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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모노레일

다이바

도큐도요코선

일본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서 다양한 문화를
지닌 최첨단의 스마트한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에도시대의 전통적인 모
습도 잘 보존되어 있다. 일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번에 보고 싶다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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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TOKYO Wide Pass
도쿄와 주변 인근지역(간토지역)을 커버하는 경제적인 열차

요코 하

마

제일의 도시 도쿄로 떠나보자.

도쿄

프리 패스로 신칸센, 특급열차 등의 보통칸 지정석을 3일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후지산, 이즈, 가루이자와, GALA
유자와와 같은 인기 관광지로 이동시에도 이용 가능하다.

5

1
오 다 이 바 P.

www.jreast.co.jp/kr/tokyowidepass/index.html
어른 10,000엔
판매처 공항 및 판매지정역 여행서비스 센터

N'EX TOKYO Round Trip Ticket

Tokyo Subway Ticket

나리타 공항 제 1터미널·나리타공항 제 2, 3터미널과 수도권

도쿄메트로의 전 9개의 노선과 도영지하

주요역 사이를 운행하는 '나리타 익스프레스' 일반석(지정석)

철의 전 4개의 노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왕복 승차권이다.

수 있는 티켓이다.(JR은 제외) 각 역에서

www.jreast.co.jp/kr/pass/nex_round.html

판매하고 있는 1일 승차권보다 이득이다.

어른 4,000엔
판매처 나라타공항역 및 공항 제2터미널역의 JR 동일본여행
서비스센터와 JR 매표소
치도리가후치

4

마루비루

www.tokyometro.jp/kr, www.kotsu.metro.tokyo.jp/kor/
24-hour Ticket 어른 800엔, 48-hour Ticket 어른 1,200엔, 72-hour
Ticket 어른 1,500엔 판매처 하네다공항, 나리타공항 제1·제2여객터미널
도쿄 편에 게재된 사진 중 일부는 재단법인 도쿄관광재단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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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특집! 도쿄 스카이트리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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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을 표현한
엘리베이터

도쿄 스카이트리 천망 데크
東京スカイツリー天望デッキ

지금까지의 전망대는 잊어라! 아찔한 유리바닥 전망부

이곳을 주목!

터 360도로 배치된 대형유리를 통한 측면 전망까지

도쿄 스카이트리 타운

Ⓡ

東京スカイツリータウンⓇ

한눈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맑은 날
은 약 70㎞까지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전망대로
오르는 엘리베이터 총 4대가 4개의 테마로 꾸며
져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표현했다. 전망
대까지는 엘리베이터로 약 50초 만에 도달한다.
도쿄 스카이트리 플로어 350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로 유명한 도쿄 스카이트리는 지상 634m의 높이를 자랑하며 전망

아찔한 유리바닥

www.tokyo-skytree.jp/kr

대, 숍, 카페,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다. 도쿄 스카이트리 타운 시설 내에는 대형상업시설인

8:00~22:00 (전망대)

도쿄소라마치Ⓡ, 수족관, 플라네타리움, 우편박물관 등이 입점해 있어 하루종일 있어도 지루

어른 2,060엔 (천망회랑 1,030엔 별도)

할 틈이 없다. 가장 큰 자랑인 전망대는 천망 데크, 천망 회랑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천망 데
크는 5m가 넘는 대형유리를 360도로 배치하여 맑은 날에는 약 70km 떨어진 곳까지 조망

도쿄 소라마치Ⓡ 東京ソラマチⓇ

할 수 있다. 도쿄의 하늘을 거닐고 싶다면 바로 이곳이다.

아기자기한 소품부터 일본 후지산을 모티브로 한

도부 스카이트리라인 도쿄 스카이트리역에서 바로

상품까지 매력이 톡톡 넘치는 상품구성으로 일본
내국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도 쇼핑을 즐길 수 있
는 곳이다. 유명한 레스토랑도 입점해 있다.
도쿄 스카이트리 타운·소라마치 B3F~7F, 30F, 31F
www.tokyo-solamachi.jp/korean
10:00~21:00 (점포에 따라 다름)
부정기 휴일

스미다 수족관 すみだ水族館
약 260종 약 5,000점의 해양생물과 만날 수 있는 도
시형 수족관이다. 진행 동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유
롭게 관람이 가능하며 관내에는 의자가 많아 여유롭
게 ‘물’의 공간을 느낄 수 있다. 또 살아 있는 생물을 가까이에
서 체험 할 수 있는 워크숍을 비롯한 ‘체험프로그램’에도 힘을
쏟고 있다.
도쿄 스카이트리 타운·소라마치 5F·6F
www.sumida-aquarium.com/kr  
(최종입장시간 20:00)  

2,050엔  

9:00~21:00
연중무휴

도쿄 스카이트리 Ⓡ 메모리얼 플레이트
도쿄 스카이트리와 사계절의 이미지를 표현한 일러
스트가 접시에 아름답게 표현되어있다. 최고급 백자
로 제작되어 도쿄 스카이트리를 방문한 기념품으로
도 손색이 없다.  

2,762엔 (부가세 별도)

© TOKYO-SKYTREETOWN | © TOKYO-SKY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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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마루노우치·도쿄역 | 긴자

도쿄의 심장부

명품 브랜드 거리

마루노우치·도쿄역 丸の内·東京駅

긴자 銀座

수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주요 기관과 대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최근 크고 화려한 쇼핑센터들이 오
픈 하면서 쇼핑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 관광지까지 있어 쇼핑과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고급 명품 브랜드의 도쿄지점이 줄지어 있는 거리로 쇼핑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긴자코아 백화점, 긴자 미츠코시
백화점, 마츠야 백화점 등 다양한 백화점과 스타일리쉬한 점포가 쇼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비즈니스맨과 관광객
들로 가득한 이곳은 고급 음식점과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유명제과점이 모여있어 미식가들에게도 주목받는 곳이다.

도쿄역 東京駅

백화점에 가고 싶다면 여길 공략하자!

도쿄의 현관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도쿄역은 일본에서 가장 많은

한 자리에서 백화점 4곳을 갈 수 있는 긴자는 백화점 쇼핑에 있

노선이 통과하는 역이다. 최근 도쿄역과 그 주변이 리뉴얼 되어

어서 최적의 장소다. 교차로 사이로 다른 분위기를 가진 백화점

쇼핑과 맛집 등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마루비루, KITTE 등과 바

이 위치해 있는데 건물에서부터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와코 백화

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 편리하다.

점 본점, 유명 디저트가 모여 있는 긴자 미츠코시 백화점, 명품
과 패션을 중시하는 마츠야 백화점, 깔끔한 외관과 카페 같은 니
시긴자 백화점 등 일본의 백화점
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다.

KITTE

고쿄가이엔 皇居外苑

브랜드 거리

일본 천왕이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고쿄(황궁)의 정원으로

2013년에 오픈한 복합상업시

샤넬 매장 뒷편에는 까르띠에, 건너편은 루이비통, 시선을 돌리

현재 정원의 대부분을 공원으로 개방하여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설로 쇼핑과 미각을 동시에 만

는 곳마다 명품매장이 자리잡은 브랜드 거리는 해외유명 브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관광지로 유명하다.

족시켜 주는 곳이다. 일본 전

드가 중앙로를 중심으로 일렬로 길을 따라 모여있다.

www.fng.or.jp/koukyo/koukyo-index.html

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음식과

8:30~16:00 (공원매점)  

상품, 그리고 지역에서 화제를

무료  

연중무휴

모은 맛집도 즐비하다.

지하철 치요다선 니주바시역에서 도보 2분
http://jptower-kitte.jp/kr

가부키좌 歌舞伎座

월~토 11:00~21:00, 일·공휴일은 20:00까지 (점포에 따라

전통 가부키를 보고 싶다면 방문해 보자. 전통공연장으로 유명

다름)  

연중무휴 (단, 1월 1일 및 점검휴일)

가부키 배우가 자주 출연한다. 공연이 목적이 아니라도 부대시설

JR 도쿄역에서 도보 1분

인 가부키좌 갤러리도 있고 지하광장에 있는 잡화점에서는 가부
키 관련 잡화나, 일본 전통 잡화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미츠비시 1호관 三菱一号館

www.kabuki-za.co.jp  

1894년에 준공된 건물을

공연에 따라 다름  

2009년에 복원해 미술관

지하철 히가시긴자역에서 바로

공연에 따라 다름

부정기 휴일

과 카페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다. 카페는 메이지 시

마루비루 丸ビル

대의 은행을 최대한 복원

유명 일본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복합쇼핑

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에

빌딩. 일본의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는 패

게 인기가 높다. 낮에는

데파치카(デパ地下)란?

션, 뷰티, 잡화와 전통 소품 숍 등과 함께

카페, 밤에는 바로 변신한다. 미술관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백화점 지하층에 위치한 식품매장을 줄여서 만든 신조어다. 지하 식품

인기 레스토랑 등이 입점해 있다. 이곳의

전반 까지의 근대미술을 주로 전시한다.

매장은 조리 식품 코너, 디저트코너, 식재료코너로 크게 3개로 나누어진

레스토랑들은 도쿄 맛집으로 유명한 곳도

Café 1894

많으니 꼭 한번 들러 보자.

http://mimt.jp/cafe1894  

11:00~23:00

www.marunouchi.com  

숍 11:00~21:00 (일요일·공휴

미츠비시 1호관 미술관

일 20:00까지), 레스토랑 11:00~23:00(일요일·공휴일 22:00

http://mimt.jp
10:00~18:00 (공휴일을 제외한 금요일 20:00까지)

까지) 점포에 따라 다름  

전시에 따라 다름  

JR 도쿄역에서 도보 1분
8

연중무휴 (단, 1월 1일 및 점검휴일)  

경우 개관)  

다. 데파치카를 유명하게 만든 조리 식품 코너에서는 점심시간에 다양한
반찬을 담아 도시락으로 판매하고 있다. 매장에 따라 시식도 가능하다.

부정기 휴일

매주 월요일 (단, 공휴일·대체휴일인

긴자미츠코시
http://mitsukoshi.mistore.jp/store/ginza/index.html
도시락 800엔~

JR 도쿄역에서 도보 5분
9

도쿄 하라주쿠·시부야 | 신주쿠

젊은 파워로 가득찬 거리

교통의 중심지

하라주쿠·시부야 原宿・渋谷

신주쿠 新宿

젊음의 활기가 넘치는 거리로, 최신 패션과 유행이 궁금하다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현재 일본 젊은 층의 마음
을 사로잡는 최신 문화와 아이템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개성 넘치는 점포부터 유명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쇼핑
센터까지 만날 수 있다. 일본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쇼핑의 거리이다.

도쿄역과 함께 도쿄 교통의 요충지이다. 가부키쵸를 중심으로한 대표적인 환락가인 동쪽출구와 도쿄도청과 같은
고층빌딩가인 서쪽출구, 모던한 분위기의 남쪽출구 등 다양한 매력이 공존하고 있어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하라주쿠 原宿

도쿄도청 東京都庁

학생들의 로망의 거리로 알려져 있으며, 오고 가는 중고생들과

오피스거리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도쿄의 모든 행정업무가 이

인근 대학생들로 항상 북적거린다. 저렴한 잡화와 레스토랑이

루어 지고 있는 곳이다. 도청에서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며 세

많고 요요기공원과 메이지신궁이 역 근처에 있다.

계 각 언어로 만들어진 가이드북도 무료 배포한다.

JR 야마노테선 하라주쿠역

www.yokoso.metro.tokyo.jp/index.htm
지하철 오에도선 도쵸마에역에서 도보 1분

도심 속에 아름다운
공원이 함께 있는 것 또한
일본의 특징

하라주쿠역
오모테산도힐즈 表参道ヒルズ

로봇레스토랑 ロボットレストラン

주택시설을 개조해 만든 환경을 생각한 건축물로 쇼핑센터의

어른들의 놀이 공간으로 화려

명성만큼이나 건축물로서도 유명한 곳이다. 층과 층 사이를 나

도쿄도청 전망대 東京都庁展望台

선형 통로로 이어져 있는 내부가 특징이다.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망대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최근 외

하고 있는 곳이다. 맑은 날에는 후지산까지도 선명하게 보인다.

국 관광객들에게 핫이슈로 떠

www.omotesandohills.com/korean/

한 로봇 쇼를 보면서 식사와

남관과 북관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11:00~21:00 (일요일 20:00까지, 임시 시간 변경 가능)
부정기 휴일

www.yokoso.metro.tokyo.jp/page/tenbou.htm

지하철 긴자선 오모테산도역에서 도보 2분

9:30~23:00 (남전망대 17:30까지)  

무료

www.shinjuku-robot.com/  

남전망대 첫번째 세번째 화요일, 북전망대 두번째 네번째 월

메이지신궁 明治神宮

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일), 연말연시

메이지천황 부부를 모시고 있는 신사로 새해 첫날의 참배객 수

올라 매스컴에도 소개되었다.
입장은 예약제이며 쇼는 총 4회 진행된다.

robot.com/reserve/reserve.php) 공연시간 하루 4번 (공연시간

지하철 오에도선 도쵸마에역에서 도보 1분

은 홈페이지 참조)  

는 일본 최고이다. 도쿄돔 15배 크기의 넓은 숲은 도심의 오아

부정기 휴일  

시스로 유명하다.
www.meijijingu.or.jp  
새벽부터 16:00~18:30사이 (매달 변경)  
연중무휴  

8,000엔 (예약필수)
JR야마노테선 신주쿠역에서 도보 5분

신주쿠역

무료  

JR 야마노테선 하라주쿠역에서 도보 2분

예약시간 9:00~22:00 (전

화예약 03-3200-5500,  WEB예약 https://www.shinjuku-

신주쿠역에서라면 쉽게 갈 수 있어요!!
미타카노모리 지브리미술관 三鷹の森ジブリ美術館

시부야 渋谷
쇼핑과 문화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연극, 클럽, 음반
매장 등 일본의 최신 문화콘텐츠가 가득한 곳이다. 또한, 다양
한 쇼핑센터와 백화점, 그리
고 아기자기한 잡화점까지
쇼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
족시켜주는 곳이다.
JR 야마노테선 시부야역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제작했던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어 팬들에겐 꿈의 미술관이다. 특히 셔틀버스는 인기가 높은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의 고양이버스를 그대로 옮겨 놓아 관람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예약필수.
www.ghibli-museum.jp/  

어른 1,000엔 (예약입장만 가능)  

매주 화요일(공휴

JR 추오선 미타카역에서 도보 15분

산리오 퓨로랜드 サンリオピューロランド
우리에겐 키티라는 이름이 더욱 친숙한 '헬로키티'를 만날 수 있는 실내형 테마파크. 산리오의 캐릭터
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라이드 어트랙션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놀이기구가 관람하는 형
식이라 아이들과 함께 탑승할 수 있다.
http://kr.puroland.jp  
휴일 3,800엔  

10

10:00~18:00 (입장 시간 1일 4회)  

일인경우 다음날 휴일), 점검휴일, 연말연시  

10:00~17:00 (요일별, 계절별로 다름)  

부정기휴일 (시즌에 따라 무휴)  

패스포트 어른 평일 3,300엔, 주말 및

게이오, 오다큐, 타마모노레일 타마센터역에서 도보 5분

© 2014 SANRIO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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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아사쿠사·우에노 | 아키하바라

전통상점가 거리와 활기가 넘치는 시장

일본 애니메이션과 전자제품의 성지

아사쿠사·우에노 浅草·上野

아키하바라 秋葉原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전통상점가를 보고 싶다면 아사쿠사를 빼놓을 수 없다. 도쿄서민의 문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지금도 매일 축제가 진행되듯이 작은 상점들이 모여 전통과자와 전통장난감 등을 판매하고 있다. 우에노에는 재래
식 시장부터 역사적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우에노공원까지 짧은 이동동선으로 다양한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다.

일본 전자제품을 논할 때는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자제품과 애니메이션 상품들이
바로 이곳으로 모인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압도되는 요도바시카메라부터 메이드복장의 스텝이 있는 카페까지 새로
운 세계가 펼쳐진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센소지 浅草寺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秋葉原電気街

도쿄를 대표하는 절로 도내에서는 가장

다양한 전자제품, 부품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유명한

오래된 사찰이다. 하루에도 엄청난 국내

전자상가이다. 또한 도쿄에서 가장 큰 요도바시카메라 멀티미디

외 참배객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거대한

어도 아키하바라역 옆에 자리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으로 항

빨간 등불(가미나리몬)이 포인트다.

상 붐빈다.

www.senso-ji.jp/  

JR 야마노테선 아키하바라역에서 바로

06:00~17:00 (10월~3월 06:30~17:00)  
무료  

연중무휴

지하철 긴자선 아사쿠사역에서 도보 5분
©浅草寺

아키하바라 거리 모습

나카미세도리 仲見世通り

우에노 온시공원 上野恩賜公園

도쿄 애니메센터 東京アニメセンター

가미나리몬에서 혼조몬까지 이어지는

1873년 일본 최초로 공원으로 지정된 넓

일본 애니메이션에 관한 정보발신과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세워

250m에 이르는 거리로 90여개의 오

은 공원에는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연꽃

진 센터로, 아키하바라 UDX에 있다. 센터에서는 애니메이션 관

랜 전통을 이어온 작은 상점들이 구

연못 등이 있다. 복잡한 도쿄에서 고즈넉

련 전시와 오피셜숍 등을 운영하고 있어 애니메이션 팬이라면

운 과자나 전통잡화 등을 판매한다.

이 쉬며 산책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

꼭 방문해 보자.

에도시대부터 시작된 그 역사는 지금도 필수관광지로 꼽힌다.

아사쿠사를 사랑하는
젊은 청년이 끄는 인력거를 타고
아사쿠사의 명소를 돌아보자

은 곳이다. 벚꽃명소로도 유명하다.

www.animecenter.jp  

11:00~19:00  

무료

www.kensetsu.metro.tokyo.jp/toubuk/ueno/index_top.html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무), 연말연시

05:00~23:00  

JR 야마노테선 아키하바라역에서 도보 2분

무료  

연중무휴

JR 야마노테선 우에노역에서 도보 2분

아키하바라 문화의 발신지! 새로운 타입의 메이드 카페로서 맛있

30분 1인 약 7,000엔,

는 음식과 함께 만족도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다. 카페 내에 설치

우에노 아메요코 상점가 上野アメ横商店街

2인 약 9,000엔 (코스에 따라 다름)

된 스테이지에서 스텝들로 꾸며진 공연도 즐길 수 있고, 아이돌

JR 우에노역에서 오카치마치역까지의 노선을

라이브나 개그콘서트 등이 열리기도 한다.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http://akibadrug.com  

재래시장이다. 식품, 화장품, 옷, 골프관련 상

카페 13:00~22:00(토일·공휴일 11:00~22:00)

품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싸

SKY HOP BUS スカイホップバス
도쿄도 내에서 1일권, 2일권으로 자유롭게 반복해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관광버스로, 노선은 아사쿠사 도쿄 스카이트리
정류소는 도쿄의 주요 관광지로 구성되었다.

입장무료  

고 맛있는 식당도 많다.
www.ameyoko.net/  
점포에 따라 다름  

JR 야마노테선 아키하바라역에서 도보 3분

10:00~19:00 (점포에 따라 다름)  

JR 야마노테선 우에노역에서 도보 2분
©公財 東京動物園協会

코스, 오다이바 코스, 롯폰기 도쿄타워 코스가 있으며 각

우에노동물원 上野動物園

메이드카페!!

www.skybus.jp/?la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원이며, 팬더가 있

@홈카페 본점 ＠ほぉーむカフェ本店

ng=ko&no= &bno=
1DAY 어른 3,500엔

는 동물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북극곰, 펭귄,

엔터테인먼트를 중시하는 메이드 카페로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누구라도 쉽게 들어 갈

고릴라등 약 400여종의 다양한 동물들을 관람

수 있다. 매력만점인 메이드들은 자체 검정제도를 운영할 정도로 수준 높은 접객태도로

(24시간 유효) | 판매처

할 수 있으며 특유의 카리스마를 가진 넙적부리 황새도 있다.

인기가 높다. 또한 전 메뉴가 귀엽고 아기자기해 먹기 아까울 정도이며 맛도 훌륭하다.

마루노우치 미츠비시빌

www.tokyo-zoo.net/korean/ueno/index.html

www.cafe-athome.com  

딩 티켓 카운터 및 버스

9:30~17:00  

600엔 (메뉴요금 별도)  

내에서 구매가능
12

AKIBA drug&café AKIBAドラッグ&カフェ

어른 600엔  

음날 휴무), 연말연시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

JR 야마노테선 우에노역에서 도보 5분

11:30~22:00 (토일·공휴일 10:30~22:00)  
부정기휴일

JR 야마노테선 아키하바라역에서 도보 3분
13

도쿄 롯폰기 | 오다이바

고급스러운 유흥가

최고의 데이트장소

롯폰기 六本木

오다이바 お台場

고급 쇼핑센터와 미술관 전망대 등이 밀집해 있는 롯폰기는 단연 도쿄 최고의 고급 유흥가로 손꼽히며, 지금은 롯
폰기=롯폰기 힐즈로 통한다. 외국인 관광객도 많아 영어가 통하는 가게도 많다. 화려한 밤이 관광 포인트.

하나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쇼핑, 관광, 문화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오다이바 해변을 거닐면서 산책도
하고, 쇼핑센터에서 쇼핑도 즐기고, 일본 후지TV 방송국도 방문 가능하며, 온천체험도 할 수 있다. 일본 과학미래
관이나 도요타 메가웹에서 선진문화 체험도 가능한 멀티 플레이스다.

롯폰기 힐즈 六本木ヒルズ

다이바시티 도쿄 플라자 ダイバーシティ東京プラザ

2003년 4월에 오픈한 복합문화시설로, 상점, 레스토랑, 미술관,

오다이바에서 2012년 오픈 한 복합 쇼핑센터이다. 다양한 중저

호텔, 방송국 등 문화시설이 모여있다. 일본식 정원인 모리정원

가 의류 브랜드에서 아동복, 잡화까지 마련되어 있어 원스톱 쇼

을 통한 전통의 미와 각종 유명 브랜드숍을 통한 현대의 미를

핑이 가능하다. 또한 6~7층에 패밀리 레스토랑부터 일본식 레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스토랑까지 입점해 있어 쇼핑에서 식사까지 한 번에 해결이 가
능하다.

www.roppongihills.com
11:00~21:00 (레스토랑 11:00~23:00, 점포에 따라 다름)

www.divercity-tokyo.com/ko/

지하철 히비야선 롯폰기역과 연결

10:00~21:00 (점포에 따라 다름)
유리카모메 다이바역에서 도보 7분

오다이바의 자유의 여신상
국립신미술관 国立新美術館

덱스 도쿄 비치 デックス東京ビーチ

일본 최대의 전시공간을 살린 다채로운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

오다이바를 대표하는 쇼핑센터

며, 미술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 공개, 제공 및 교육보급하

로 카이힌공원 앞에 세워져 있어

는 등 아트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타입의 미술관이다.

공원을 산책한 후 쇼핑하기 좋다.

유리카모메 ゆりかもめ

www.nact.jp/ko/index.html

의류와 생활잡화 등이 아기자기

신바시와 오다이바를 잇는 무인열차로 레인보우브릿지를

10:00~18:00 (금요일 20:00)  

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유명 레스

건너는 노선이다. 오다이바 전체를 둘러보거나 세 역 이상

토랑도 많이 입점해 있다.

하차할 경우에는 1일 패스를 이용하면 좋다.

전시에 따라 다름

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일), 연말연시
지하철 치요다선 노기자카역과 연결

도쿄 미드타운 東京ミッドタウン
새로운 느낌의 복합타운으로, 넓은 녹지공간과 6개의 건물로 구
성되어 있다. 도쿄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녹음이 우거진 정원을

www.odaiba-decks.com/services/ko.php
11:00~21:00 (점포에 따라 다름)  

www.yurikamome.tokyo/ko/  

1일 패스 820엔

부정기 휴일 (연 1회)

유리카모메 오다이바카이힌코엔역에서 도보 2분

산책하면서 디자인과 예술을 접하고 여유롭게 쇼핑과 식사도 즐

MEGAWEB MEGAWEB

길 수 있다.

도요타 최신모델 약 60대를 전시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나 레이
싱카를 시작으로 최신기술을 즐기면서 체험이 가능하다. 1.3km에

www.tokyo-midtown.com/kr/

달하는 시승코스에서 시승도 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 필요)

11:00~21:00 (레스토랑

www.megaweb.gr.jp

11:00~24:00, 점포에 따라 다름)  

11:00~21:00 (시설에 따라 다름)  

지하철 오에도선 롯폰기역과 연결

부정기 휴일  

무료  

유리카모메 아오미역에서 도보 2분

오에도온센 모노가타리 大江戸温泉物語
도쿄 여행에서 온천까지 즐기고 싶다면 바로 여기다. 유카타를
입고 에도 거리로 꾸며놓은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온천과 노
천탕도 즐길 수 있다. 도쿄의 밤을 편안히 쉬면서 즐기기에 안

롯폰기 아트 트라이앵글 산책하기
예술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도쿄를 대표하는 롯폰기 아트 에리어. 미술관 순례를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 롯본기 아트 트라이

성맞춤인 곳이다.
www.ooedoonsen.jp/daiba/  

11:00~다음날 09:00

앵글은 국립신미술관, 산토리미술관, 모리미술관에서 개최중인 전시 어느 한 곳의 입장티켓을 제시하면 나머지 두 시설의 입장료를

(매월 1회만 11:00~23:00)  

할인해 주는 이벤트다. (할인혜택의 대상은 홈페이지 캘린더에 게재되어 있는 전시회에 한합니다.)

토·일 공휴일 2,828엔, 특정일 2,880엔  

http://mori.art.museum/kr/atro/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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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18시 이전) 평일 2,612엔,
연중무휴

유리카모메 텔레콤 센터역에서 도보 2분
15

도쿄 도쿄 근교여행

도쿄만으로 아쉬운 당신이라면
닛코 日光

도쿄근교여행

가마쿠라시대부터 관광지로 알려진 닛코는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관광지 중 하나다.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곳으로, 도쿠가와 이

교통의 요충지인 도쿄는 철도가 잘 발달되어 대중교통수단만을 이용해 충분히 근교 여행이 가능하다.
하루 정도 시간을 내어 도쿄 주변의 유명 관광지를 일정에 넣어보자.

에야스를 모시고 있는 도쇼구와 일본 3대 폭포 중 하나인 게곤노타키, 국립공원을 자유롭게 뛰노는 야생원숭이 등 아름다운 일본의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다.

도부 닛코역 혹은 JR 닛코역에서 하차

닛코도쇼구 日光東照宮
에도막부를 창설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당으로 본래 소박한 모습이였으

하코네 箱根

나, 그 손자가 조부를 기리기 위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개수했다. 닛코린노사,

후지산의 힘으로 지금도 활발하게 연기를 내뿜고 있는 지고쿠다니, 아시노코 호수에서
즐기는 해적선유람, 천연온천 노천탕 등 가족여행지로도 손색이 없는 곳이다.

닛코후타아라야마신사와 함께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www.toshogu.jp  
어른 1,300엔  

신주쿠에서 로망스카로 하코네유모토역 하차

4월 1일~10월 31일 8:00~17:00 11월 1일~3월 31일 8:00~16:00

도부 닛코역 혹은 JR 닛코역에서 도부버스로 니시산도 하차 후 도보 8분

    (하코네 프리패스 이용시 티켓 운임 할인)

EDO WONDERLAND 日光江戸村
에도시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로 옛 모습 그대로 마을로 재현했다. 6개의

하코네 프리패스

극장을 돌면서 에도시대의 연극을 즐기거나 전시관을 관람할 수도 있다. 출연자 중, 닌

하코네 등산전차, 하코네 등산 케이블카, 하코네 로프웨이, 하코네 해적 관광선, 하코네 등산버스(지정구간), 오다큐 하코네 고속버스

자의 인기가 가장 높다.

(지정구간), 누마즈 등산 도카이 버스(지정구간), 관광시설 순회 버스(하코네 등산버스) 등 8개의 교통수단이 무한정 이용 가능한

www.edowonderland.net  

패스로, 로망스카 이용시에도 티켓 운임이 할인된다. 또한 하코네에 있는 50개 이상의 시설에서도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www.hakonenavi.jp/korean/freepass/  

~3월 19일 9:30~16:00  

3월 20일~11월 30일 9:00~17:00 12월 1일

어른 4,700엔  

수요일 (단, 공휴일, 3/25~4/7,

4/29~5/5, 7/21~8/31, 12/29~1/5은 영업함), 점검휴일(12/8~12/21)  

DAY 패스 5,140엔, 3DAY 패스 5,640엔

닛코도쇼구입구 후지야관광센터에서 무료셔틀버스이용 (닛코역 경유)

판매처 한국내 취급 여행사, 신주쿠역, 오다큐선의 각 역(구입한 역에 따라 요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요코하마 横浜
1859년에 개항된 일본의 대표적인 항구도시다. 외국문화를 빨리 받아들여 이국적인 정

도쿄디즈니리조트Ⓡ 東京ディズニーリゾート

서와 차이나타운의 독특한 이미지가 모여있는 요코하마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시부야에서 도큐 도요코선 쾌속으로 26분.

도쿄디즈니랜드 東京ディズニーランド

핫케이지마 시파라다이스 八景島シーパラダイス

신요코하마 라멘박물관 新横浜ラーメン博物館

바다와 관련된 모든 테마가 모인 아쿠아 리조트다. 바다농장이

라멘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박물관으로, 일본 전통라멘 거리를

라는 콘셉트 아래, 즐기면서 배우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체험할

가보고 싶거나 일본 전국 라멘의 역사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단

수 있는 테마파크형 수족관이다. 특히, 해저터널과 돌고래쇼가

연 이곳을 추천한다. 다양한 라멘을 맛 보고 체험해 보자.

인기다.

www.raumen.co.jp/korea/

www.seaparadise.co.jp/korean/  
계절에 따라 변동)  

8:30~21:30 (요일,

1DAY Pass 어른 5,050엔  

시사이드라인 핫케이지마역

Ⓡ

연중무휴  

11:00부터 (일요일·공휴일 10:30) 종료시간 21:00~23:00사
이 까지 (임시시간변경 가능)  
연중무휴  

어른 310엔

JR 신요코하마역에서 도보 5분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꿈과 희망의 나라 도쿄디즈니랜드. 디즈
니의 랜드마크인 신데렐라성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동화의 세계가 펼쳐진
다. 특히 낮과 밤에 진행되는 퍼레이드는 디즈니의 하이라이트! 사랑스러
운 디즈니 캐릭터와의 사진 촬영도 놓치지 말자.

도쿄디즈니씨 東京ディズニーシー
바다를 테마로 한 세계 유일의 테마파크로, 모험과 상상의 바다가 펼쳐지
는 도쿄디즈니씨.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로맨틱한 산책을 즐기거나, 화
려한 수상 엔터테인먼트 쇼를 감상해 보자. 영화 속 한 장면과 같은 멋진
추억을 선사하는 야경은 디즈니씨의 가장 큰 매력이다.

www.tokyodisneyresort.co.jp
최대 08:00~22:00 (시즌에 따라 다름)
1DAY Passport 어른 7,400엔
연중무휴  

JR 케이요선 마이하마역에서 바로
© Dis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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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부터 화려한 쇼핑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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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를 갖춘 오사카는 대도시의 매력으로 가득하다.
⇠와카야마

시텐

P.2 8

도

톤보

리P
.2 2

.2
오사카성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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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니치마에 도구야스지 상점가

4

오사카 주유 패스

KANSAI THRU PASS

오사카를 중심으로 여행할 계획이면 이 패스를 추천! 오사카
시영 지하철, 뉴트램, 모든 버스 노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티켓으로 오사카성을 비롯한 35곳의 인기 관광지 무료
입장 및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일권과 2일권 두
종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2일권은 연속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간사이 스루패스는 간사이 전 지역의 민영철도와 지하철, 버
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티켓(JR 제외)으로 2일 사용권
과 3일 사용권의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유효기간 내(토/일/
공휴일 포함)에 비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www.osaka-info.jp/osp/kr/
1일권 어른 2,500엔 2일권 어른 3,300엔 판매처 한국 내
취급여행사, 간사이공항 간사이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 등
도톤보리

노

지

산타마리아호

www.surutto.com/tickets/kansai_thru_korea.html
2DAY 어른 4,000엔 3DAY 어른 5,200엔
판매처 한국내 취급여행사, 간사이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
터 (간사이 국제공항 1층)

오사카 편에 게재된 사진 중 일부는 © Osaka Government Tourism Bureau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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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특집! 오사카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다

CIA
SPE L

Fe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大阪ステーションシティ
오사카 특집

JR 오사카역의 건물을 돔 형태의 지붕으로 연결한 관광명소. 선진도시의 장점을 한자리에

atured

모은 ‘중심점’ 을 목표로 2011년 새롭게 오픈하였다. 최신 유행 패션은 물론 개성 넘치는 독특
한 가게까지 새로운 감각의 숍이 다수 입점해 있어 오사카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
http://osakastationcity.com/kr/  

오사카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다

에키마르쉐 오사카 エキマルシェ大阪
오사카역 근처에서 배가 고픈 당신! 일본 유명 레스토랑, 카페,
디저트가 다 모여있는 에키마르쉐로 가자! 짧은 여행시간을 알
차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은 물론, 역 안에 있는 레스토랑임
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만족할 수 있다.

오사카의 현관 ‘기타 에리어’는 대형 복합시설들이 앞다투어 등장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JR 오사카역에서 바로

핫스팟이다. 2011년 오사카역이 새로워진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개

www.ekimaru.com  

10:00~22:00 (점포에 따라 다름)

성 있는 가게들로 가득한 ‘그랑프론트 오사카’, 2014년에는 일본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초고
층 빌딩 '아베노하루카스'가 오픈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점포에 따라 다름

  JR 오사카역에서 도보 1분

타코야 도톤보리 쿠쿠루

그랑프론트 오사카 グランフロント大阪
오사카역에 직결되어 있는 이곳은 세련된 인기 점포가 다수 입점되어 있어 멋을 아는 이
들이 모여드는 인기 시설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셀렉트숍 등 잡화에서부터 화제의 구루
메까지 약 270여 개의 점포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녹음이 가득한 자연공간도 조성되어 있어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
게 새로운 발견과 감동을 선사하는 오사카의 새로운 명소이다.
www.grandfront-osaka.jp/multilingulal/korean  
11:00~23:00 (점포에 따라 다름)  

부정기 휴일  

쇼핑 10:00~21:00, 레스토랑
JR 오사카역 북쪽 출구와 연결

THE CITY BAKERY
뉴욕 유니언스퀘어에서 1990년 창업한 이래 뉴요커는 물론 해외 관광객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베이커리 브랜드로, 오사카에서도 현지의 맛을 충실히 재현해 손
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프레첼, 크로와상, 핫초코, 페스츄리 등이 이곳의 인기 메뉴.
우메키타광장 지하1층

아베노하루카스 あべのハルカス
지상 60층, 높이 300m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이다. 오사카 전역을 전망하며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찾아오는 이들에게 기분 좋은 시간과 공간을 제공
하고 있다.
www.abenoharukas-300.jp/kr/  
연중무휴  

9:00~22:00 (점포에 따라 다름)

긴테츠 오사카아베노바시역에서 바로

La Boutique DE LA MAISON
인기브랜드 프랑프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브랜드로, 여성들을 위해 탄생한 라이프 스타일
숍이다. 생활소품은 물론 의류까지 모던하고도 패
셔너블한 제품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윙관 3층
20

21

오사카 도톤보리

가장 오사카다운 거리

도톤보리 道頓堀
센니치마에 도구야스지 상점가

화려하고 거대한 개성 만점 간판에 시선을 빼앗기는 거리로, 타코야키는 물론 다양한 오사카 명물 맛집들로 가득하
다. 활기 넘치는 오사카의 명소를 마음껏 즐겨보자.

千日前道具屋筋商店街

다양한 음식문화를 자랑하는 오사카
를 보여주듯 저렴한 가격으로 조리도
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다. 조리 도
구 외에도 각종 그릇과 음식 샘플도
판매하고 있어 기념품이나 선물을 구
입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www.doguyasuji.or.jp

난바 파크스 なんばパークス

점포에 따라 다름
지하철 난바역에서 도보 2분

사람, 도시, 자연의 공생을 주제로 탄생한 수목이 가득한 공원
으로, 오사카의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초대형 쇼핑센터이다.
은은한 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야경도 그 명성에 한몫을 더하
고 있다. 쇼핑을 즐긴 후 공원 옥상에서 시내를 조망하는 것도
놓치지 말자.
www.nambaparks.com/ko.html  
쇼핑 11:00~21:00, 레스토랑 11:00~23:00 (점포에 따라 다름)
부정기 휴일  

난카이선 난바역과 연결

호리에 堀江
한국의 청담동과 가로수길을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쇼핑 명소. 아
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과 매력적인 패션 숍이 가득한 거리이다.
곳곳에 위치한 카페와 레스토랑도 놓치지 말고 방문해 보자.
지하철 요츠바시역에서 하차

도톤보리 道頓堀

구로몬 시장 黒門市場
음식문화가 발달한 도시 오사카의 대표 재래시장.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 그리고 좋은 품질을 자랑하는 전통시장이다. 우렁찬
소리를 따라 오사카의 생기 넘치는 모습을 경험해보자.

도톤보리 강을 따라 형성된 거리로, 언제나 관광객들과 시민들로 활기가 넘치는 곳이다.

www.kuromon.com

밤에는 간판의 네온 불빛이 도톤보리 강에 반사되어 화려한 장관을 연출한다.

09:00~18:00 (점포에 따라 다름)  
점포에 따라 다름

지하철 난바역에서 하차

지하철 니혼바시역에서 바로

호젠지요코쵸 法善寺横丁

신사이바시 스트리트 心斎橋ストリート
관광객으로 붐비는 도

신사이바시스지 상점가와 신사이바시 브랜드숍 거리는 쇼핑과

톤보리의 한 블록 옆에

구루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번화가이다. 오사

위치한 고즈넉한 분위

카 최고의 인기거리 도톤보리와 이어지는 신사이바시 스트리트

기의 선술집 골목길로,

는 최신 유행의 아이템으로 가득해 쇼핑지로도 인기만점이다.

길의 안쪽에 ‘호젠지’

세련된 카페와 오사카

라는 작은 절이 있어

다운 맛집으로 가득해

붙여진 이름이다. 해

음식도 즐기고 쇼핑도

가 지면 초롱불이 하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 둘 켜지고 하루 일과를 끝낸 사람들이 모여 가볍게 한잔하
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풍경이 운치 있는 곳이다.
점포에 따라 다름  
22

지하철 난바역에서 도보 5분

는 사랑 받는 곳이다.
지하철 신사이바시
역에서 하차

특별한 ‘간판’의 거리 도톤보리
화려한 도톤보리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간판들
로 가득하다. 특히 즈보라야(づぼらや)의 복어모양 간판부터
카니도라쿠(かに道楽)의 꽃게 간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무
조건 눈에 띄는 간판을 만들고자 했던 일념에서 탄생한 등불
형식의 복어 간판은, 특수 도료로 표면을 코팅하여 앞으로 50
년 후에도 지금의 모습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 오사카의 유
명 꽃게 전문점 카니도라쿠의 꽃게 간판은 가로 8m, 세로 4m
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으로 음악에 맞춰 움직여 무척이나 인
상적이다.
23

오사카 오사카성 | 우메다

오사카의 상징

서일본 최대의 번화가

오사카성 大阪城

우메다 梅田

일본 3대 성(城) 중 하나인 오사카성. 성 안을 산책하다 보면 마치 천하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화려하고도
웅장한 비주얼을 자랑한다. 특히 천수각은 아름다운 외관뿐만 아니라 오사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다.

JR 오사카역과 우메다역 일대를 칭하는 말로, 쇼핑 포인트가 밀집되어 있다. JR뿐만 아니라 지하철, 철도도 가까
이 자리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오피스 빌딩, 유흥가 등이 공존하는 서일본 최대의 번화가이다. 화려한 오사카
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는 관광 명소 중 하나다.

오사카성 大阪城

백화점 밀집지역

1583년 건축을 시작하여 1년 반여에 걸쳐 완성된 오사카성은

서일본 최대의 번화가답게 우메다역 부근에는 쇼핑의 거리가

구마모토성, 나고야성과 함께 일본 3대 성으로 손꼽힌다. 8층

화려하게 조성되어 있다.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최대

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각 층마다 다양한 전시와 함께 도요토

목표인 쇼핑몰 'BREEZE BREEZE', 일본 최대급 백화점 '한큐

미 히데요시와 오사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메다 본점', 다양한 매장을 자랑하는 '한신 우메다 본점', 참신
한 감각이 돋보이는 세련된 쇼핑몰 'NU 차

www.osakacastle.net/hangle/
9:00~17:00 (계절에 따라 변동)  

야마치', 오사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가전

어른 600엔  

쇼핑센터 '요도바시 카메라 멀티미디어 우메

연말연시  

다' 등이 자리하고 있다.

JR 오사카칸죠선 오사카죠코엔역에서 도보 15분

한신·한큐철도 우메다역에서 하차

2F 정보관 현재 천수각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식을 실제 크기로
전시하고 있으며, 무사 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도 가능하다.

8F 전망대 눈 앞에 펼쳐지는 360도의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오사카성 기념품도 판매하고 있다.

공중 정원 전망대 空中庭園展望台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건축 형태의 연결 초고층 빌딩인 ‘우메다 스
카이 빌딩’ 최상층에 있는 야경뷰 스팟으로, 지상 173m에 위치한
전망대는 360도 파노라마로 다이나믹한 조망을 즐길 수 있다. 또
한 옥외로 나갈 수 있는 옥상은 궁극의 개방감을 선사한다.
www.kuchu-teien.com/hangul/

오사카 역사박물관 大阪歴史博物館

10:00~22:30 (계절에 따라 변동)  

어른 1,000엔

연중무휴     JR 오사카역에서 도보 8분

도시로서의 오사카 역사를 깊이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된 박물관으로, '역

빨간 관람차가 눈길을 사로잡는 복합 쇼핑몰로, 10~20대의 젊

사와의 대화'를 통해 오사카의 사회,

은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인기 브랜드가 모여 있다. 8층에는 연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코

극 및 이벤트가 개최되는 홀이 있으며, 7층 관람차는 오사카 젊

스와 상세코스가 있다. 한글 자료도

은이들에게 있어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야경을 감상

비치되어 있어 더욱 유용하다.

하며 관람차를 즐기는 것도 이색적이다.

www.mus-his.city.osaka.jp

www.hepfive.co.kr

09:30~17:00 (특별전 개최시의

11:00~21:00 (점포에 따라 다름), 관람차 11:00~22:45
부정기 휴일  

금요일만 20:00까지)  
어른 600엔  

HEP FIVE

한큐철도 우메다역에서 도보 3분

연말연시, 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무)

지하철 다니마치욘쵸메역에서 도보 2분

수상버스 아쿠아라이너

水上バスアクアライナー

오이마츠도리 老松通り

녹음이 우거진 오사카성 공원 주변을 순회하는 아쿠아라이너

오사카를 대표하는 고미술거리. 1km 정도 거리에 고미술상과

는 유리로 덮인 천정을 통해 주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서

화랑 등 약 90여 개의 점포가 자리 잡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

인기가 높은 수상 관광 버스이다. 수면에서 바라보는 오사카의

후, 고미술 상점이 점차 늘어나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매년 봄,

거리 풍경에서 또 다른 운치를 느낄 수 있다.

가을에 골동품 축제를 열어 고풍스러운 볼거리로 가득하다.

www.suijo-bus.jp/language/hangul

www.oimatsu-cho.gr.jp

10:00~17:00 (1시간 간격으로 운항)

JR 오사카역에서 도보 15분

어른 1,700엔 (봄 기간 2,000엔)
JR 오사카죠코엔역에서 도보 3분 (오사카성항 선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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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나카노시마 | 베이에리어

복고풍 거리와 카페

테마파크의 거리

나카노시마 中之島

베이에리어 ベイエリア

오사카의 서쪽으로 흐르는 강인 도지마가와와 도사보리가와 사이에 있는 섬으로, 그 주변에는 지금도 오사카가
'대 오사카'라 불려졌던 다이쇼 시대(1912~1926년)에 건설된 건물이 많이 남아 있다. 특유의 회고적 분위기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로맨스의 거리로 사랑받고 있다.

베이에리어에는 오사카의 대표적인 맛집부터 크루징까지 즐거운 스팟이 가득하다. 남녀노소 모두가 만족하는 곳으
로, 석양이 아름다운 이곳은 오사카를 여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관광명소이다.

나카노시마는 “It's 레트로”

카이유칸 海遊館

레트로란 회상, 추억이라는 뜻의 영어 ‘Retrospect’의 준말로,

환태평양 생명대를 테마로 하는 카

복고주의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이유칸은, 14개의 대형수조로 태평

은행본관이 그 대표적인 예로, 오사카 시내에는 이처럼 옛 모습

양을 둘러싼 10개 지역의 자연환경

을 간직한 레트로풍의 건물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일본

을 재현하고 있다. 아름답고 장대한 자연환경과 그 안에서 살아

은행 오사카지점,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등이 고풍스러

가는 다양한 생물들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운 분위기를 내뿜으며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www.kaiyukan.com/language/korean  

www.osaka-info.jp/

10:00~20:00 (계절에 따라 변동)

machiaruki/retro

어른 2,300엔  

부정기 휴일  

지하철 주오선 오사카코역에서 도보 5분

기타하마 레트로빌딩 北浜レトロビルヂング

오사카시 중앙공회당 大阪市中央公会堂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외관과 청동 돔이 인상적인 네
오 르네상스 양식의 역사적 건축물이다. 1918년에 건설된 이 건
물은 현재 문화활동과 배움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국

http://osaka-chuokokaido.jp  

9:30~21:30

나니와 구이신보 요코쵸 なにわ食いしんぼ横丁
오사카 만국박람회

국식 케이크와 홍차 잡화점, 2층에는 영국

(1970년)를 앞두었던

풍의 찻집이 있다. 영국의 분위기를 물씬

‘오사카가 가장 빛났

느낄 수 있는 이곳의 인기 메뉴는 케이크,

던 시대’인 1965년 전

스콘, 샌드위치 등이 포함된 에프터눈 티

후를 재현한 거리이

세트이다. 2층에서는 나카노시마의 장미공

다. ‘건강한 오사카’를

원을 전망할 수 있어 더욱 좋다.

테마로 상점가 등 을
당시의 이미지로 표현

www.osaka-info.jp/kr/facilities/cat12/2030.html  
11:00~21:30 (토일, 공휴일 11:00~19:00)  

카이유칸 주변에 위치한 쇼핑몰로, 패션과 잡화 그리고 기념품

한 이곳은 간사이 식품문화를 대표하는 구루메로 가득한 푸드

오봉 (일본 추석), 연말연시  

등 약 100개의 가게들이 줄지어 자리잡고 있다. 바로 옆에 위치

테마파크이다.

지하철 사카이스지선 기타하

마역에서 도보 1분

가 중요문화재로서의 품격 있는 공간이다. (관내에 있는 홀은
입장 불가)

덴포잔 마켓플레이스 天保山マーケットプレース

1912년에 건설된 영국식 건물로 1층에는 영

나카노시마
장미공원

한 회전축이 세계 최대급인 관람차를 타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http://kaiyukan.com/thv/marketplace/kuishinbo/

재팬 등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추천한다.

11:00~20:00  

www.kaiyukan.com/thv/marketplace  
11:00~20:00 (계절에 따라 변동)  

부정기 휴일  

입장 무료

지하철 주오선 오사카코역에서 도보 5분

부정기 휴일

지하철 주오선 오사카코역에서 도보 5분

매월 네번째 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무), 연말연시  
지하철 요도야바시역에서 도보 5분

오사카 빛의 향연 大阪・光の饗宴
2013년부터 시작된 빛을 테마
로 한 프로그램이다. ‘OSAKA
빛의 르네상스’와 ‘미도스지 일
루미네이션’을 중심으로 오사
카 시내가 8개 영역으로 나누
어져 빛의 축제가 펼쳐진다. 오사카시 중앙공회당과 나카노
시마 장미공원, 오사카시청 등 오사카 곳곳에 다양한 조명
을 비추는 프로그램과 일루미네이션이 화려하게 빛난다.
www.hikari-kyoen.com
© Festival of the Light in Osaka Executiv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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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마리아호 サンタマリア号
신대륙에 도착한 콜롬버스 함대의 산타마리
아호를 모티브로 약 2배의 크기로 만들어진 유람선이다. 약
45분간 오사카항을 돌아보며 베이에리어의 수많은 명소를
전망할 수 있다. 야간에는 나이트 크루즈도 운항한다.
http://suijo-bus.jp/language/hangul
11:00~17:00 (매 시각 정각 출발)  
데이크루즈 어른 1,600엔  
지하철 주오선 오사카코역에서 도보 10분
27

오사카 신세카이 | 테마파크 & 체험시설

오사카의 대표적인 서민가

테마파크 & 체험시설

신세카이 新世界
특유의 독특한 분위기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무대가 되었던 오사카 대표 서민가. 많은 골목에 기념품숍과 쿠시
카츠 등의 맛집이 늘어서 있으며 주말에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연인과 가족단위의 사람들이 찾아와 활기가 넘친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ユニバーサル・スタジオ・ジャパン

Ⓡ

각기 다른 표정을 지닌 다양한 에어리
어는 감동이 가득한 별천지. 할리우드

츠텐카쿠 通天閣

의 초대작 영화를 테마로 한 놀이기구

전체 높이 100m에 달하는 신세카이 제일의 고층 건물이다. ‘하

와 쇼, 계절마다 펼쳐지는 이벤트 등

늘에 이르는 높은 누각’이라는 뜻으로 처음 세워진 뒤 화재로

세계 최고의 감동과 흥분이 넘치는 엔

소실되었으나 1956년 복원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바라

터테인먼트의 세계에 어른은 물론 아이

보는 것도 좋으나 전망대에 올라 오사카를 내려다 보는 것 또한

들도 열중하게 될 거예요.

츠텐가쿠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

www.usj.co.jp/kr

www.tsutenkaku.co.jp
9:00~21:00  
연중무휴  

계절에 따라 변동. 상세 내용은 공

성인 700엔 (전망대)

식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

지하철 사카이스지선

1DAY 스튜디오 패스 어른 7,038엔

에비스쵸역에서 도보 3분

JR 유니버설시티역에서 하차

잔잔 요코쵸 ジャンジャン横丁
신세카이의 남동부에 위치한 180m 상점가로 전후 손님의 시선

© & Ⓡ Universal Studios. All rights reserved.

을 끌기 위해 상점에서 샤미센이나 북을 연주했던 소리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스시, 우동 그리고 선술집 등 서민들의 사
랑을 받는 메뉴로 가득하다.
www.osaka-info.jp/kr/gourmet/takoyaki_okonomiyaki
/5066.html  

점포에 따라 다름  

JR 도부츠엔마에역에서 도보 5분

시텐노지 四天王寺

체험형 먹거리 교육 뮤지엄

인스턴트 라면 발명기념관 インスタントラーメン発明記念館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의 탄생지에 세워진 기념관으로 인스턴트 라면의 발명 역사를 배울 수 있다. 전시 관람

일본에 불교를 처음으로 들여온 쇼도쿠다이시가 창건한 유서 깊

뿐만 아니라 체험공방에서 자신만의 오리지널 컵누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 더욱 흥미로운 곳이다. 연간 7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은 사찰이다. 일본 최초의 관사로 백제의 건축기술자를 초빙하

명실상부 오사카의 대표 관광 명소이다.

여 지어 백제의 사찰과 유사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다. 정원의

www.instantramen-museum.jp  

풍경을 감상하며 말차를 시음할 수도 있어 인기가 높다.

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무), 연말연시  

www.shitennoji.or.jp  
8:30~16:00  
관 어른 500엔)  

9:30~16:00 (입장은 15:30까지)  

무료 (체험은 유료)  

한큐전철 이케다역에서 도보 5분

4~9월 8:30~16:30 | 10~3월

기본 무료 (중심가람, 정원 어른 300엔, 보물
연중무휴 (보물관은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일, 개관은 전시 내용에 따라 다름)  
JR 텐노지역에서 도보 12분

쿠시카츠 串かつ
고기와 채소를 꼬치에 꽂아 기름에 튀겨낸 쿠시카츠는 신세카이에서 가장 유명한
먹거리 중에 하나. 주문과 동시에 튀기기 때문에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
감을 자랑한다. 신세카이를 방문하면 꼭 먹어봐야 할 먹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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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오사카의 추천 먹거리 | 고베

동서양이 만나는

천하의 부엌

오사카 추천 먹거리

에도시대부터 전국의 주요산물이 모여 자연스럽게 식문화가 발달한 오사카는,
음식문화에 있어 큰 발전을 이루었고 '천하의 부엌'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많은
요리들의 발상지가 되었다.

1

고베 神戸
일본에서 서양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온 고베는 동서양의 문화가 혼합된 도시로 성장하였다. 멋진 유럽풍의 건물 옆으
로 일본 전통의 가옥들이 함께 어우러진 거리의 풍경은 찾아오는 이들에게 새로운 감성을 선사한다.

기타노 이진칸 거리 北野異人館街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진 서양식 건물로 가득한 인기관광지인 기타노 이진칸 거리. 한때, 영국과 동일 등 외국인들의 거주지였던 이곳
에는 서로 다른 양식의 독특한 건물들이 21채나 들어서 있다. 고즈넉한 길을 따라 산책을 하며 색다른 모습의 건물들을 찾아내는 재

오코노미야키 お好み焼き

미가 있는 곳이다.

일식요리의 대표격인 오코노미야키

www.kobeijinkan.com  

JR 산노미야역에서 도보 15분

는 일본식 부침개로 양배추, 계란, 밀
가루 등을 반죽하여 겉에는 삼겹살 3
장 정도 붙여서 노릇하게 부친다. 양
면을 고루 익힌 뒤, 가츠오부시(가다
랭이포)와 특유의 오코노미야키소스,
그리고 마요네즈를 뿌리면 뜨겁고도
달콤한 오코노미야키가 완성된다.

2

타코야키 たこ焼
밀가루 반죽 속에 커다랗고 신선한 문어를 넣
어 지름 3~5m 정도로 둥글게 구운 뒤 가츠
오부시와 소스, 마요네즈를 뿌려먹는 요리로
‘타코’는 일본어로 문어, ‘야키’는 구이라는 뜻
이다. 쫄깃한 식감과 중독성 강한 맛으로 오사

기츠네우동 きつねうどん
오사카에서 처음 만들어진 우동의
한 종류로 다시마와 가츠오부시로
맛을 낸 국물에 간장으로 맛을 낸

3

카의 대표적인 간식으로 자리잡았다.

유부를 올려 먹는 우동으로 담백
한 맛을 자랑한다. 여우가 유부를
좋아한다고 하여 기츠네우동이라
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과 유부

4

우로코노 이에
うろこの家

風見鶏の館

가자미도리노 야카타

모에기노 야카타

사카노우에노 이진칸

건물 외벽이 생선 비늘 모양

독일 무역상의 사택으로 건축된

미국 총영사의 저택으로 1903

하얀 외관이 인상적인 이곳은

을 닮아 ‘비늘 집’이라는 애칭

건물로, 당시 주인의 이름에서

년 건축되었다. 옛 모습 그대

다이쇼시대에 지어져 중국영사

이 붙은 고베에서 최초로 공개

유래하여 ‘토마스 하우스’라고도

로 복원된 장미무늬 벽지는 이

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된 외국인용 고급주택. 관내에

불린다. 1977년 10월에 방영한

곳의 주목 포인트다. 일본 국가

관내에는 중국 명조에서 청조

전시 된 영국 명품도자기 ‘로얄

NHK아침드라마 ‘가자미도리’의

지정 중요문화재로, 일본에서

시대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시

우스타’, 독일 명품도자기 ‘마이

촬영지로 이용되면서 더욱 유명

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녹색 외

대상을 잘 보여주는 미술품 등

센’ 등을 비롯한 안티크 가구

해졌다. 붉은 벽돌과 삼각 지붕

관을 가진 건축물이다.

이 전시되어 있어 일본에서 만

용품과 티파니의 세련된 장식

위 닭 모양의 풍향계는 이곳의

www.kobeijinkan.com/

나는 중국이라는 색다른 경험

품도 눈길을 사로 잡는다.

상징이자 매력 포인트. 현재는

ijinkan_list/moegi

을 느껴볼 수 있다.

萌黄の館

坂の上の異人館 (구 중국영사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9:00~18:00(4월~11월),

www.kobeijinkan.com/

ijinkan_list/uroko

www.kobeijinkan.com/

9:00~17:00(12월~3월)

ijinkan_list/china

어른 350엔  

3월~10월 9:30~18:00

연중무휴

10월~3월 9:30~17:00

www.kobeijinkan.com/

의 색이 여우의 털빛과 닮은 것에

카니스키 かにすき

9:30~17:00(동절기)

kazamidori

유래되었다는 설이 전해진다.

게(카니)가 주재료로 들어가는 샤브샤브풍의

9:30~18:00(하절기)

9:00~18:00  

요리. 샤브샤브의 메인이 고기라면 카니스키

어른 1,000엔  

2월과 6월의 첫 번째 화요일

는 게가 주인공으로, 담백한 국물에 먹기 좋게

연중무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무)

어른 500엔

어른 500엔  

연중무휴  

자른 게살을 넣으면 꽃이 피듯 익어가며 식욕
을 자극한다. 게를 모두 먹은 뒤 남은 국물에
면을 넣어 먹으면 금상첨화. 게 모양 간판 덕

5

분인지 역시나 오사카에 오면 많은 이들이 게

우동스키 うどんすき

요리를 찾게 되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오사카의 '미미우'라는 가게에서

만한 요리다.

시티루프 シティーループ
고베의 관광지를 순환하는 관광순환버스로 복고풍의 초록빛 차량이 인상적이다. 총 17개의 정류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번 순환

처음 선을 보인 요리로, 국물에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63분이다. 차창 밖으로의 풍경을 구경하며 편안히 관광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이진칸거리

우동면과 야채, 고기를 넣고 익혀

를 즐기려면 키타노이진칸 정류장에서 하차.

먹는 샤브샤브 계통의 음식이다.

www.kctp.co.jp/outline/car/cityloop  
19:00 출발)  

평일 9:00~(카모메리아 막차 17:40 출발), 토일·공휴일 9:00~(카모메리아 막차

1회 어른 260엔 | 1일 어른 660엔  

지하철 산노미야역 정류장
고베 편에 게재된 사진 중 일부는 일반재단 고베 국제관광컨벤션협회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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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교토

일본인들의 마음의 고향

교토 京都
일본의 옛 수도였으며 일본인들의 마음의 고향이라 불리는 전통의 고장 교토. 수많은 세계유산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어우러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전해지는 곳이다. 느림의 미학이 어
울리는 교토에서 가장 일본스러운 일본을 경험해 보자.

4

4

료안지 龍安寺

1450년에 창건된 사찰로 15개의 돌과 자갈로 만든 가레산스이
정원으로 유명하다. 섬을 의미하는 15개의 돌은 어느 위치에서
보아도 한꺼번에 모두 볼 수 없는데, 이는 인간이 가진 능력의
불완전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1

www.ryoanji.jp
3월~11월 8:00~17:00, 12월~2월 8:30~16:30
어른 500엔
1

니죠죠 二条城

59번 시내버스 료안지마에 정류장에서 바로
5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니죠죠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교토
에 오면 머물던 숙소로 교토의 인기 관광지 중의 하나이다. 특히

5

니노마루고텐의 복도는 닌자의 침입을 쉽게 알 수 있게 마루 바
닥에서 종달새의 울음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져 있어 유명하다.
www.city.kyoto.jp/bunshi/nijojo
8:45~16:00  

어른 600엔  

연말연시, 12월, 1월, 7월,

기온 祇園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등장한 기온은
일본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거리로 교토를 대표하는 번화가

2

이다. 전통찻집과 교토 요리전문점이 많아 전통적인 교토를 온
전히 느낄 수 있어 교토 관광의 필수 코스이다. 일본 전통의 느

8월의 매주 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일)

낌으로 가득한 거리를 구경하며, 귀여운 소품들도 구매할 수 있

9·50·101번 시내버스 니죠죠마에 정류장에서 하차

다. 저녁 무렵에는 거리에서 기모노 차림의 마이코를 만날 수
2

6

도우지 東寺

있다.
www.kyoto-gion.sakura.ne.jp
케이한 전차 기온시쵸에서 도보 1분

교토가 헤이안쿄라고 불려지던 시기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찰이다. 일본 최고의 목조탑으로
유명한 오중탑은 교토 시내 곳곳에서 그 모습이 보일 만큼 우
3

뚝 솟아있다.

6

아라시야마 嵐山

www.toji.or.jp

교토를 대표하는 자연명소인 아라시야마는 계절마다 다른 매력

8:30~17:00 (3/20~9/19), 8:30~16:00 (9/20~3/19)

의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산이다. 주변의 많은 사찰과 신사

유료 (계절에 따라 변동)

에서는 불상과 전각을 구경할 수 있고, 고즈넉한 마을 풍경과 함

긴테츠 도우지역에서 도보 10분

께 호즈강을 따라 배를 타고 내려가는 경험도 할 수 있다. 북쪽
의 대나무숲도 잊지 말고 감상해야 할 것들 중 하나이다.
http://arashi.kotolog.jp

3

기요미즈데라 清水寺

JR 사가노선 사가아라시야마역에서 하차

엔친쇼닌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으
로 아름다운 교토 최고의 명소이다. 교토 거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법당 앞 전망대와 연애 운을 기원하는 곳으로 유명한
지슈 신사는 언제나 많은 이들이 찾는 단골 관광 코스이다.
www.kiyomizudera.or.jp/lang/03.html
6:00~18:00(계절에 따라 변동)  

어른 400엔

100번, 206번 시내버스 고조자카 정류장에서 도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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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
카
센

사
칸
신

고후쿠마치

신
오

도이마치

오쿠노도
하카타자·후쿠오카
아지아 비주츠칸 마에
아카사카
텐진
기온마치
도진마치
에키마에
도진마치 오호리코엔 마에
텐진다이와쇼겐마에
1초메
잇쵸메
구쿄선
텐진 후쿠긴 혼텐마에
하카타
버스터미널
니시진
헤이와다이·
니시테츠
텐진 코아 마에
후쿠오카죠시·
코로칸 마에
그랜드 호텔 마에 텐진미나미
구시다 진자·
·
하카타
후쿠오카시 비주츠칸
하카타 마치야
후지사키
텐진 버스 센터 마에
에키마에
히가시구치
후루사토칸 마에
니시테츠
텐진 다이마루
후쿠오카
후쿠오카(텐진)
스미요시진자
에키마에
마에
시티루프버스
이리구치
욘쵸메
100엔버스
그린
내선순환
캐널 시티
텐진 1초메
100엔버스
고쿠구 진자·
텐진·게코진자
하카타 마에
외선순환
NHK호소센터 이리구치
미츠코시 마에
하루요시
테레큐마에
베후
사쿠라자카

후쿠오카
공항

⇠
메
이
노
하

마

하카타

쿠
마
선

롯폰마츠

벳 푸온

P.37

베

카 타 P.38

천

캐 널시

티하

니시테츠

오무타⇣ 텐진오무타선

후쿠오카 福岡

마나미신치 캐널 이스트
비루 마에

니시테츠 히라오

와타나

세련된 분위기의 온천 도시

와타나베
도리

야쿠인

야쿠인오도리

거 리 P. 3 9

구마모토⇡

토

하카타 리버레인

⇠
하
시
나
모
나

큐슈올레

≫ 후쿠오카 교통 노선도

시야쿠쇼 기타 구치

가와바타마치·
·
하카타자 마에
히가시
나카스

요

오호리코엔

나카스가와바타

산

카

⇡
하코자키선

후쿠오카시
하쿠부츠칸·
보사이 센터 마에

후쿠오카 시내

이
즈

고후쿠마치

후쿠오카 타워·
마리조나 미나미 구치
호크스 타운
마에

가

지요겐초마치

나카스

포장

마이다시큐다이뵤인마에

가고시마본선

힐튼 후쿠오카
시호크

⇠고쿠라

P.3 9

마차

고쿠라
키타큐슈공항

하카타·텐진

오이타공항

하우 스 텐 보스
0
P.4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후쿠오카. 또한 대도시답게 편리한 쇼핑, 아름다운 관광지,

하우스텐보스
나가사키공항

신선한 해산물 등 여행객들이 원하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어 한국인이 손꼽는 인

나가사키

다카

다자이후 텐만구

사

키야

.4 0

기 관광지이다.

마 자연 동물원

P

©J

다카치호
아소구마모토공항

미야자키
미야자키공항
가고시마공항

우레

시

가고시마주오

천P
.37

이부스키

JR KYUSHU RAIL PASS

FUKUOKA 1DAY PASS

JR 큐슈의 지정된 구간에서 관광열차와 큐슈 신칸센을 자유

실속 있고 편리한 후쿠오카 관광에 유용한

롭게 이용할 수 있는 티켓으로, 북부 큐슈지역과 전 큐슈지역

패스로, 니시테츠 전철·버스에 공통으로

을 이용할 수 있는 두 종류의 패스를 판매한다.

적용되는 1일 자유승차권이다. 큐슈의 정치, 경제, 문화, 패션의

www.jrkyushu.co.jp/korean/railpass/railpass.html

북부 큐슈지역

중심지인 후쿠오카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 필요한 패스.

3DAY 어른 8,500엔 5DAY 어른 10,000엔 | 큐슈 전지역 3DAY 어른 15,000

www.nishitetsu.jp/docs/en/1day_ek.pdf

엔 5DAY 어른 18,000엔 | 판매처 한국내 취급 여행사, 지정된 역 또는 하카

1DAY 어른 2,060엔 | 판매처 한국내 취급 여행사, 일본내

타항 국제터미널 비틀카운터, 후쿠오카 국제공항 1층 TISCO 여행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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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15051

노온

와타나베 거리

벳푸
우레시노
오이타
구로카와
아리아케사가공항 유후인

큐슈 MAP ≪

예로부터 큐슈의 관문역할을 톡톡히 하며 지금까지도 경제와 문화의 중심 대도시

후쿠오카공항

판매지정역 창구 및 텐진·하카타역 관광안내소 등

후쿠오카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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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특집! 온천 천국 큐슈

CIA
SPE L

Fe

아기자기한 온천마을
1

후쿠오카 특집

유후인 온천 由布院温泉

오이타현

작고 아기자기한 잡화와 미술관이 있는 오이타현의 유명온천

atured

마을인 이곳은 유후다케로 둘러싸인 유후인 분지로 원천이
많고 수량이 풍부해 어느 곳을 파도 온천이 솟아 난다는 천해
의 온천지이다. 크고 작은 수십 개의 온천호텔과 온천료칸에
1

온천 천국 큐슈

서 편안하게 온천을 즐길 수 있다.
www.yufuin.gr.jp  

고속버스 유후인역 마에 버스센터에

서 하차 | 철도 JR 유후인역에서 하차

일곱개의 현으로 이루어진 큐슈는 '불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훌륭한 온천들이 분포해 있

벳푸 8탕

다. 건강온천, 미인온천, 특별한 모래찜질 온천까지 다양한 온천의 천국 큐슈. 연 평균 기온

2

16도로 한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그 중에서도 비교적 추운 시즌인
2
3

11월에서 3월까지가 온천을 즐기기에 최적의 시기이다.

벳푸 온천 別府温泉

오이타현

벳푸온천은 통칭 벳푸 8탕이라고 불리며 벳푸·간나와·간카
이지·묘반·가메가와·시바세키·호리타·하마와키, 8곳의 온천
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온천마을마다 서로 다른 특징
을 가지고 있어 도심 속 온천부터 자연 속 온천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http://korean.beppu-navi.jp  

고속버스 벳푸역에서 하차

철도 JR 벳푸역에서 하차

일본 3대 미인탕
3

건강과 미용을 동시에
4

구로카와 온천 黒川温泉

우레시노 온천 嬉野温泉

사가현

도자기로 유명한 사가현의 유서 깊은 온천으로, 우레시노강 주
구마모토현

큐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구마모토에 자리잡은 온천지
로 뛰어난 효험이 있는 온천수로 유명하다. 일본 주요 언론이

변에는 수많은 온천과 전통 료칸들이 줄지어 서있다. 특히 일
본 3대 미인탕으로 손꼽히는 이곳은, 나트륨 성분이 다량 함유
되어 있어 입욕 후에 매끈해진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www.spa-u.net

선정한 인기온천랭킹 상위권에 항상 선정될 만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급스러운 온천지이다. 전통료칸이 늘어선 거리
는 은은한 분위기로 가득해 더욱 아름답다. 구로카와 온천의

고속버스 우레시노 버스센터에서 하차 | 철도 다케오 온천
역에서 JR 큐슈버스로 약 30분

명물 '뉴토데가타(온천자유이용권)'를 구매하면 28개의 온천
중 세 곳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www.kurokawaonsen.or.jp  
고속버스 구로카와 온천에서 하차

검은 모래찜질을 즐길 수 있는
5

이부스키 온천 指宿温泉

가고시마현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큐슈 최남단의 가고시마현에 위치
한 이부스키 온천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검은 모래찜질’로 유
명한 곳이다. 모래찜질의 특징은 모래 위에 누워있는 동안 모

4
5

래 사이로 온천의 증기가 올라와 직접 물에 몸을 담그지 않아
도 온천욕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적당한 무게의 모래가 찜질효과를 높여 혈액순환이 더욱 활
발해져 일반 온천욕보다 효과가 좋다고 한다.
www.ibusuki.or.jp  
JR 이부스키역에서 하차
36

사진제공 하쿠스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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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하카타·덴진·나카스

후쿠오카 여행의 중심

하카타·텐진·나카스 博多・天神・中洲
큐슈 제 1의 상업도시인 하카타는 후쿠오카의 중심지이자 큐슈의 현관으로 자리잡은 곳이다. 교통의 요충지인 하
카타와 큐슈 최고의 번화가인 텐진, 포장마차의 천국인 나카스에서 알찬 후쿠오카여행을 즐길 수 있다.

나카스 포장마차 中洲屋台
해가 지면 더욱 활기가 넘

시사이드 모모치 シーサイドももち

치는 포장마차 거리는 후

후쿠오카 여행에 필수 코스 중 하나인 시사이드 모모치 해

쿠오카의 명물 중 하나. 외

변에는 후쿠오카의 대표적인 볼거리가 모여 있다. 큐슈 최초

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

이자 최대의 아울렛인 마리노아시티 후쿠오카, 후쿠오카의

는 이곳은 나카스 강변에

프로야구단 ‘소 프트뱅

위치하고 있어 아 름다운

크 호크스’의 홈구장

야경을 즐기며 명물요리를 맛볼 수 있다. 캐널시티 하카타와 하

인 호크스타운몰과 야

카타 리버레인 사이의 골목길과 나카스 강변을 따라 조성되어

후오크돔 등 바다를

있어 찾아가기도 편리하다.

배경으로 멋진 풍경이

http://yatai.nakasu-info.jp/xn--bnq69jmtso2dlp3d/
대략 18:00~AM02:00(점포에 따라 다름)   
점포에 따라 다름  

지하철 나카스카와바타역에서 도보 7분

후쿠오카 타워 福岡タワー
지상 123m에 이르는 전망대에서 후쿠오카 시내와 아름다
운 바다를 전망할 수 있는 곳이다. 타워

와타나베 거리 渡辺通り
WET DESIGN©
CANAL CITY HAKATA 2014 © FUKUOKAJISHO

펼쳐진다.

에서는 사쿠라, 은하수, 크리스마스 트

큐슈 최대의 번화가 텐진의 남북을 관통하는 길로, 많은 차량이

리 등 시즌에 맞춘 일루미네이션이 펼

이동하는 것으로 일본 내에서도 유명하다. 하카타 구루메와 쇼핑

쳐져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을 즐길 수 있어 한 번쯤은 꼭 들러야 할 유명 관광명소이다.

한다.
www.fukuokatower.co.jp/korean/

캐널시티 하카타 キャナルシティ博多

index.php  

알록달록한 빌딩 사이에 180m에 이르는 인공운하를 설치해 자연친화적으로 만든 초대형 복합쇼핑시설로 1996년에 오픈한 이래 영

10월~3월 9:30~21:00  

화관, 공연극장, 호텔은 물론 인기 브랜드의 상점이 입점하여 쇼핑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엔  

www.canalcity.co.jp/kr  

쇼핑 10:00~21:00, 레스토랑 11:00~23:00 (점포에 따라 다름)

4월~9월 9:30~22:00
어른 800

6월 마지막 주 월·화요일

하카타 버스터미널 5, 6번 승차장에

연중무휴

서 니시테츠버스 306·312번으로 25분

니시테츠버스 「100엔 순환버스」로 7분 | JR 하카타역에서 도보 10분

(후쿠오카타워 하차)

하카타 리버레인 博多リバレイン
나가스카와바타역과 지하 2층에서 연결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는 후쿠오카의 쇼핑 명소로, 인기있는 숍과 레스토랑,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호텔 등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이 합쳐
진 여유있는 공간이다.
www.riverain.co.jp  

점포에 따라 다름  

지하철 나카스카와바타역에서 연결됨

큐슈올레 九州オルレ
일본 큐슈에도 제주
올레가 만 들 어졌다.
제주도의 구석구석을

JR하카타 시티 JR博多シティ
2011년 JR하카타역을 확장하면서 한큐백화점이 리뉴얼 오픈하
고, 도큐핸즈의 큐슈 첫 매장이 입점해 있다. 20대 커리어우먼
을 타겟으로 한 옷 가게와 서점, 취미용품점과 고급 식당 등이
자리잡고 있어 즐거운 쇼핑이 가능한 곳이다.
www.jrhakatacity.com  
JR 하카타역과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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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21:00 (점포에 따라 다름)  

걸어서 여행하며 제

다자이후 텐만구 太宰府天満宮

주도의 속살을 발견

일본 최고의 학문의 신으로 추앙 받는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하는 제주올레와 같

모시는 신사로 입시철이면 학업 성취를 기원하는 수험생들과

이 큐슈올레는 웅대

학부모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진다. 입구에는 스가와라의 유체

한 자연과 수많은 온천을 가지고 있는 큐슈문화와 역사를

를 싣고 토후로(옛날 다자이후 관청) 방향으로 향하다가 멈춰서

오감으로 즐기며 걷는 트레일이다. 큐슈올레 조성을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는 전설의 황소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을 쓰다

제주올레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제주올레에서 코스개발

듬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아픈 곳이 낫는다고 전해진다.

자문과 브랜드사용, 표식디자인 등을 제공했다.
www.welcomekyushu.or.kr/kyushuolle/

www.dazaifutenmangu.or.jp  
라 변동)  

6:00~20:00 (계절에 따

니시테츠 다자이후역에서 도보 5분
39

후쿠오카 테마파크 & 체험시설 | 관광열차

테마파크 & 체험시설
하모니랜드 ハーモニーランド
온천으로 유명한 오이타 벳푸의 또 다른 명소로, 헬로키티, 시나몬, 마이멜로디 등

가족과 함께 즐기는

관광열차

산리오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는 테마파크이다. 헬로키티 마니아에서부터 아이들까
지 가족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꿈의 나라로 인기가 많다.
www.harmonyland.jp  

10:00~17:00 (시기에 따라 변동)

어른 2,900엔 (4세 이상)  

JR 히지역·JR 키츠키역 버스정류장에서 하모니랜

드행·하모니랜드 경유 버스로 10분

800계 신칸센

800系新幹線

큐슈의 관문, 후쿠오카와 큐슈 남단의 중심도시 가고시마를 1시간

© '76,'91,'14 SANRIO

20분만에 연결해 주는 초고속 열차. 고대의 장인정신과 최첨단의

아프리칸 사파리 アフリカンサファリ

기술이 결합된 전통미가 넘치는 호화열차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여유로운 실내 공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약 115ha의 부지 내에 약 70종, 14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 아시아 최대급의 자연 동물원

www.jrkyushu.co.jp/trains/800/

이다. 정글버스를 타고 사자나 코끼리들에게 먹이를 직접 줄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www.africansafari.co.jp  
어른 2500엔  

9:00~17:00(3~10월) 10:00~16:00(11~2월)

연중무휴  

JR 벳푸역에서 카메노이 버스로 50분 (편도 어른 760엔)

유후인노모리
다카사키야마 자연동물원 高崎山自然動物園

ゆふいんの森

하카타에서 일본의 유명 온천지인 유후인으로 운행하는 큐슈의 인

약 1,300여 마리의 야생일본원숭이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일본의 유수한 자연동물원. 식사시

기 관광열차다. 원목을 이용한 실내 인테리어는 열차를 타는 순간

간이 되어 여기저기에서 모여드는 원숭이들의 광경은 가히 압도적이다. 또한 야생 일본원숭이의 생

부터 리조트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특급 유후인노모리는

태, 습성 등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이 제공되어 보다 즐겁게 야생원숭이의 생활을 견학할 수 있다.

전석 지정석으로 미리 좌석예약이 필수다.

www.takasakiyama.jp/takasakiyama/kr/  

8:30~17:00  

어른 510엔  

연중무휴

www.jrkyushu.co.jp/trains/yufuinnomori/

JR 벳푸역에서 오이타교통버스(오이타행)로 15분

하우스텐보스 ハウステンボス
네덜란드 거리를 재현한 일본 유수의 테마파크로, 넓은 부지 안
에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이 활짝 펴있으며 아름다운 바다와 항
구를 접하고 있다. 벽돌로 만들어진 중후한 거리를 둘러싼 운하를

아소보이!

바라보며 마음의 힐링을 얻을 수 있는 체류형 리조트인 이곳은 이

구마모토에서 자연의 웅대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아소까지 연결하

밖에도 레스토랑, 어뮤즈먼트 시설에서부터 호텔, 미술관, 해양레

는 관광열차다. 캐릭터 「구로짱」이 맞아주며, 아소의 자연경관을 볼

저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1000만

수 있도록 열차의 전후방의 파노라마 시트가 준비되어 있다. 3호차

개 이상의 전구를 사용한 세계최대급 일루미네이션 이벤트 「빛의

는 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준비된 나무 풀장을 비롯해 부모와 아

왕국」은 빼놓지 않고 꼭 구경해야 할 것들 중 하나이다.

이가 함께 앉아갈 수 있는 시로이구로짱 시트 등도 준비되어 있다.

あそぼーい！

특급 아소보이!는 전석 지정석으로 사전 좌석 예약이 필수다.

www.huistenbosch.co.kr
9:00~22:00(시기에 따라 다름)

www.jrkyushu.co.jp/trains/asoboy/

1DAY 패스포트 어른 6,900엔
  JR 하우스텐보스역에서 도보 5분

© J-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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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루
⇠오

아사부

사카에마치

기타24조
미야노사와
고토니

토 파 크 P.47

도호선

삿포로맥주박

스스키노

난보쿠선

물

관

JR선

오도리

≫ 삿포로 교통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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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히가시쿠야쿠쇼마에

시로

이비
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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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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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야치
열기구

오

도리

자연의 멋과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도시

공원

신치토세공항⇣

P.4 6

후쿠즈미

마코마나이

삿포로 札幌

후라노
와카나이

물원

5
P.4

P.4 9

하코다테

아사히야 마

계획 설계된 도시답게 정사각형으로 곧게 나있는 길이 인상적인 곳이다. 삿포로역
을 중심으로 홋카이도대학, 시계탑, 오도리공원 등 관광지가 콤팩트하게 모여있어 초

아바시리

아사히카와

하
오 타루운

오도리 공원

오타루

후라노

비에이

삿포로

토마무

네무로
구시로

신치토세공항

니세코

스키 장 .50
P

는 곳이다.

노보리베츠
하코다테

경

하코다테공항

P.4 9

무

하코다테

야

호시 노 리 조 트 토 마

HOKKAIDO RAIL PASS

오타루 프리 티켓

홋카이도 내의 모든 JR열차와 일부 JR버스에서 이용이 가능한 패

출발역에서 오타루 프리에리어까지의 왕복 JR권과 홋카이도 주

스로, 매번 승차권을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준다. 보통

오버스 '오타루 시내선 일일 승차권'이 세트로 된 경제적인 티켓

차용과 1등(그린)차용으로 나뉘어 있으며, 침대열차등을 이용할 경

으로 하루동안 오타루를 둘러볼 수 있다.

우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3일, 5일, 7일권과 플렉시블 4일권이 있다.
www2.jrhokkaido.co.jp/global/korean/
3DAY 어른 16,500엔, 플렉시블 4DAY, 5DAY 어른 22,000엔

홋카이도 MAP ≪

P.4

8

심자도 편하게 관광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삿포로 눈축제”가 열리

동

www2.jrhokkaido.co.jp/global/korean/pticket/pticket05.html
1DAY 어른 1,940엔 (발매 및 이용기간 2017년 3월 31일까지)
판매처 홋카이도 주요 역의 미도리노 마도구치

판매처 한국내 취급여행사, 각 지정역 및 삿포로역, 신치토세공
루스츠 리조트 스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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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야마 동물원

항역 JR 정보 외국어 안내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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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특집! 사이클링 & 드라이브

CIA
SPE L

Fe

삿포로 특집
atured

나만의 방법으로 자연을 만끽하자

패치워크의 길 パッチワークの路

후라노와 비에이를 달리는
사이클링 & 드라이브

유럽의 농장을 연상하게 되는 동화적인 풍경으
로 관광객을 매혹시키는 멋진 곳이다. 완만하게
이어지는 언덕은 천천히 산책을 해도 좋지만 자
전거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그 느낌은 최고다.

홋카이도의 아름다운 풍경의 대명사인 후라노와 비에이에는 봄이면 꽃의 향연이, 여름엔 초
록나라가, 가을엔 단풍세상이, 겨울엔 눈의 왕국이 펼쳐진다.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여행
의 진수를 느끼고 싶다면, 렌터카와 사이클링 여행을 추천한다. 넓은 도로와 한국어 네비게
이션이 안전한 여행을 도와줄 것이다.

사이클링 코스

드라이브 코스

와인, 꽃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진
후라노를 즐기는 코스

자동차로 즐기는 나만의 럭셔리 코스

후라노의 대표적인 라벤

일대는 길이 잘 정비되어 있고, 경치가 아름다워 일본 내에서

더 밭, 와인공장, 포도밭

도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다.

그리고 화원이 펼쳐진 풍
경을 만끽할 수 있다. 대

파노라마 코스 JR 비에이역  산아이의 언덕  치요다의
언덕  철학 나무  비바우시 초등학교  빨간지붕이 있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꽃

언덕  JR 비에이역 도착

"파노라마 로드"라고 불리는 비에이의 남동쪽에 드넓게 펼쳐진

과 와인을 즐기고 싶다면
꼭 가봐야 할 코스이다.

후라노 코스 JR 후라노역 출발  와인공장  포도과즙공
장  라벤더밭  팜 토미타  JR 후라노역 도착

사이클링으로 시원하게 들판을 달리는 코스

후라노·비에이 광역관광센터

이 이어져있는 곳. 코스 중간 중간에 유명한 명소들도 많아 여

富良野・美瑛広域観光センター
후라노와 비에이지역의 모든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관

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광안내소로, 각종 팜플렛과 스태프들이 상시 대기 중이며

비에이 코스 JR 비에이역  켄과 메리나무  세븐스타 나

추천 관광지도 소개받을 수 있다.

“과연 끝이 있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드넓은 들판

44

출발전 체크!

무  오야코 나무  마일드세븐 언덕  호쿠세이노오카 전

www.furanotourism.com/kr/  

망공원  JR 비에이역 도착

연중무휴  

9:00~18:00

JR 후라노역 바로 옆

45

삿포로 삿포로

계획 설계된 도시

삿포로 札幌
시로이코이비토파크 白い恋人パーク

시내 중심부의 길이 알기 쉽게 곧게 뻗어있어 지도만 있다면 어디든 쉽게 찾을 수 있다. 삿포로역을 중심으로 도시
가 형성되어 있으며 눈이 많이 오는 지역답게 지하도가 잘 발달하여 삿포로역을 중심으로 2~3개 역을 지하도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눈축제, 맥주, 라멘으로 유명하다.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과자 시로이코이비토(하얀 연인)의 제조 공
장으로 3층에서는 제작과정을 관람할 수 있고, 직접 만들어 먹
는 체험이 가능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오도리공원 大通公園

www.shiroikoibitopark.jp  
까지)  

삿포로시의 중심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공원으로 일직선상에

9:00~18:00 (입장은 17:00

어른 600엔 (체험비 별도)  

연중무휴

지하철 도자이선 미야노사와역에서 도보 7분

놓인 길쭉한 모양의 공원은 1.5km에 이른다. 지금은 삿포로의
상징으로 매년 열리는 눈 축제의 주요무대다.
www.sapporo-park.or.jp/odori/kr
지하철 오도리역

삿포로 라멘공화국 札幌ら〜めん共和国
1960년대의 삿포로의 거리를 재현한 관내에는 홋카이도를 대표

시내를 달리는
노면전차

하는 8개의 라멘가게들이 자리잡고 있다. 시오라멘(소금맛), 미소
라멘(된장맛), 쇼유라멘(간장맛)을 기호에 맞게 즐길 수 있다.
www.sapporo-esta.jp/ramen

삿포로시 시계탑 札幌市時計台

삿포로 맥주박물관 サッポロビール博物館

삼각형 지붕에 대형시계를 올린 독특한

1987년 오픈 이후 우리에게도 익숙한 삿포로맥주의 역사와 제

외관의 건축물이다. 붉은 지붕과 흰 벽

조과정을 소개해준다. 맥주 애호가라면 삿포로 맥주 본고장의

이 인상적이며 지금은 국가 중요문화재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이곳을 놓치지 말자.

로 지정되어 역사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http://sapporoshi-tokeidai.jp  
8:45~17:10  

어른 200엔  

연말연시(1월 1일~3일)  

11:00~22:00     입장 무료 (라멘은 별도비용)
연중무휴  

JR·지하철 도호선 삿포로역에서 도보 1분

스스키노 すすきの

www.sapporobeer.jp/brewery/s_museum

밤에 더욱 활기를 뛰는 삿포로의

11:30~20:00  

대표 환락가다. 길을 따라 이자카

무료 (시음 유료)  

월요일 (자유 견학

가능.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무), 연말연시. 특별휴관일 있음  
지하철 도호선 히가시쿠야쿠쇼마에역에서 도보 10분

야, 바 등 다양한 가게들이 모여 있
어 홋카이도 향토요리나 신선한 해
산물을 술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지하철 도자이선 오도리역에서 도보 5분

홋카이도 구 본청사 北海道庁旧本庁舎
1888년 미국풍 네오·바로크양식으로 건설된 이곳은 현재는 홋카
이도의 역사적 자료전시실로 이용되고 있으며 밤에 화려한 라이
트 업을 받은 청사는 낮의 분위기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www.pref.hokkaido.lg.jp/sm/sum/sk/akarenga.htm  
8:45~18:00  
연말연시  

무료

지하철 도자이선 오도리역에서 도보 9분

삿포로 눈축제 さっぽろ雪まつり
매년 2월 초에 개최되는 눈과 얼음을 주제로
한 세계적인 눈 축제이다. 오도리공원에서 스
스키노를 중심으로 눈으로 만든 크고 작은
멋진 조각상과 건축물을 관람할 수 있다. 밤
의 라이트업도 놓치지 말자.
www.snowfes.com/k/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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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오타루 | 아사히카와 | 하코다테

운하가 아름다운 로맨틱 거리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

오타루 小樽

아사히카와 旭川

삿포로에서 해안선을 끼고 달려 쾌속으로 35분만에 도착할 수 있는 운하가 아름다운 대표 관광지.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 내는 곳이다. 특히 밤거리가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한 이곳은 유럽풍의 건물양식과
함께 라이트 업 된 거리의 모습이 조화를 이루어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연인들에게 꼭 추천하는 곳이다.

놀라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아사히카와는 일본 북쪽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아름다운 자연 덕분에
일본에서는 영화, 드라마, CM의 촬영지로 유명하고, 우리에게는 한국드라마 '사랑비'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또 쇼유
라멘이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라멘 마니아에게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오타루 운하 小樽運河

아사히야마 동물원 旭山動物園

오타루 운하는 9년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거대한 벽돌건물과 석

자유로운 동물을 관람하는 ‘행동전시’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유

조창고와 63개의 가스등이 운하를 따라 세워져 있다. 운하를 따

명한 동물원. 터널형 통로에서 하늘을 날고 있는 듯한 펭귄을 관

라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동화 속에 들어 간듯한 기분이 든다.

찰할 수 있는 ‘펭귄관’, 다이빙과 수영을 즐기는 300kg의 거대한
북극곰을 만날 수 있는 '북극곰관', 투명기둥을 자유롭게 통과하

www.city.otaru.lg.jp/kankou/miru_asobu_tomaru/

는 바다표범과 눈을 맞출 수 있는 '바다표범관' 등이 인기가 높다.

kankosisetu/otaruunga.html
JR 오타루역에서 도보 8분

www5.city.asahikawa.hokkaido.jp/asahiyamazoo
9:30~17:15 (시즌에 따라 다름)  

항구가 가까워
신선한 재료로 만든
초밥을 맛볼 수 있다

어른 820엔  

120년 이상된 석조창고 안에는 램프만으로 불을 밝힌 커피 홀을

오타루 오르골당 小樽オルゴール堂

아사히야마 동물원호 旭山動物園号
‘지구 친구들과 놀러가자!’라는 테마로 만들어진 랩핑열차를 타

문점으로 1912년에 세

고 아사히야마 동물원으로 떠나보자. 열차는 5량으로, 각기 다

워진 2층 목조 벽돌 건

른 5가지 테마로 꾸며져 있다. 1호차 초원 사바나호, 2호차 열대

물이다. 보는 이들의 탄

정글호, 3호차 홋카이도 대지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차량 내

성을 자아내는 다양한

에는 동물 인형, 동물 의자 등으로 멋지게 꾸며져 있다.

크기와 모양의 오르골

www.jrhokkaido.co.jp/travel/asahiyamazoo/about.html

을 만날 수 있다.

삿포로역 8:24출발, 아사히카와역 15:41출발  

html  

www.kitaichiglass.co.jp/
8:45~18:00 (카페 11:00~17:00)  

연중무휴

JR 미나미오타루역에서 도보 10분

오타루시 종합박물관 운하관
小樽市総合博物館 運河館

과거 창고로 사용했던 공간을
이용하여 박물관으로 탄생시켰
다. 오타루의 역사자료와 자연을

일 9:00~19:00 (하절기)  
연중무휴  

입장 무료  

JR 미나미오타루역에서 도보 5분

연말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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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치 베네치아미술관

北一ヴェネツィア美術館

유리공예로 유명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만들어진 중요 유리
예술품 3,000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기

홋카이도의 관문

하코다테 函館
홋카이도라 하면 함께 떠오를 정도로 익숙한 도시인 하코다테는, 홋카이도의 관문이자 해산물 교역의 중심지이
기도 하다. 또한 유명한 것으로는 하코다테 야경을 뽑는데, 세계 3대 야경이라 불려질 정도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지금도 중심항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념촬영도 할 수 있다.
www.venezia-museum.or.jp  
어른 700엔  

연중무휴

JR 오타루역에서 도보 20분

8:45~18:00

하코다테 야경 函館夜景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야경으로 손꼽히고 있는 하코다테 야경
은 하코다테산 정상에서 즐길 수 있다. 검은 바다를 가로지르
는 화려한 불빛이 놀라운 경치와 분위기를 자아낸다.

하코다테야마 로프웨이 函館山ロープウェイ

전시하고 있어 오타루를 좀더 자

www.334.co.jp/kor/  

세히 알고 싶다면 추천한다.

4/25~10/15 10:00~22:00, 10/16~4/24

www.city.otaru.lg.jp/simin/sisetu/museum
9:30~17:00  

지정석 편도 어른 520엔+지정요금

9:00~18:00, 공휴일 전날, 금요일, 토요

비롯하여 투명한 유리제품부터 아름다운 색으로 만들어진 유리
제품까지 손으로 만든 다양한 유리공예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통권 어른 500엔 | 운하관 어른 300엔  

JR 오타루역에서 도보 10분

아사히카와역에서 아사히야마

일본 최대의 오르골 전

www.otaru-orgel.co.jp/korean/k_index.

기타이치 가라스 3호관 北一硝子三号館

연말연시  

동물원선(41, 42, 47번) 버스로 40분(어른 440엔)

10:00~21:00 (10분 간격)  
왕복 어른 1,280엔  

편도 어른 780엔,

연중무휴  

노면전차 주지가이역에서 도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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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더 스노우가
환상적인
홋카이도 스키장
일본에서도 유명한 홋카이도 스키장은 자연 설만으로 개장하는 최상질의 파우더 스노우로 유명하다. 또한 ‘리프트
대기시간이 0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리프트와 곤돌라 수를 자랑하며, 스키장이 많아 주말에도 크게 붐비지
않는다. 또한, 슬로프가 넓어 스키, 보드가 함께 어울려도 문제없다. 스키 후 즐기는 온천은 일본스키여행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호시노리조트 토마무 스키장

루스츠 리조트 스키장

니세코 유나이티드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누구라도 홋카

3개의 산을 배경으로 하는 스키장으로,

4개의 스키장을 묶어 니세코 유나이티드

이도의 파우더 스노우를 즐길 수 있도록

초급코스부터 고급코스까지 준비되어 있

라고 부르는 이곳에서는 니세코의 매력

다양한 레벨의 25코스를 제공한다.

어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산

을 듬뿍 즐길 수 있다. 설질을 중시하고

www.snowtomamu.jp/ko/

에서 산책하듯 내려오는 상급자코스는

대자연속에서 스키를 즐기고 싶은 사람

8:00~16:00, 야간 16:00~18:00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매력적이다.

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곳.

星野リゾート トマム スキー場

ルスツリゾートスキー場

ニセコユナイテッド

1일권 어른 5,400엔

http://ski.rusutsu.co.jp/

www.niseko.ne.jp/ja/

신치토세공항 직항버스 (예약필수),

9:00~16:00, 야간 16:00~20:15

스키장에 따라 다름  

혹은 JR 토마무역 하차

1일권 어른 5,900엔

1일권 어른 7,400엔,

삿포로역에서 무료 전용 버스 있음

오픈시즌·라스트시즌 5,100엔

(예약 필수)

치토세공항 혹은 삿포로역에서 전용
버스 있음 (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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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일본
도시여행

주요 관광지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일본 4대 도시여행

스마트한
일본
도시여행

주요 관광지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일본 4대 도시여행

일본정부관광국(JNTO) 서울사무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16 백남빌딩(프레지던트호텔) 202호

TEL 02-777-8601 FAX 02-777-8612
www.welcometojapan.or.kr | www.jroute.or.kr
www.facebook.com/joinjro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