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에서 오는 길공항에서 오는 길

아카바네아카바네

시나가와 다바타 오지하네다하네다 아카바네아카바네

닛포리 다바타 오지나리타나리타
약43분약43분 약4 분약4 분 약5분약5분

JR 야마노테 선JR 야마노테 선

게이큐 본선 쾌속특급

JR 게이힌 도호쿠 선JR 게이힌 도호쿠 선

약5분약5분

JR 게이힌 도호쿠 선JR 게이힌 도호쿠 선케이세이 스카이라이너케이세이 스카이라이너

약18 분약18 분

JR 게이힌 도호쿠 선JR 게이힌 도호쿠 선

약5분약5분

JR 게이힌 도호쿠 선JR 게이힌 도호쿠 선

약5분약5분

JR 게이힌 도호쿠 선JR 게이힌 도호쿠 선

약25분약25분

하네다 공항 리무진버스하네다 공항 리무진버스 아카바네아카바네오지오지
약55 분약55 분 약15 분약15 분

JR 다카사키/우쓰노미야 선JR 다카사키/우쓰노미야 선

아카바네 이와부치아카바네 이와부치

히가시주조히가시주조

우키마후나도우키마후나도

기타아카바네기타아카바네

주조주조

JR 주오 선 쾌속

JR 주오 선JR 주오 선

JR 게이힌 도호쿠 선JR 게이힌 도호쿠 선

도에이 아라카와 선도에이 아라카와 선

도쿄메트로 난보쿠 선

아카바네아카바네

다바타다바타

오지오지

이케부쿠로

신주쿠

유락초
(긴자)

도쿄

닛포리

오미야

요쓰야

하라주쿠하라주쿠

롯폰기잇초메

아키하바라아키하바라

우에노우에노

이타바시이타바시
고마고메고마고메

니시가하라니시가하라

오쿠오쿠

가미나카자토가미나카자토

시모시모

오지 가미야오지 가미야
※소요시간은 쾌속 등을 이용 0분

0분

0분

약24분

약12분

약16분

약18분

약20분

약14분

약8분
약8분

약15분

마크는

기타 구에서 가까운 역
　(아카바네, 오지, 다바타)

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약0분

약53분

하네다 공항

케이세이 스카이라이너케이세이 스카이라이너
약54분

나리타 공항

약4분

하마마쓰초

시부야

오사키
시나가와

메구로

도쿄 모노레일

게이큐 선

JR 야마노테 선JR 야마노테 선

JR 사이쿄 선JR 사이쿄 선

JR 쇼난 신주쿠 선JR 쇼난 신주쿠 선

기타구 교통편
기타 구는 도쿄의 주요 지역까지 약 30분 권내입니다.

발행

도쿄 도 기타 구 지역진흥부 산업진흥과
도쿄 도 기타 구 오지1-11-1 호쿠토피아 11층

2019년 3월 발행 간행물등록번호 30-3-039
2018년 11월 1일 현재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실시 천객만래 사업에 관한 조사·제안 보고서를 토대로 본 가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도쿄 국제프랑스학원 및 JET 일본어학교의 협력을 얻어 작성하고 있습니다.

웹 사이트에서도 정보를 공개 중입니다.

기타 구

거짓말! 정말?

 여기 도쿄야!?

  재밌겠다.

Enchanting

嘘！本当に
！

 ここは東
京なの！？

  面白そう
だね



SAKURAEnchantingEnchanting

3월에서 4월에 걸쳐 벚꽃의 계절이 찾아오는 도쿄. 그 중에서도 기타 

구는 유명한 벚꽃 명소가 아주 많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아스카야마 공원, 강 기슭이 벚꽃으로 만발하는 

샤쿠지이 강, 앵초로 유명한 도립 우키마 공원 등 100그루 

이상의 벚나무가 있는 곳도 많아 꽃이 만발하는 계절이 되면 

박력만점의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심의 유명 명소와 달리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 비교적 차분하게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것도 매력입니다. 구내 각지의 공원과 거리에 만발하기 때문에 

산책 도중에 숨겨진 명소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한 해가 진 후의 밤 벚꽃 구경도 추천합니다. 제등 등으로 라이트 업된 

환상적인 아름다움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라카와 강가/아카바네 지역(P06)아라카와 강가/아카바네 지역(P06)

사이렌지 절/아카바네 지역(P06)사이렌지 절/아카바네 지역(P06)

오토나시 신수이 공원/오지 지역(P08)오토나시 신수이 공원/오지 지역(P08)

시미즈자카 공원/아카바네 지역(P06)시미즈자카 공원/아카바네 지역(P06)

❽

아스카야마 공원/오지 지역(P08)아스카야마 공원/오지 지역(P08)

나누시노타키 공원/오지 지역(P08)나누시노타키 공원/오지 지역(P08)

다키노가와 지역다키노가와 지역

오지 지역오지 지역

아카바네 지역아카바네 지역

샤쿠지이 강가/다키노가와 지역(P10)샤쿠지이 강가/다키노가와 지역(P10)

사계절마다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주민들이 평화로이 살아가는 기타 구. 

대도시 도쿄 속에서 느긋히 흐르는 시간과 

주민들의 따뜻한 인정을 접할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손꼽히는 벚꽃과 단풍에 

매료되고 전통 기술과 풍습에 감탄하며 

상점가에서 일본의 일상생활을 체험한다. 

알면 알수록 깊은 매력과 몇번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또하나의 도쿄’가 여기에 

있습니다.

색인

특집 페이지

「주가쓰자쿠라」는 

가을이 시즌입니다!

10월~12월에 피는 희귀한 

벚꽃도 있습니다. 아스카야마 

공 원 에  심 어 진  3 그 루 의  

‘주가쓰자쿠라’. 화려한 봄의 

벚꽃과 달리 연분홍의 작은 꽃이 

주위의 단풍과 어울려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SAKURA -벚꽃-01
기타  구는  도쿄가  자랑하는  ‘벚꽃의  마을 ’ .
마음에  드는  벚꽃  명소를  찾아보세요 .

지역 페이지

뒷표지／교통정보

아카바네 지역05

오지 지역07

다키노가와 지역09

SHOTENGAI -상점가-03
인정미  넘치는  상점가가  가득 !
도쿄의  ‘삶의 시장 ’에  어서  오세요 .

아스카야마 벚꽃놀이 대형3장 연속(가쓰카와 슌초/1781-88년경)  기타 구 아스카야마 박물관 소장

에도 막부 제8대 장군이 서민에게 꽃놀이를 장려해 아스카야마에 1270그루의 벚나무를 심은 것은 약 

300년전. 넓은 구릉지에 만발한 아름다운 벚꽃과 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당시부터 변하지 

않는 봄의 풍경입니다.

기타 구는 도쿄가 자랑하는 ‘벚꽃의 마을’.
마음에 드는 벚꽃 명소를 찾 아보세요.

-벚꽃-

주가쓰자쿠라(아스카야마 공원)/오지 지역(P08)주가쓰자쿠라(아스카야마 공원)/오지 지역(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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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미 넘치는 상점가가 가득!
도쿄의 ‘삶의 시장’에 어서 오세요.
기타 구는 도쿄 도민에게 있어서 ‘생활의 마을’로 일상 생활을 지탱하는 상점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리에는 싸고 

맛있는 반찬가게와 생활의 편리 아이템이 모여있는 잡화점, 은행, 서점, 채소가게, 카페 등 다양한 점포가 밀집. 어딘가 

그리운 분위기를 느끼면서 맛집 탐방과 쇼핑을 꼭 즐겨 보세요.

개인 상점이 많아서 점원과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 서민마을다운 인정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카바네 

이치반가이 상점가’를 비롯해 도쿄를 대표하는 술집 거리로서 유명한 상점가도 있습니다. 퇴근길에 하루의 피로를 

푸는 직장인들 속에서 저녁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서 일본사람들의 일상을 체험해 보세요.

일본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음식점도 가득!

일식 요리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시, 덴푸라, 회석요리 등이 

유명하지만 일본사람들도 매일같이 먹지는 않습니다. 일식 

요리 중에서도 ‘서민의 맛’이라고 하면 닭꼬치, 조림, 회, 

구운 생선, 냄비 요리 그리고 밥, 장국, 반찬이 세트가 된 

정식 등. 물론 규동 등 퍼스트 푸드와 캐주얼한 이탈리아 

요리, 스페인 요리, 중국 요리, 한국 요리 등도 즐깁니다. 

기타 구의 상점가에는 이러한 ‘서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음식점이 많습니다. 술을 마실 수 있는 가게도 많으니 

일본주나 소주와 함께 한번 맛보세요.

SHOTENGAI

아카바네 지역/OK요코초 (P06)

오지 지역/주조긴자 상점가 (P08)오지 지역/주조긴자 상점가 (P08)

오지 지역/주조긴자 상점가 (P08)오지 지역/주조긴자 상점가 (P08)

아카바네 지역/마루켄 수산 (P06)아카바네 지역/마루켄 수산 (P06)

EnchantingEnchanting

명물 「기타 구 오뎅」을 먹어보자!

간장 맛의 국물이 스며든 다양한 재료를 즐길 

수 있는 요리 ‘오뎅’.  기타 구에는 오뎅의 

유명점이 많아 지역의 명물로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에도 전통 야채(무, 우엉, 당근)과 

지쿠와부, 긴차쿠, 어묵 등 좋아하는 것을 

골라 먹으면 몸도 마음도 따끈따근해 

집니다.

-상점가-

04Enchanting SHOTENGAI03



아카바네 역

東十条駅

기타아카바네 역

아카바네 이와부치 역

시모 역

우키마후나도 역

10

11

5

3

8

小豆沢公園

기리가오카 중앙공원

아카바네다이 공원

清水坂公園

아카바네 공원

아카바네 이치반가이 상점가아카바네 이치반가이 상점가
아카바네 스즈란도리 상점가아카바네 스즈란도리 상점가

간파치도리 거리

간파치도리 거
리

4

아카바네 하치만진자 신사

荒川

신가시 강

아카바네 자연관찰공원

도립 우키마 공원
아라카와 아카바네 사쿠라즈츠미 녹지

9

6
7

2 1

신칸선과 전철이 오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철도 

팬들이 찾아 옵니다. 아이돌 팬에게도 

인기가 있어 무한대를 나타내는 ‘∞’의 

부적이 인기입니다.

이 케 부 쿠 로 ,  신 주 쿠 ,  시 부 야 ,  

아키하바라, 도쿄 등에 전차로 한번에 

갈 수 있어 타 지역을 관광하는데 

교통편이 편리한 아카바네 지구. 

JR 아카바네 역 앞에는 도쿄에서  

손꼽히는 술집 거리가 있어 저녁에는 

오뎅이나 닭꼬치 등 서민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라카와 강 둔치나 

울창한 공원을 느긋하게 산책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도심과는 다른 

도쿄의 한가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赤 羽
Enchanting Akabane Area - Kita City-  

도쿄 유수의 불꽃 축제. 매년 9월 또는 

10월에 구 이와부치 수문(아카스이몬)

을을 배경으로 아라카와 강 둔치에서 

개최됩니다. 수천발의 환상적인 불꽃이 

음악과 함께 박력 넘치게 올라갑니다.

에도 시대 서민들의 놀이 ‘연날리기’. 연에 

그림을 그리는 기술을 계승한 세계가 

인정하는 시무라 야스오씨의 공방입니다.

매년 4월 혹은 5월에 아카바네가 개최하는 빅 이벤트. 약 500년전의 고사와 

연관시켜 1956년에 시작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칭밴드, 댄스 의상, 미코시(요여) 행진 등은 압관입니다.

명소 에도 백경 가와구치 나루 젠코지 절

(우타가와 히로시게/1857년)

에도 시대 기타 구의 이와부치와 사이타마 현의 

가와구치를 연결했던 아라카와의 나룻배. 사람과 

물품을 빈번하게 운반했던 중요한 교통로이었습니다. 

강가에 서면 배가 즐비했던 당시의 풍경이 눈에 

떠오르는 듯합니다.

국립 국회도서관 소장

JR우키마후나도 역 앞에 있는 물과 녹음의 

공원. 낚시와 물놀이 그리고 철마다 피는 

꽃과 수생식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⓫에도 문자 & 다코에

❸아카바네 하치만구진자 신사

❷아카바네 바카 축제

아카바네

JR 아카바네 역 동쪽 출구로부터 

북쪽으로 이어지는 약 400미터의 

상점가. 도쿄의 밤을 술집 거리에서 

보내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합니다. 

오뎅, 닭꼬치, 해선 및 곱창전골 등 

선술집이 40점포 이상 즐비해 지역 

주민들로 붐빕니다.

❶아카바네 이치반가이 상점가

아카바네 지역아카바네 지역

인기의 부적을
손에 넣자!

마네키네코의 원조 ‘마루시메노네코’ 등 100

년 이상 전에 사랑받은 흙인형을 요시다 

요시카즈씨가 당시의 기법으로 재현.

사계절의 화초, 곤충, 들새 등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공원. 샘물을 이용한 

연못과 논도 있습니다.

❹기타 구 불꽃축제

천천히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조용한 아라카와 

강 제방. 봄이 되면 약 100그루의 벚꽃이 

만발하고 강 둔치에는 약 64,000 주의 

꽃잔디가 거대한 플라워 아트를 그려냅니다.

❼아라카와 아카바네 사쿠라즈츠미 녹지❻도립 우키마 공원

❿고가타 이마도 인형❽아카바네 자연관찰공원

렛츠 트라이

렛츠 트라이

렛츠 트라이

렛츠 트라이

벚꽃 상점가

봄의 벚꽃과
가을의 단풍도
아름답습니다!

가게 앞의 테이블에서 선 채로 술을 

마시며 오뎅을 즐길 수 있는 인기가게. 

명물은 부드러운 식감의 한펜입니다.

❾마루켄 수산

지역 주민들과도 
접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즐기는
 불꽃대회입니다!

이나쓰케의 떡메 노래
도칸야마 이나리진자 신사에서는 
2월의 첫 오일, 이 지역에
옛부터 전해오는
‘이나쓰케의 떡메 노래’를
견학하면서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도쿄를 대표하는
술집 거리입니다!

아라카와 강의 홍수로부터 주민들을 지켜온 

수문. 역할을 마친 지금도 ‘아카스이몬’의 

애칭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❺구 이와부치 수문

상점가에서 사서
둑길을 산책하면서
먹어 보세요.

0605 Enchanting Akaban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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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조쿠 이나리진자 신사

오지진자 신사

名主の滝公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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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지 이나리진자 신사

아스카야마 공원

‘은행의 신’으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치의 저택터. 아스카야마 공원 

내에 펼쳐지는 잔디밭은 아름다우며, 

국 가  중 요 문 화 재 에  지 정 된  건 물  

‘반코로’와 ‘세이엔 문고’도 꼭 보세요.

❹구 시부사와 정원

옛부터 벚꽃의 명소로서 사랑받아온 

아스카야마 공원과 폭포가 있는 공원 

등 녹음 푸르른 산책 명소가 가득. 

한 편  일 본 의  서 양 종 이  발 상 지 의  

기 술 을  체 험 하 거 나  전 통 공 예 와  

대 중 연 극  등 의  문 화 에  접 하 면 서  

일 본 의  다 양 한  매 력 을  느 낄  수  

있 습 니 다 .  도 쿄 에 서 는  희 귀 한  

노면전차를 타고 연선을 한가로이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王子
Enchanting Oji Area - Kita City-  

최 상 층 ( 1 7 층 ) 의  전 망 로 비 에 서  

아스카야마 공원과 도쿄 스카이트리 등 

아름다운 전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도 쿄 에 서  가 장  오 래 된  대 중 연 극 의  

전문극장. 미니쇼, 연극, 무용쇼를 즐길 수 

있어 지역주민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섣달 그믐날 밤, 분장하거나 여우 가면을 쓴 사람들이 오지에 나타납니다. 풍속화에도 

그려진 여우 전설을 토대로 한 새해맞이의 행사입니다. 쇼조쿠이나리 신사에서 거리로 

그리고 오지이나리 신사로 행렬이 계속됩니다. 일년에 한번 벌어지는 신기한 광경입니다.

도도36경 오지이나리

(우타가와 히로시게 2대/1862년)

에도 시대부터 많은 참배객이 찾아왔던 오지이나리. 

현재는 담을 따라 흐르는 용수로와 돌계단 옆의 폭포는 

볼 수 없지만 빨간 담과 급경사의 돌계단, 높은 신전과 

돌담 등은 지금도 변함없이 남아 있습니다.

국립 국회도서관 소장

❼호쿠토피아 (17층 전망로비 )

벚꽃길이 아름다운 물가의 공원. 

일본 정취 가득한 고풍스런 다리와 

조명 등도 매력적입니다.

❽오토나시 신수이 공원

도쿄도내 굴지의 낙차를 자랑하는 

‘수폭포’ 등 4개의 폭포 및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자연에 둘러싸인 정원.

❾나누시노타키 공원

국립 인쇄국 오지 공장에 인접한 

박물관. 자신의 지폐로 위조 방지 

기술을 확인하는 체험 코너가 인기.

⓫지폐 우표 박물관 ⓮시노하라 연예장

❷오지 여우행렬

일본의 서양종이 발상지인 오지. 

아스카야마 공원 내에는 세계유수의 

종이 종합박물관이 있어 종이의 

역사와 제조공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종이뜨기 교실(12:50~14:15 접수)

가 열려 엽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❸종이 박물관

국가 인정의 전통공예사 누마베 신키치씨의 

공방. 우키요에의 명작이 목판화 특유의 

색과 표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⓬우키요에 목판화

오지

1873년 일본에서 최초로 공원으로 지정된 아스카야마 공원. 

사계절을 통해 아름다운 꽃과 경치를 즐길 수 있으며 봄에는 약 

600그루의 벚꽃이 만발하여 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아동 구역에 있는 노면전차와 기관차도 어린이들에게 인기.

❶아스카야마 공원

오지 지역오지 지역

일본의 자연과 전통미를 후리소데 등의 

천에 염색하는 데가키유젠. 숙련된 

장인인 사토 노부오씨의 공방입니다.

⓭도쿄 데가키유젠

렛츠 트라이

 풍작을 기원하는 축제
오지진자 신사의 예대제는
  8월 개최

일본의 위조 방지
 기술에 감탄!

렛츠 트라이

렛츠 트라이

JR주조 역 앞에서 이어지는 기타 구 최대 규모의 상점가. 풍부한 상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주민들로 항상 붐빕니다. 고로케 등 저렴한 

가격의 반찬도 많이 팔고 있어 군것질하면서 일본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엿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❻주조 긴자 상점가

1648년의 창업이래 수작업을 고집해 

온 계란말이의 노포. 명물은 아쓰야키 

다마고(일본식 계란말이)입니다.

❿오지 오기야

창업 300년이
넘는 전통의 맛!

여우로 변장한 행렬은
매우 환상적!

렛츠 트라이

세이엔 문고(시부사와 사료관)세이엔 문고(시부사와 사료관)

먹으면서 걷기에 최고~

렛츠 트라이

무료 모노레일로
산정상까지 편하게!

  종이뜨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도쿄에 현존하는 노면전차는 ‘칭칭’ 하고 울리는 경적소리가 도쿄에 

있으면서 어딘지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기타 구내에는 6곳의 

정류소가 있으며 연선에는 오지 역과 아스카야마 등 관관명소도 

많습니다.

❺도에이 아라카와 선
렛츠 트라이

기타 구를 돌아다니기에 
 편리합니다!

서민마을의 인정미를 
 접할 수 있습니다!

벚꽃 상점가

0807 Enchanting Oji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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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가 적은 일본의 지폐 제조 현장을 견학. 지폐가 

인쇄되는 풍경을 견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상, 

패널, 체험장치도 충실해 지폐의 제조공정과 위조 

방지 기술에 대해서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도 심 의  소 음 에 서  떨 어 진  한 적 한  

주택가로 일본사람들의 일상을 접할 

수  있 는  다 키 노 가 와  지 구 .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상점가나 

공원, 절 등을 돌아보며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과 느긋한 시간의 흐름을 

느 껴 보 세 요 .  장 미 가  유 명 한  구  

후루카와 정원 등 볼거리도 가득. 닌자 

체험 및 지폐 제조 견학 등 색다른 

일본 관광도 즐길 수 있습니다.

滝野川
Enchanting Takinogawa Area - Kita City-  

역사와 만화 등으로 전해 내려오는 

신센구미 대장 곤도 이사미와 대원들의 

공양탑. 매년 4월 공양제가 열립니다.

16세기의 승려 가쿠센보가 영몽을 

꾸고 이곳에 와서 창건했다고 하는 

절. ‘아기절’로도 유명합니다.

흰색 화강암 벽에서 흘러 내리는 5미터 

낙차의 폭포가 있으며 주변의 연못과 

강에는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울창한 자연과 맑은 물소리가 

들리는 지역주민들의 쉼터입니다.

도도명소 오지 다키노가와

(우타가와 히로시게/1840년~1842년경)

다키노가와 지구를 흐르는 샤쿠지이 강의 양안은 깊은 

계곡으로 여름에는 피서, 가을에는 단풍의 명소로 

옛부터 북적였습니다. 강에서 물놀이를 즐겼던 당시부터 

느긋한 시간의 흐름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국립 국회도서관 소장

❾곤도 이사미와 신센구미 대원의 묘

❹국립 인쇄국 도쿄 공장

❷다키노가와 공원

기타 구 방재센터에서는 지진 체험과 연기 체험, 

초기 진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관동 대지진을 

비롯해 동일본 대지진 등 과거에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진동을 임장감 넘치게 재현. 지진이 많은 

일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❸기타 구 방재센터

다키노가와

 대지진의 진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억엔의 무게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렛츠 트라이
렛츠 트라이

❽쇼주인 절

렛츠 트라이
렛츠 트라이

기타구를 잘 아는 외국인 

교사와 학생들이 추천!

다키노가와에 있는 도쿄 국제프랑스 학원과 
JET 일본어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다국적의 
학생  및  유학생이  추천하는  관광명소에  
‘ Let's try ’ 마크를 붙였습니다. 꼭 방문해서 

보 고  만 지 고  먹 고  느 껴  
보세요.

렛츠 트라이
렛츠 트라이

 꼭 일본을

체험하세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를 비롯한 일본을 

대표하는 문사와 예술가가 수많이 모였던 

다바타에서 작품과 자료를 통하여 그들의 

발자취를 접할 수 있습니다.

❺다바타 문사촌 기념관

질병 쾌유 기원으로 유명한 인왕상이 

있으며 환부와 같은 부위에 빨간 

종이를 붙이고 빌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❻도카쿠지 절

 질병 쾌유는
‘빨간 종이 인왕’에
 기원하자!

다키노가와 지역다키노가와 지역

벚꽃

상점가

봄과 가을에는 약 100종의
장미가 만발합니다!

언덕 위에 서있는 약 100년전의 양옥과 장미와 단풍의 

명소로서 유명한 아름다운 서양풍 정원·일본정원. 

우아한 분위기가 감도는 관내에서 차를 마시며 정원의 

사계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06년에는 나라의 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❶구 후루카와 정원

 길이 좁은 만큼
가게와의 거리도
 가까워요!

도쿄 국제프랑스 학원

필립 엑셀만스 교장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즐겼구나~

상점가에서
 맛있는 것을
찾아 보세요♪

지 역 주 민 의  생 활 을  이 끌 어  온  

상점가. 활기가 넘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는 정겨운 상점가입니다.

도쿄 마이스터 2대째인 고지마 노부시게의 

은세공. 거울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액세사리와 장식품을 핸드 메이드.

❼시모후리 긴자 상점가

❿은공방 고지마

은세공의 액서사리를 
 선물용으로!

렛츠 트라이
렛츠 트라이

Kita City Free Wi-Fi

SSID：Kita_City_Free_Wi-Fi
Password：kita0000

Kita City
Free Wi-Fi

이용 시에는 패스워드에

 “kita0000”을 
입력해야 합니다.

접속 포인트 지도

주조긴자 상점가주조긴자 상점가

아카바네 관광 PR 코너
(아카바네 에코 광광 관내)
아카바네 관광 PR 코너
(아카바네 에코 광광 관내)

JR 게
이

힌
 도

호
쿠

 선

JR 게
이

힌
 도

호
쿠

 선

주조 역주조 역주조 역주조 역

이타바시 역이타바시 역

가미나카자토 역가미나카자토 역가미나카자토 역가미나카자토 역

기타아카바네 역기타아카바네 역
호쿠토피아 1층 
구민 플라자
호쿠토피아 1층 
구민 플라자

아카바네 역아카바네 역

히가시주조 역히가시주조 역

오지 역오지 역오지 역오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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