」에서 JMC 까지,
버스 혹은 택시는 5 분, 도보는 20 분.

수 있습니다.
지도⑤ 와오랜드
본 센터에서 가장 인기있는 시설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알락꼬리여우원숭이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JAPAN MONKEY CENTRE
484-0081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칸린 26
Tel: +81 (0)568 61 2327
Fax.: +81 (0) 568 62 6823
www.japanmonkeycentre.org
twitter.com/JpnMonkeyCentre

지도⑥⑦ 아프리카 센터 / 야행성원숭이
침팬지와 고릴라, 맨드릴, 그리고 야행성
원숭이인 포토와 슬로우로리스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릴라의 경우, 사육사가 사육장안
여러곳에 숨겨놓은 음식을 찾아다니는 모습도

動物取扱業：公益財団法人日本モンキーセンター 愛知県犬山市大字犬山字官林 26 番地
業種:展示 動尾第 510 号 業種：貸出し 動尾第 509 号 登録:平成 19 年 5 月 31 日
有効:令和 4 年 5 月 30 日 取扱責任者:木村直人

2020.04.01

볼 수 있습니다.

지도⑧ 아프리카 관
밝은 털색깔을 가진 망토개코원숭이와 아름다운
검은색과 흰색의 털을 가진 콜로부스원숭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긴꼬리원숭이과에
속하는 슈밋게논과 콧수염게논, 파타스원숭이,
사반나원숭이, 바르바리마카크도 만날
수있습니다.

방문자 센터
9

10

1
2

3

6

4
지도⑨ 개코원숭이의 성
벽면의 유리창과 위의 전망대에서 70 여마리의

5

11-2

11

7

아누비스개코원숭이를 볼 수 있습니다.

13
지도⑩ 몽키 밸리
이 곳 관찰플렛폼에서 약160마리의
일본야쿠시마원숭이를 볼 수 있습니다.
원숭이들이 연못에서 고구마등 음식을 씻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고구마씻기행동은 일본
‘코시마’라는 섬에 있는 야생일본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한 문지르기 행동은
원숭이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행동이지만,
물안에서의 문지르기 행동은 보기 드믄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먹이를 먹는 시간에
자주 관찰됩니다. 이 곳에서는
사루당고(원숭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마치
당고처럼 된 상태), 도구사용, 돌을 이용한
놀이등 다른 흥미로운 행동들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말에서 2월말의 주말과
공휴일에는일본야쿠시마원숭이들이 모닥불에서
불을 쬐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지도⑪ 몽키 스크램블
주머니긴팔원숭이가 높이15m되는 건물을 두
팔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11-1: 빅루프).
검은손거미원숭이가 공중에 있는 다리100m를
왔다갔다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지도113: 몽키스카이웨이). 원숭이가 머리 위를
지나갈 때는 그들의 배설물에 주의하세요
(위험지역).
지도⑪-2 다람쥐원숭이랜드
수로에 둘러싸이고 나무가 우거진 이
작은섬에는 다람쥐원숭이가 자유롭게

8

11-3
11-1

정문

15

휠체어 /베이비카

화장실

12
2

3

4

5

6

다목적 화장실

7

일시피난장소
AED
기저귀 교환대

8

9

10

11

11-2

교환실/수유실

12

코인로커

14

매점
레스토랑
흡연장소

몽키파크(놀이공원) 연결통로

휴게소

버스정류장

돌아다닙니다. 다람쥐원숭이는 벌레를 즐겨
먹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먹이찾기에 씁니다.
그래서인지 이 섬에서는 어른벌레를 보기
힘듭니다.
지도⑫ 긴팔원숭이 하우스
동남아시아에 있는 3종의 긴팔원숭이
(보닛긴팔원숭이, 흰손긴팔원숭이,
회색긴팔원숭이)를 볼 수 있습니다.

지도⑬ 녹나무 숲/나무집
이 곳에는 본 동물원사육사가 직접 만든 나무집
있습니다. 이 곳에서 나무위의 원숭이들이 어떠한
세계를 보고있는지 느껴보세요.
지도⑭ 레스토랑 낙원(楽猿)

지도⑮ 몽키바
(주말과 공휴일에만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