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문화유산과 멋진 자연이 공존하는 도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도치기
방문객 안내

TOCHIGI

도쿄와 가까운 휴양지 

도치기



P.9 우쓰노미야 P.11 유니시가와 

03 지도 & 오시는 길

도쿄에서 마음껏 즐기셨나요 ?

유명 관광지 
닛코는 바로 

도치기  
현에 있습니다!

P.1

지역 먹거리와 
지하동굴 세계

P.5 닛코 P.7 기누가와 
세계문화유산과 
놀랍도록 아름다운 자연

온천 및 가족을 위한 
테마파크

환상적인 겨울 
풍경이 펼쳐지는 온천마을 



P.21 도치기 특산품P.19 꽃 & 과일

도쿄에서 마음껏 즐기셨나요 ? 도쿄를 모두 둘러보셨다면 
              매력적인 도치기 현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

P.2

P.13 나스 

P.17 아시카가 

P.15 마시코 

P.18 도치기 시 

재충전을 위해 떠나는 
인기 여름 휴양지

꽃과 문화의 마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자기 마을

전통을 탐험하는 
타임머신여행



간토 버스(마로니에 직행버스)
공항-우쓰노미야 역: 소요시간 약 2시간 20분
http://www.kantobus.co.jp/highway/maronie01.html

지바버스(샐비어 직행버스)
공항-아시카가 역: 소요시간 약 2시간 30분
http://www.chibakotsu.co.jp/kousoku/salvia.htm

간토버스(마로니에 직행버스)
공항-우쓰노미야 역: 소요시간 약 3시간
http://www.kantobus.co.jp/highway/maronie01_
haneda.htmlhtml

공항버스
공항-미토 역: 소요시간 약 40분, 이후 JR 미토 선으로 환승

JR 도호쿠 신칸센
초고속 열차를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
도쿄 역-우쓰노미야 역: 소요시간 약 50분
도쿄 역-나스시오바라 역: 소요시간 약 1시간 10분

JR 쇼난신주쿠라인
우쓰노미야와 요코하마, 신주쿠, 시부야를 직통으로 연결합니다.
신주쿠 역-우쓰노미야 역: 소요시간 약 1시간 45분

도부 철도 
아사쿠사를 만끽한 후 도치기로 출발
아사쿠사 역- 도부 닛코 역: 소요시간 약 1시간 50분
아사쿠사 역-기누가와온센 역: 소요시간 약 2시간

도쿄에서 신칸센으로 50분을 달리면 도치기 현의 중심도시 
우쓰노미야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풍부한 자연 풍경과 유
명한 닛코의 신사(神社)를 포함한 세계문화유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온천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테
마파크 , 딸기와 군만두 등 다양한 지역 먹거리를 자랑하는 
도치기는 도쿄와 인접한 이상적인 휴식처입니다 .

베스트 오브  
도치기 현
* 세계문화유산 ( 닛코의 신사와 절 )
* 세계에서 가장 긴 가로수길 ( 닛코 
삼나무 가로수길 )
*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 아시
카가 학교 )
* 일본 내 최대 만두 소비량 ( 우쓰
노미야 시 )

* 일본 내 최고 품질의 딸기 상품 

P.3

Tochimaru-kun: 
the mascot of Tochigi

도치기 현에 대해

나리타 공항에서

하네다 공항에서

이바라키 공항에서

도쿄에서

교통 정보

TOCHIGI

이 팜플렛에 기재의 교통기관의 시각은 예고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언제나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P.4

TOCHIGI

고리야마

유니시가와

기누가와

나스오산 

나스

나카가와마치

모테기

마시코

시모다테오야마

오미야

지바
아사쿠사

우라 야스

요코하마 

요코스카 

가마쿠라 

오다와라 

아타미

모카 철도

도호쿠 신칸센

도호쿠 본선 

이마이치

가누마

사노
도치기 

아시카가

토
부 

닛
코
센 

JR 

닛
코 

선

게곤 폭포센죠가하라

유모토
난타이 산

닛코
시라네 산

닛코국립 공원

사이타마 

나리타

나스시오바라
오오타와라

닛코닛코

우쓰노미야우쓰노미야

이바라키 공항이바라키 공항

도쿄 도쿄 

나리타 공항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하네다 공항

도카
이도
 신
칸센

http://travel.tochigiji.or.jp/ko/

교통 지도

이 팜플렛에 기재의 교통기관의 시각은 예고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언제나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DAY1

토부 특급 실크 105

도부 닛코 선

버스로 11분 
오모테산도 하차
도보로 5분  

당신은 버스 도부닛
코역역에 갈 수있다.
거기에서 호텔로 향
합니다

도보로 10분

도보로 3 분

아사쿠사 역 9:00
           

시모이마 이치 역

도부닛코역

닛코 도쇼구(동조궁) 

후타라산 신사

린노지(린노사)

여관 
(일본식 숙박시설)

머무르다 2시간

머무르다 1시간

머무르다 1시간

10:39 
10:43

10:52 점심
12:18

12:40 
14:40

14:50 
15:50

16:00 
17:00

닛코 도쇼구(동조궁)
도쇼구의 인상적인 건축물은 일본 전국
에서 모여든 장인들의 손길로 만들어졌
습니다. 다양한 동물 조각상은 세계 평
화를 기원하는 상징입니다.
http://www.toshogu.jp/
english/

더 자세히 즐기기 위한 가이드 시스템
터치펜과 오디오 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도쇼구 신사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안

내받을 수 있습니다.(제공 언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요금:500엔)

린노지(린노사)
린노지와 도쇼구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http://rinnoji.or.jp/

후타라산 신사
신령한 고목들이 늘어선 후타라산 신사
는 길운과 결혼 운을 기원하는 곳입니다. 
http://www.futarasan.jp/

료칸(일본전통여관) 
숙박을 즐기자!
온천욕을 즐기신 후 도치기 
지방의 와규와 각종 식재료
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숙박 정보
닛코 온천 료칸 협회　주소: 도코로노 2854, 닛코  
TEL: +81-288-54-3126   http://www.nikko-spa.org/english/index.html

P.5

세계문화유산과 놀라운 자연이 펼쳐지는 곳 닛코  
도치기 여행은 당신을 유명 사적지뿐 아니라 호수와 폭포 등 웅장한 자연의 매력 속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2-Day 여
행



더욱더 즐기자!

게곤 폭포
일본 3대 폭포 중 하나로 전망대에서는 힘있게 쏟아지는 

폭포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금 별도)
http://www.nikko-kankou.org/spot/5/

주젠지 호수
유명 여름 피서지인 주젠지 호수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
상하며 산책과 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http://www.nikko-kankou.org/spot/12/

이로하자카 바람길
매년 단풍 시즌이 되면 박진감 넘치
는 48개의 커브 길이 관광객을 매
료합니다.
http://www.nikko-kankou.org/spot/9/

1000 사무라이 행렬
매년 봄, 가을에 고대의식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벤트. 
http://www.nikko-kankou.org/spot/27/

여행을 위한 추천 할인티켓
올닛코패스   http://www.tobu.co.jp/foreign/pass/all_pass.html
자세한 내용은 뒷면을 참조

튀긴 유바만주
닛코의 명물인 유바(두부피)로 만든 달
콤하고 바삭한 맛.
http://www.sakae-ya.com/

센조가하라 습지
2시간 코스의 하이킹을 즐기며 산으로 둘러싸인 
경치에 흠뻑 빠져보세요. 
http://www.nikko-kankou.org/spot/10/

P.6

세계문화유산과 놀라운 자연이 펼쳐지는 곳 닛코  
도치기 여행은 당신을 유명 사적지뿐 아니라 호수와 폭포 등 웅장한 자연의 매력 속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DAY2

14:50 
16:00

여관
           

도부닛코역 10:05

게곤 폭포  

주젠지 호수

센조가하라 습지

도부닛코역

시모이마 이치 역

아사쿠사 역 19:15

버스로 40분 
주젠지온천 하차
도보로 5분

도보로 10분

버스로 20분  
산본 마츠 하차
도보로 5분

버스로

도부 닛코 선

토부 특급    
실크136

11:00 
11:50

17:01 
17:25

17:33 
17:35

12:00 점심
14:20

머무르다 40 분

머무르다 2시간

머무르다 1시간

P.6



DAY1

11:59  점심
13:30

14:00 
14:40

토부 특급    
실크109

도보로 5분

아사쿠사 역 10:00
           

 
기누가와  
온천 역 

기누가와 강 보트 타기

여관 

머무르다 1시간

기누가와 강 보트 타기
4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스릴 넘치는 래프팅을 
꼭 한 번 체험해 보세요. 배에 동행한 전문 뱃사
공이 재미있는 설명을 곁들이며 여러분을 기누
가와 강줄기 여행으로 안내합니다.

http://linekudari.com/

2-Day 여
행

도부월드스퀘어
전 세계 유명 관광명소를 재현해 놓
은 이곳 테마파크에서 세계여행을 떠
나보세요.
http://www.tobuws.co.jp/default_en.html

더욱더 즐기자!

기누가와 온천
이 곳에 머물며 고급스러운 요리와 부드러운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본식 고객서비스는 당신의 여행에 더욱 잊
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P.7

온천 및 가족을 위한 테마파크 여 행! 기누가와  
도쿄에서 2시간 가량 떨어진 기누가와는 오래전부터 온천과 테마파크, 아 름다운 경치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모든 연령층의 관광객에게 추천하는 곳입니다.

숙박 정보
기누가와 온천 료칸 협회　주소: 닛코 시 오하라 기누가와 온센 1404-1
TEL: +81-288-54-3126   http://www.nikko-spa.org/english/index.html



DAY2

10:15 점심
16:07

버스로

버스로

토부 특급    
실크136

16:22 
17:15

Ryokan           

기누가와 온천 역 10:00

에도원더랜드 
(닛코 에도무라)

기누가와 온천 역

 
 
아사쿠사 역  19:15 

머무르다 6시간

에도원더랜드(닛코 에도무라)
에도시대를 재현한 이곳 테마파크에서는 에도시대를 체험해보고 전
통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http://www.edowonderland.net/html/en/index.html

여행을 위한 추천 할인티켓
기누가와 테마파크패스　http://www.tobu.co.jp/foreign/pass/theme_pass.html
자세한 내용은 뒷면을 참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검색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NYANMAGEYE” 애플리케이션을 다
운로드하시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테마파크 내에는 무료 
wi-fi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에도 시대 의상 체험
에도 시대 의상을 입고 테마파크를 둘
러볼 수 있습니다.

오이란 퍼레이드
거리를 지나가는 오이란(기녀)의우아한 행렬

닌자 라이브 극장
닌자들의 라이브 액션을 보기 위해 
관람객들은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
습니다!

귀여운 기념품
에도빌리지의 마스코트, ‘냔마게’가 그려진 다양한 기념품
을 만나보세요.

P.8

이 곳을 스캔!▼

온천 및 가족을 위한 테마파크 여 행! 기누가와  
도쿄에서 2시간 가량 떨어진 기누가와는 오래전부터 온천과 테마파크, 아 름다운 경치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모든 연령층의 관광객에게 추천하는 곳입니다.



DAY1

11:25 점심 
12:35

13:05
14:22

15:30
18:30

JR도호쿠 신칸센  
메아리47 

버스로 30분
자료관입구 하차
도보로 3분

도보로 20분
(버스로 5분) 

도보로 20분
(버스로 5분) 

버스로

도쿄역 10:36
           

우쓰 노미야 역

오야 역사박물관 

우쓰 노미야 역 14:53

"메아리" 본점  
(우쓰노미야 교자) 
머무르다 3시간
만두 만들기 체험

우쓰 노미야 역  18:50

호텔

머무르다 1시간

2-Day 여
행

오야 역사박물관
마치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세트장에 온 듯한 신비한 분위기의  
지하 광구도는 여름에도 10도가량의 낮은 기온을 유지합니다.
http://www.oya909.co.jp/

우쓰노미야 교자(만두)-키랏세 
우쓰노미야는 일본 내 만두 소비량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이
곳에서 새로운 만두의 맛을 즐겨보세요.
http://www.gyozakai.com/kirasse/ ▼모든 종류의 오리지널 교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자 만들기 체험(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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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물 군만두와 지하동굴 세계를 만나 볼 수 있는 로컬 식도락 여행. 우쓰노미야  
자전거의 도시 우쓰노미야는 석재와 군만두로 유명한 곳입니다. 신칸센을 이 용하면 도쿄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합니다.

숙박시설 정보
우쓰노미야 료칸 협회　주소: 우쓰노미야 시 혼초 12-11 7층 　TEL: +81-28-622-1225　http://www2.ucatv.ne.jp/~hrkumiai.sun/
우쓰노미야 컨벤션&관광협의회　주소: 우쓰노미야 시 추오 3-1-4 2층　TEL: +81-28-632-2445　http://www.utsunomiya-cvb.org/



DAY2

10:00
11:30

16:22
16:58

13:12
15:45

도보로 2분

버스로

버스로

JR도호쿠 신칸센  메
아리146

호텔

“미야” 자전거 역

우쓰 노미야 역  12:30 점심

로맨틱 빌리지

우쓰 노미야 역

도쿄역 17:48

머무르다 2.5시간

“미야” 자전거 역
“미야” 자전거 역에서는 자전거를 빌려 우쓰노미야를 여행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여행정
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http://miya-cyclestation.jp/

로맨틱 빌리지
이곳 농업 테마파크에서는 농사 체험과 함께 가까
이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http://www.romanticmura.com/

더욱더 즐기자!

여행을 위한 추천 할인티켓
JR 간토 지역 패스　http://www.jreast.co.jp/e/kantoareapass/index.html　자세한 내용은 뒷면을 참조
오야1-day 버스티켓　http://www.city.utsunomiya.tochigi.jp/kanko/kankou/0304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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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돈키호테 라파크 
우쓰노미야 아웃렛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있는 오리지널 
일본 제품들을 만나보세요. 
http://mega.donki.com/search/shop_
detail.php?st_store_id=235

사이클을 좋아하신다면  
놓치지 마세요
재팬컵 사이클링 레이스와 우쓰노미야
의 블리츤 사이클링팀 정보!
http://www.japancup.gr.jp/
http://www.blitzen.co.jp/

가누마 사쓰키 축제
진달래로 유명한 가누마 시에서는 매년 
5월에 꽃축제가 펼쳐집니다.
http://www.kanuma-kanko.jp/news_
details.shtml?2214:1

명물 군만두와 지하동굴 세계를 만나 볼 수 있는 로컬 식도락 여행. 우쓰노미야  
자전거의 도시 우쓰노미야는 석재와 군만두로 유명한 곳입니다. 신칸센을 이 용하면 도쿄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합니다.



DAY1

11:59 Lunch
13:11

13:35
13:50

14:35
16:35

도부 특급 '기누109'
에 승차

도부 기누가와　선

도보로 15분

버스로

아사쿠사 역 10:00
           

기누가와  
온천 역

들판바위철도 
유니시가와 온천  역 

 
유니시가와 온천 14:20 

유니시가와 가마쿠라 
축제

여관(유니시가와  
온천) 17:00

머무르다 2시간

2-Day 여
행

유니시가와 가마쿠라 축제
1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개최되는 이 축제 기간에는 
많은 얼음집(가마쿠라)이 늘어서고 강을 따라 일루미
네이션이 설치됩니다.
http://www.nikko-kankou.org/event/64/

유니시가와 온천
온천호텔에서는 온천욕과 함께 화

로에서 즐기는 이곳만의 세심한 서
비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http://www.nikko-kankou.org/
spot/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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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정보
유니시가와 온천 료칸 협회　주소: 닛코 시 유니시가와 1155-1
TEL: +81-288-22-1525　http://www.nikko-kankou.org/

환상적인 겨울 풍경과 함께하는 온천 여행 유니시가와  
기누가와 온천과 가까운 유니시가와 온천은 맛있는 요리와 노천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DAY2

10:40
11:43

12:04 점심
13:10

13:30
14:30

도부 기누가와　선

버스로

도보로 9분

도보로 9분

도보로 9분

도부 특급 '기누130'
에 승차

14:40
15:40

여관(유니시가와  
온천)　10:00
 
           

기누가와 온천 역

시모이마이치 역

카타야마주조

와타나베-사헤이 양
조장 
 

시모이마이치 역 16:05

아사쿠사 역 17:45

머무르다 1시간

머무르다 1시간

와타나베-사헤이 양조장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은 프리미엄 일본 술의 판매는 물론, 양조장 투어 및 
일본 술 레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예약 필수)　http://www.watanabesahei.co.jp/

양조장 투어
깨끗한 지하수는 최고의 일본 술을 양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가와아카리 축제
유성처럼 빛나는 2천 개의 LED 불빛이 
강을 따라 불을 밝힙니다. 
http://www.nikko-kankou.org/
event/468/

더욱더 즐기자!

가타야마 양조장
이 곳 양조장은 발효 후 물을 

섞지 않은 프리미엄 일본 
술 제조를 전문으로 합니
다. 관광객을 위한 양조장 
투어도 마련되어 있습니
다.(예약 필수)
http://www.
kashiwazaka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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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케 가문 마을
전통가옥 형태의 야외 박물관은 과거 
마을 사람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http://www.nikko-kankou.org/spot/54/

여행을 위한 추천 할인티켓
2 Day 닛코패스　http://www.tobu.co.jp/foreign/pass/2day_nikko_pass.html
자세한 내용은 뒷면을 참조

환상적인 겨울 풍경과 함께하는 온천 여행 유니시가와  
기누가와 온천과 가까운 유니시가와 온천은 맛있는 요리와 노천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다케노요이 축제
이곳 온천마을에서는 7월이 되면 부
드러운 불빛을 비추는 대나무 등이 장
식됩니다.  
http://www.nikko-kankou.org/
event/374/



10:30
10:45

11:25 Lunch
15:40

DAY1

JR도호쿠 신칸센 '나
스노225'

셔틀버스 이용 
(사전 예약 필요)

셔틀버스 이용

도쿄역 9:16
           

나스시오바라역

나스 린도 호수

 
나스시오바라역  16:20

호텔

머무르다 4시간 11:25 점심
15:40

2-Day 여
행

나스 린도 호수
가축을 방목하는 초원과 신선한 아이스

크림, 공중 로프슬라이드 등 다양한 어트
랙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http://www.rindo.co.jp/

나스에서의 숙박
이곳 온천지역에서는 지금도 화산 증기를 내뿜는 나스 산맥의 경관
을 즐길 수 있으며 하이킹을 위한 로프웨이도 탈 수 있습니다.

더욱더 즐기자!

숙박시설 정보
나스 온천 료칸 협회　주소: 나스 군 나스마치 유모토 182
TEL: +81-287-76-2755　http://www.nasuon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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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타 모란
모란의 개화 시기인 5월, 모란 정원에서 
산책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http://www.tochinavi.net/spot/
home/?id=10465

휴식을 위한 대표 여름 휴양지 나스 
도쿄에서 떠나는 편안한 휴가, 나스 고원에서는 1년 내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나스 고원은 자연과 함께하고픈 당신이 찾던 바로 그곳입니다.



DAY2

18:43
19:02

14:40
14:55

10:00 점심
14:00

택시로 40분

셔틀버스 이용

셔틀버스 이용

JR도호쿠 신칸센 '나
스노282'

15:03
18:35

호텔
 
           

진즈산 나스 곤돌라  

나스시오바라역

나스 가든 아웃렛

나스시오바라역

도쿄역  20:16

머무르다 3.5시간

머무르다 4시간

진즈산 나스 곤돌라
곤돌라를 타고 계절마다 변화하는 다양한 나스의 전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tjeans.com/green/en/

더욱더 즐기자!

여행을 위한 추천 할인티켓
JR 간토 지역 패스   http://www.jreast.co.jp/e/kantoareapass/index.html
자세한 내용은 뒷면을 참조

나스 가든 아웃렛
나스 가든아웃렛에는 150
개 점포와 다양한 레스토
랑이 입점해 있으며 방문
하시는 분께 항상 특별함
을 선사합니다.
http://www.
nasu-gardenoutlet.com/

나스 고원 관광버스
http://nasu-trad.com/
akusesu/syatoru/kyubi.html

나스 관광 버스투어
유아이노모리(프렌들리 포레스트)는 자전거 대여 및 관광 버스투어 
등을 제공하는 관광정보센터입니다.
http://www.nasumirai.com/yuainomor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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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역 요리로 구성된 “나스벤(나스 도시락)”은 
유아이노모리에서 판매합니다.

휴식을 위한 대표 여름 휴양지 나스 
도쿄에서 떠나는 편안한 휴가, 나스 고원에서는 1년 내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나스 고원은 자연과 함께하고픈 당신이 찾던 바로 그곳입니다.



머무르다 1.5시간

머무르다 1시간

머무르다 1시간

도호쿠 신칸센 '야마비코129'

도호쿠 신칸센 '야마비코216'

버스로

버스로

도보로 13분

도보로 15분

도보로 15분

도보로 25분

간토 야키모노라이너

간토 야키모노라이너

아키하바라 역 8:20

도쿄역 8:56     
   

우쓰노미야역   

11:33 마시코 10:50
 (get off at Ceramic Art Messe Mashiko) 
     
  
     
마시코 도기
 

인디고 염색
    
    
     

도노이케 사케 양조장
    

     

15:50 마시코 역 16:00  
     

우쓰노미야역

도쿄역 18:16

아키하바라 역 19:15   

16:48 
17:20

9:46 
10:28

11:20  점심
12:45

13:00 
14:00

14:30 
15:30

간토 야키모노라이너
아키하바라에서 마시코까지 간토 야
키모노라이너가 직통운행하고 있
습니다.
http://www.ibako.co.jp/highway/
kasama/

마시코 도기
마시코 도기는 아름다움과 실용성이 조화를 이룬 제
품입니다. 박물관이나 시장 등을 방문하시면 더욱 많

은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http://www.mashiko-kankou.org/pottery/index.

shtml

마시코 거리
창의적이면서도 예술적인 감성의 모던한 
갤러리와 수제 공예품점, 카페 등이 마시코 
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http://www.mashiko-kanko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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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예마을
마시코

마시코는 마시코야키로 만든 도기와 인디고 염색의 고장입니다. 유럽풍 건축물이 늘어선 전
통 마을 마시코의 거리를 걷는 것 만으로도 환상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마아게 축제
7월에 열리는 이 축제 기간에는 넓
은 야외에서 가부키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yamaage.3g-kizuna.jp/

도노이케 사케 양조장
이곳 양조장에서는 쌀로 빚은 모든 종류의 와인과 일본술로 만든 참신한 
제품을 판매하며 술을 드시지 않는 분께는 커피도 제공됩니다.
http://tonoike.jp/

나카가와마치 바토 히로시게 예
술 뮤지엄
일본 전통 목판화인 우키요에 뮤지
엄입니다.
http://www.hiroshige.bato.tochigi.jp/
batou/hp/index_e.html

인디고 염색
이곳의 인디고 염색은 일본 내에서도 유명합니다. 히게타 인디고 

염색 공방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http://www.mashiko-kankou.org/entry.shtml?1:493

더욱더 즐기자!

트윈링 모테기
트윈링 모테기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모터스포츠 레이스 시
설입니다.   
http://www.twinring.jp/mobipark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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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쿠사역 9:30
 
           

도치기역

도미타역 11:18

아시카가 플라워 파크

도미타역 14:33

아시카가 역 14:40

아시카가 학교 

아시카가 도시 역 16:37

아사쿠사역 17:55

JR료모선

도보로 13분

도보로 13분

머무르다 2.5시간

머무르다 1시간

도부 특급 '게곤7'

도부 특급 '료모36'

도보로 13분

JR료모선

도보로 7분

10:38 
10:56

11:40 
14:10

15:00 
16:00

아시카가 플라워파크
봄이 되면 형형색색으로 피어나는 일본식 등나무 넝쿨은 이곳
의 명물입니다. 겨울 저녁에는 점등 이벤트도 실시됩니다.
http://www.ashikaga.co.jp/english/index.html

사노 프리미엄아웃렛
서양 스타일의 아웃렛몰에서 더욱 즐거
운 쇼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http://www.premiumoutlets.co.jp/
en/sano/

아시카가 메이센 기모노
참신한 색상과 모던한 디자인을 자랑하
는 기모노입니다.
http://www.ashikagadouraku.jp/

아시카가 학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자 일본 
내 가장 오래된 공자 사원입니다.
http://www.city.ashikaga.tochigi.jp/
site/ashikagagakko/

더욱더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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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타라세 증기기구 축제
4월에 열리는 이 축제는 하늘을 가르는 
열기구 경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http://www.air-b.com/gp-info/watarase/
watarase-event.htm

Winter illumination 

꽃과 문화체험 투어
아시카가

아사쿠사에서 도부 특급열차를 이용하시면 아시카가까지 70분 만에 도착합니다. 일본다움이 
묻어나는 거리를 걸으며 꽃과 함께하는 풍경도 즐겨보세요.



아사쿠사역 10:00
 
           

도치기역 11:08

도치기 보트 타기

와가시(일본 전통
과자)수업

기모노(일본 전통
의상)체험

도치기역 

아사쿠사역 18:15

도부 특급 '기누109'

도부 특급 '기누132'

도보로 10분

도보로 5분

도보로 5분

도보로15분

머무르다 1.5시간

머무르다 1.5시간

머무르다 2시간

11:30 점심 
13:00

13:15
14:45

15:00
16:50

17:05
17:07

도치기 보트 타기
20분간의 보트 여행은 여러분께 볼거리와 전통음악을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http://www.k-yuransen.com/

와가시(일본 전통과자)수업
이곳에서는 당신만의 개성 있는 와가시를 만들거나 일
본 전통방식의 과자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약 필수)
http://yamamotokashi.jp/

기모노(일본 전통의상)체험
아름다운 일본 전통의상을 입고 주변을 산
책해 보세요.(예약 필수)
http://www.kuranomachi.jp/

도치기 산책

할인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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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 도치기 할인쿠폰
이 티켓은 아사쿠사에서 출발하는 할
인 왕복기차탑승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레스토랑과 점포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kuranomachi.jp/news/
news/2010/05/post-26.php

전통을 탐험하는 타임머신여행
도치기 시

“구나로마치” 혹은 창고의 도시라 불리는 도치기 시는 강을 운송로로 사용했던 옛 시대에 번
성을 이룬 상업의 중심지로 당시의 역사와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플라워 월드　꽃으로 뒤덮인 경치는 도시의 진풍경입니다 .

자
연

을
 느

끼
다

｜시바자쿠라(꽃잔디)｜
벚꽃으로 물든 핑크 카펫
이치카이마치 사쿠라 파크
개화 시기: 4월 중순부터 5월 초
http://ichikai-sibazakura.jp/maturi/

사오토메 벚꽃길
개화 시기: 4월 초부터 중순
100그루의 벚꽃 나무가 핑크빛의 아름다운 터널을 이룹니다.
http://www.tochigi-navi.net/sakura/73020042.html

기누 그린파크
개화 시기: 4월 중순부터 말
http://www.watanabekensetsu.jp/kinu/

덴표 꽃축제
개화 시기: 3월 말부터 5월 초 
활짝 핀 야에사쿠라는 이벤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https://www.tochigiji.or.jp/2367.html

해바라기 축제
7월 말 개최
http://www.town.nogi.lg.jp/page/page000756.html

가미노카와 해바라기 축제
8월 말 개최
http://www.town.kaminokawa.tochigi.jp/f_sangy-
ousinkou/maturi/sanfurawa-6.htm

｜벚꽃｜핑크빛 벚꽃의 드림 월드 ｜유채꽃｜

｜해바라기｜

생기 넘치는 유채꽃의 아름다운  
자태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들판에 펼쳐진 해바라기의 아름다
움이 여행객을 매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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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친구와 함께 과일따기체
험을 즐기세요 .입안을 행복하게 하는 과일　

자
연

을
 느

끼
다

생기 넘치는 유채꽃의 아름다운  
자태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딸기 덮밥
도치기의 고급 딸기 덮밥의 맛을 즐겨보
세요!

하가마치는 달콤하고 과즙
이 풍부한 배로 유명한 지역
입니다.

｜사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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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타를 방문하시어 지역 농
장에서 재배한 맛있는 과즙이 
풍부한 사과를 맛보세요.
https://www.city.yaita.tochigi.
jp/site/tokainaka-yaita/yaitano-
ringo.html

｜딸기｜
이가시라 딸기 농장
딸기따기체험과 딸기시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http://www.ja-hagano.or.jp/event/
season.php 이치고노사토

도치기에게 가장 넓은 딸기 농장
http://www.itigo.co.jp/



도치기 특산품 
도치기의 추억을 고국의 가족과 친구를 위해 선물하세요 !  
당신과 소중한 이를 위한 기념품과 선물을 찾아보세요 !

P.21

딸기 사이다
상쾌한 맛의 딸기사이
다를 친구와 함께 즐겨 
보세요.

닛코 미즈요칸
요칸은 젤리 디저트로 꼭 한 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군만두 맛 감자칩
우쓰노미야 만두의 참맛을 제

대로 살렸습니다.

닛코 지역 맥주
닛코 지역에서 만들
고 판매하는 이 맥
주는 특별한 맛을 
자랑합니다.

도
치

기
 특

산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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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진자와 천연수 
(도치마루 군 레벨 부착)

귀여운 패키지의 순수하고 깨끗한 천연수
입니다. 꼭 구매해 보세요!

도치기의 마스
코트, 도치마루 
군 스트랩

도쿄 스카이트리를 방문해 도
치키 특산품을 사자
도치기 여행 중 기념품을 못 사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쿄 스
카이트리 소라마치 내에 도치기의 특산품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도
치마루 숍”이 있으니까요. 이곳을 방문하시면 도쿄에서도 도치기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도치마루 샵
시간: 10:00~21:00
주소: 도쿄도 스미다구 오시아게 2-18-12 
(도쿄 소라마치 4층)
교통편: 도쿄메트로:오시아게 역; 도부 철도: 도
쿄스카이트리 역
URL: http://www.tochimaru-shop.com/

(c) SOTSU・SUNRISE　

닛코 보리 조각
오랜세월 전승되어 온 도쇼구의 정교함을 감상해보세요

조각품 만들기에 도전!
http://www.n-kibori.jp

장난감 타운-반다이 뮤지엄
4구역으로 구성: 일본, 월드, 에
디슨, 플라스틱 모델(건담). 어른
과 아이 모두를 위한 즐거운 장난
감 뮤지엄.
http://www.bandai- 
museum.jp/

도
치

기
 특

산
품



【편리하고 경제적인 패스들】
해외여행자 특전

도부 철도 JR-EAST 동일본여객철도

올닛코패스
닛코를 제대로 즐기고자 
하는 분께 추천
가격: 성인 4,520엔,  
　　 어린이 2,280엔
유효기간:4일
http://www.tobu.co.jp/foreign/pass/all_pass.html

JR 도쿄 와이드패스
신칸센과 일부 특급열차 및 그 외 
기차 등 도쿄 지역 내 무제한 탑
승 가능. 도치기 방문이 더욱 편리
해집니다.
가격: 성인 8,300 엔,  
　　  어린이 4,200 엔
유효기간: 3일
http://www.jreast.co.jp/e/
tokyowidepass/

도치기 투어 정보

구매처:
도부 관광서비스센터(도부 철도 아사쿠사 역 내)
세 종류 패스의 판매 및 닛코, 기누가와, 아사쿠사의 여행 정보
를 제공합니다.
http://www.tobu.co.jp/foreign/contact.html

JR 이스트패스
이 패스를 이용하시면 도치기 여행을 만끽한 후 일본의 북동 지역까
지 여행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5일간 자유(14일 중 5일간 자유)
http://www.jreast.co.jp/e/eastpass/index.html

나가노, 니가타 지역
가격: 해외 판매
성인 17,000엔, 어린이 8,500엔
가격: 일본 내 판매
성인 18,000엔, 어린이 9,000엔

도호쿠 지역
가격: 해외 판매　 
성인 19,000엔, 어린이 9,500엔
가격: 일본 내 판매　 
성인 20,000엔, 어린이 10,000엔

구매처: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도쿄 역, 시나가와 역, 시부야 역, 신
주쿠 역, 이케부쿠로 역, 요코하마 역 및 우에노 역 내 여행자
서비스센터.

닛코 여행자 정보센터

JR 닛코 역 여행자 정보센터 

도부 닛코 역 여행자 정보센터

미치노에키 휴게소 “닛코” 여행자 정보센터

기누가와 가와지 온천 여행자 정보센터 

미치노에키 휴게소 유니시가와

TEL: +81-288-54-2496

TEL: +81-288-25-3275

TEL: +81-288-53-4511

TEL: +81-288-22-1525

TEL: +81-288-78-2052

TEL: +81-288-78-1222

우쓰노미야 시 여행자 정보센터

미치노에키 휴게소 나스코겐 유아이노모리

NEXCO 이스트 나스코겐 휴게소 인포메이션 아웃바운드 

NEXCO 이스트 나스코겐 휴게소 인포메이션 인바운드 

NEXCO 이스트 사노 휴게소 인포메이션 아웃바운드

NEXCO 이스트 사노 휴게소 인포메이션 인바운드  

TEL: +81-28-636-2177

 TEL:+81-287-78-0233

TEL: +81-287-72-5973

TEL: +81-287-72-1606

TEL: +81-283-23-0232

TEL: +81-283-23-8855

2 Day닛코패스
이틀간 닛코의 주요 명
소를 둘러보고자 하는 분
께 추천
가격: 성인 2,670엔,  
　　 어린이 1,340엔
유효기간: 2일
http://www.tobu.co.jp/foreign/pass/2day_nikko_pass.html

기누가와 테마파
크패스
기누가와의 테마파크를 즐기
고자 하는 패밀리층에게 추천
가격:1.닛코 에도 원더랜
드: 성인 6,180 엔, 어린이 3,090 엔　2.도부 월드스퀘어: 성인 4,080 
엔, 어린이 2,040 엔　1+2: 성인 7,380 엔, 어린이 3,690 엔
유효기간: 2일
http://www.tobu.co.jp/foreign/pass/theme_pass.html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