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감으로 느끼는
일본 시작의 땅

奈良県 明日香村
나라현 아스카무라

이곳은 일본의 초석이 남아 있는
시작의 땅
일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알고 싶으신 분.
일본적인 풍경을 만나고 싶으신 분.
나라현 아스카무라는 이러한 분들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약 1400년 전, 국가로서의 일본이 탄생했을 때의 도읍이었던
이곳에서 일본이라는 명칭과 정치기구, 화폐경제,
외교 등이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고대 사적과 일본의 옛 풍경을 간직한 아름다운 경관.
마을 전체가 박물관인 아스카에서
고대의 낭만을 만끽해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오감으로
일본의 고향을 느껴 보세요.

아스카 여사(女史) 기행

일본국 창생의 시대
～아스카를 이끈 여성들～
일본이 국가로서 첫발을 내디딘
시대에 활약한 5명의 여성들.
그녀들의 이야기는 일본유산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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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미미나시야마 산

긴테쓰 가시하라 선

미미나시

긴테쓰 오사카 선

다이후쿠

야마토 야기

사쿠라이

야기 니시구치

1

가구야마
24

165

우네비
JR 사쿠라이 선

165

15

후지와라 궁터

161

가시하라 시

169

우네비야마 산
긴테쓰 요시노 선

125

사쿠라이 시

2

후지와라쿄 유적터
스자쿠오지 유적터

우네비고료 마에

가시하라진구 신사

가구야마 산

모토야쿠시지 절터

206
124

가시하라진구 마에

3
15

아마카시니이마스 신사
아스카데라 절
아마카시노오카 지구
(국영 아스카 역사공원)

207

사카후네이시 바위

가와하라데라 절터

오카데라

아스카니이마스 신사
아스카노사토 만요진
만요 문화관

편의점

155

아스카궁 궁 터
아스카무라
읍사무소

아스카 종합 안내소
‘아스카비토노 야카타’
다카마쓰즈카 주변 지구
(국영 아스카 역사공원)

가메이시
바위

다카마쓰즈카
벽화관

4

아스카쿄 관광협회
다치바나데라
절

이와이도 지구
(국영 아스카 역사공원)

아스카

오카데라 절

다카마쓰즈카 고분

169

이시부타이 고분
이시부타이 지구
(국영 아스카 역사공원)

아스카노 유메이치

155

15

5

아스카무라

기토라 고분 주변 지구
(국영 아스카 역사공원)

기토라 고분 벽화체험관
‘사신관’
기토라 고분

6
다카토리 정

Free Wi-Fi 구역
JR
긴테쓰 전차
대여 자전거
레스토랑, 카페
화장실
무료 주차장
유료 주차장
인포메이션

3

이시부타이 고분
7세기 초반에 만들어졌으며, 일본 최대 규모의
횡혈식 석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30개
바위의 총중량은 약 2,300톤에 이릅니다. 고분
안으로 직접 들어가 견학도 할 수 있습니다!
·주소: 시마쇼 133 ·시간: 8:30~17:00
·TEL: 0744-54-4577 ·비용: 250엔

C-4

다카마쓰즈카 고분
다카마쓰즈카 벽화관

석실 내부의 ‘극채색 벽화’는 1,300년
이상 전에 그려진 것입니다. 다카마쓰즈카
벽화관에서는 석실과 벽화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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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마쓰즈카 벽화관ㅤ·주소: 히라타 439 ·시간:
9:00~17:00 ·TEL: 0744-54-3340 ·비용: 250엔

B-5

일본의 유산을 감상하는 시간
일찍이 도읍이었으며 지금도 수많은 사적과 함께 옛

보기

경관이 보존돼 있는 아스카무라는
‘일본의 마음의 고향’으로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기토라 고분 주변 지구
(국영 아스카 역사공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도 벽화 등이 유명합니다. 고분과 벽화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기토라 고분 벽화체험관 ‘사신관’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토라 고분 벽화체험관 ‘사신관’ㅤ·주소: 아베야마 67 ·시간: 9:30~17:00 (12월~2월은 16:30)
·휴무: 연말연시 ·TEL: 0744-54-5105 ·비용: 무료

B-5

기토라 고분 벽화체험관 ‘사신관’

주차장 있음

4

Wi-Fi 가능

천장돌에 그려진 천문도

화장실 있음

식사 가능

A-1 MAP 번호

사카후네이시 바위
대나무 숲에 둘러싸여 고요히 잠자고
있는 신비한 석조물. 우묵하게 패인
홈들은 술을 빚을 때 사용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데즈카 오사무의 만화 <세
눈이 간다>에도 등장합니다.
·주소: 오카

C-4

아스카궁 궁 터
(전승 아스카 이타부키노미야 궁터)
7세기 천황의 궁전 터로, 복원된
유구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본 최초의 쿠데타
‘을사의 변’이 일어났습니다.

가메이시 바위
아스카무라에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신비한 석조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입니다. 화강암 표면에 새겨진
거북이의 표정이 귀엽습니다!

·주소: 오카

C-4

·주소: 가와하라 108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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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데라 절

다치바나데라 절

아스카데라 절

본존인 여의륜관음상은 일본에서 가장 큰
소상입니다.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아스카 시대의 정치가인 쇼토쿠 태자가
태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260점의 꽃
천장화는 놓칠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본격적인 사원으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며, 본존 아스카 대불도 일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촬영도 가능합니다!

·주소: 오카 806 ·시간: 8:00~17:00 (12월~2월은
16:30) ·TEL: 0744-54-2007 ·비용: 400엔
·URL: http://www.okadera3307.com

·주소: 다치바나 532 ·시간: 9:00~17:00
·TEL: 0744-54-2026 ·비용: 350엔

·주소: 아스카 682 ·시간: 9:00~17:15 (10월~3
월은 16:45) ·TEL: 0744-54-2126 ·비용: 350엔

C-4

C-3

C-4

CHECK
‘아스카·후지와라 궁도와 그 관련 자산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스카무라, 사쿠라이 시, 가시하라 시에 걸쳐
있는 ‘아스카·후지와라’는 6세기부터 8세기에
걸쳐 일본의 궁도가 정비됐으며, 지금도
지하에는 궁전과 사원 등의 유구가 매장돼
있습니다.
가와하라데라 절터(국가지정사적)

후지와라 궁터

5

느끼기

아스카무라에 전해
내려오는 자연과 전통

아스카 사람들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축제와 제철 행사를 소중히 여깁니다.

논두렁길에 핀 석산과 허수아비, 논 위의 건초 더미 등 정겨운
옛 농촌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스카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사시사철 언제 방문해도 옛 정서 가득한 매력적이고 그리운
일본의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을 이벤트
가을은 제전의 계절입니다.
웅장한 북, 촛불 빛이 고도를
감싸는 ‘아스카 빛의 회랑’은
놓칠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이시부타이와 벚꽃
고도 아스카 문화제

아스카 빛의 회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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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부타이 고분 주변 가득 흐드러지게 피는 화려한 벚꽃은
놓칠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밤에는 조명이 더해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온다 축제
2월의 첫 일요일에 아스카니이마스
신사에서 개최됩니다. 당일에는
마귀를 쫓는 행사부터 시작됩니다.
자손 번영을 기원하며 가면을 쓴
남녀가 부부 화합의 몸짓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보기 드문
축제입니다.

액막이 행사

무대

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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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사토
여름 축제

개산기 야외 다화회
오카데라 절에서 10월에 개최되는 야외
다화회로, 선착순 1,000명에게는
녹차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역사 공원에서 호화로운
불꽃놀이가 열립니다.
야시장에 나오는 포장마차의
음식도 모두 맛있습니다! 8
월 15일에 개최됩니다.

아마카시니이마스
신사 맹신탐탕
4월의 첫 일요일에 개최됩니다. 끓는 물에
손을 넣게 해 죄인을 심판한 고대 재판이
제사에서 실시됩니다. 죄가 없는 자는
화상을 입지 않고, 거짓을 고하는 자는
화상을 입는다고 여겼습니다.

삼층 다보탑

CHECK
고대에 물건을 만들던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약 필수

유료

※토·일·공휴일은 당일 접수
5명부터
실시

곡옥 만들기

해수 포도 문양 거울 만들기

고대 유리 제작 체험

고대인의 장식품으로, 돌을 깎거나 갈아

해수 포도 문양 거울은 중국 당나라

일본 최초의 유리 공방이 있었던 아스카무라.

만듭니다. 멋진 액세서리를 만들어

시대에 유행한 거울입니다. 합금을 틀에

당시의 기법으로 유리 구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세요.

부어 만드는 등 공정도 본격적입니다!

고대의 세공인이 된 기분을 만끽해 보세요!

●기토라 고분 벽화체험관 ‘사신관’(별관 체험학습실)ㅤ·주소: 아베야마 67 ·시간: 10:00~15:00 (신청 마감 14:00)
·TEL: 0744-54-5105 ·개최일: 원칙적으로 토·일·공휴일 (※각 코스의 실시 예정은 사전 문의 필요) ·비용: 100~1,500엔

주차장 있음

Wi-Fi 가능

화장실 있음

B-5

식사 가능

A-1 MAP 번호

7

숙박하기

민가에 체류하며
현지인과 교류

숙박요금은 1박(1인)
의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스카
내비’를 확인!

QR코
드로
접속
하기
!

아스카 숙박 시설은 현지 사람과 현지 생활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입니다.느긋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보내는 이
경험은 아스카에서만 가능합니다.놓치지 말고 꼭 경험해 보세요!

도마랸세

B&B Asuka

200년 전에 지어진 기와 지붕의 옛 민가에서 홈스테이

프티 호텔 수준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스카무라

기분을 만끽해 보세요. 자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각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도 매우

공간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편리합니다. 마음껏 쉴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소: 마유미 1526 ·TEL: 0744-54-2516

·주소: 가와하라 55 ·TEL: 0744-54-3810

4,500엔~

A-5

(조식만) 6,700엔~

ᆓᅩᅰጔ

B-4

Ⴎངඛ

농업 체험이 가능합니다

정성이 가득한 조식

경영 농장에서 채소 수확 등의 농업
체험(유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갓 갈아낸 원두로 내린 커피와 수제
잼으로 멋진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기타 숙박시설
민박
민가에서 숙박할 수 있는 민박은
옛 정취를 만끽하는 등 소박하고
가정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국영 아스카 역사공원 내에 있어
위치가 매우 좋습니다 . 식사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TEL: 0744-54-3240
（아스카쿄 관광협회）

·주소: 이와이도 303
·TEL: 0744-54-3551
※숙박 및 식사는 사전 예약 필수

5,000엔~

주차장 있음

8

Wi-Fi 가능

아스카노야도
이와이도소

화장실 있음

식사 가능

5,970엔~

A-1 MAP 번호

C-4

아스카무라에 고층 건물이 없는 이유

CES

VOI

한적한 치유의 땅으로

지역 전체가 국가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옛 풍경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멋진 경관은 노력의
산물입니다.

일본의 역사가 시작된 땅인 아스카무라는 오랜 역사를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전거로도 관광하기 좋아 즐겁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유럽인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도마랸세’에서는 베지테리언, 비건, 알레르기 식단에
대응하고 있으며, 직접 재배한 채소로 만든 식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일본 골동품으로 가득한 200년 역사의 옛 민가에서

고토리안

자연에 둘러싸인 치유의 한때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대응도

가능합니다!

‘도마랸세’ 직원
이와키리 아이린 씨

옛 풍경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관광·숙박하시는 분께서 진심으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과 내부 설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10 세
하루 한 조의 손님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옛
민가의 특색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이로리 화로와
편백나무 욕조가 멋집니다!

미만의 어린이 손님께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영국인 ,
미국인 손님이 많으며 타이완 , 홍콩에서도 방문해 주십니다.
일본의 명소 및 고적 관광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주소: 마유미 1473 ·TEL: 0744-54-1055
40,000엔(4명·1동 요금)~

※사전 예약 필수

A-5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경관 보존 지역이 많은 아스카무라를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ኻྦዽགྷၕ႞લ
인테리어에도

아름다운 정원이 한눈에
연못가를 산책하거나 감상해 보세요.
정원은 계절마다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정성을 다합니

다!

‘B&B ASUKA’ 오너
가타오카 가즈노리 씨

펜션 아스카

아스카 홈스테이형 민박

아스카무라에서 생산된 채소로
만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드리며,
마음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아담한
숙소입니다. 역이 가깝습니다!

가정적이고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마을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소: 고시 17
·TEL: 0744-54-3017
5,700엔~

A-4

자세한 사항은 ‘아스카 뉴 투어리즘
협의회’로 문의해 주십시오.
·TEL: 0744-54-1525
7,800엔~

9

【 빙과 】
아스카 특산 고대미와 과일,
채소가 들어 있어 소재의 맛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메뉴가 다양해서 고르는 재미도
있습니다♪

【 우동 】
우동은 밀가루를 반죽해 만든 일본의
대표적인 면 요리입니다. 아스카무라에는
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유부가 들어간
유부우동이 있습니다. 맛도 양도 큰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음식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ʻ 아스카 내비 ʼ 를 확인 !

먹기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전통 요리와 지역의 맛
아스카무라에서 생산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듬뿍 사용한 요리, 디저트,
옛 음식을 재현한 고대식은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맛입니다.
아스카를 마음껏 맛보시기 바랍니다!

དྷၴᅰਜ਼ᆊધച
൪ၰ࿌ဠ

【 주스 】
아스카무라에서 생산된 딸기
‘아스카루비’, 조생 귤 등
제철 현지 과일을 즐길 수
있는 주스가 있습니다.

【 고대식 】
1,400년 전의 궁정 요리를 재현한
요리와 우유로 만든 고대의 치즈인
소(蘇)를 먹으면 고대 궁정인이 된
기분을 맛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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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로
접속하기!

【 딸기 】

CHECK

아스카에서 재배되는
‘아스카루비’는 알이

딸기 수확

굵고 진한 단맛과 산뜻한

예약 필수

유료

산미가 특징입니다. 1~5
월에는 딸기 수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직접 따 먹는
딸기 맛이 각별합니다!

·주소: 아스카무라 마을 내 14곳
·시간: 10:00~16:00
·TEL: 0744-54-1115 (아스카 딸기 수확 파크）
·URL: http://asukadeasobo.jp/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십시오.

【 카레 】
일본의 국민 요리라고 할 수
있으며,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스카무라에는 고분 모양으로
밥을 담은 것과 고대미를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 메밀국수 】
ဨ၉ਜ਼౹࿌
႖ફၦೡఁ ႜ
ิဲဠ

메밀국수는 우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본의 전통 면 요리입니다. 메밀가루 100%
로 만든 수타 메밀면은 메밀 특유의 향과
독특한 식감이 매력적인 음식입니다.

【 아스카나베 전골 】
우유와 닭뼈 육수를 베이스로 한
국물에 제철 채소와 닭고기를 푹
끓인 아스카무라의 명물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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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하기

일본의 잡화와 특별한
식품이 가득
고분, 문화재를 모티프로 한 공예품을 비롯해 아스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해 만든 과자는 여행 기념품으로

매장 정보는
‘아스카 내비’를
확인!

안성맞춤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위한 선물로 좋습니다!

고분 상품

기토라 고분
사신 손수건 ↓

기토라 고분의 벽화를 모티프로
한 멋스런 아이템은 평소에도
쓸 수 있어 좋습니다. 인테리어
상품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드로
QR코
기!
하
접속

아스카 오모이데도
머그컵 →

← 아스카 오모이데도
ㅤ사신 벽시계

↑ 오리지널 노트 등

C-3

만요 문화관
뮤지엄 상품

유리 공예
DBG䛾고토다마
액세서리
↓

C-4

일본 최초의 유리 공방 터가 발견된
아스카무라에는 세련된 유리 식기와
액세서리 등이 있습니다.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만요 일본화’ 컬렉션을 활용한
오리지널 뮤지엄 상품 및 뮤지엄
로고가 들어간 문구 등 디자인과
품질 모두 본격적입니다.

←↑ 유리 공방 “산포”
ㅤ 글라스 등

C-4
주차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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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가능

화장실 있음

식사 가능

A-1 MAP 번호

↓ 아스카 카레

가공 식품
아스카에서 생산된 과일과 채소로
만든 잼, 드레싱, 카레 루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맛뿐 아니라 안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스카 제철 채소 드레싱 →

← 아스카 소재 마루고토 잼

고대 삼색미 밥 →

↑ 기토라 사신 쿠키

과자
↑ 호로요이 아스카
(니혼슈 케이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화폐
모양으로 만든 센베이, 기토라
고분 벽화를 프린트한 쿠키 등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상품이
가득합니다! 맛도 좋습니다♪

↑ 도쿠보시 간장
← 후혼센 센베이

일본요리

↑ 생강조림

일본요리를 대표하는 것은 쌀입니다.
고대미를 블렌드한 쌀로 지은 밥은 빛깔도
알록달록 곱습니다. 밥과 잘 어울리는
생강조림은 숨은 인기 상품입니다.

기념품점, 다양한 상품이 가득합니다

아스카 종합 안내소

၉ૺேᅘ
ະ༘ၰ࿌ဠ

아스카노사토 만요진

아스카노 유메이치

마을의 현관인 아스카 역 앞에 위치한 정보
관광 스테이션에는 아스카 기념품 판매
코너도 있습니다.

나라현립 만요 문화관 옆. 아스카 브랜드
인정품 상품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아스카 브랜드로 인정받은 특산품 및
마을에서 생산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소: 고시 6 (긴테쓰 아스카 역 앞)
·시간: 8:30~17:00 (계절에 따라 변경됨)
·휴무: 연말연시 · TEL: 0744-54-3624

·주소: 오카 410
·시간: 10:00~17:00
·휴무: 월요일, 연말연시 · TEL: 0744-54-5456

·주소: 시마쇼 154-3 (이시부타이 고분 서쪽 옆)
·시간: 10:00~16:00 (토·일·공휴일 17:00까지)
·휴무: 연말연시 · TEL: 0744-54-9450

‘아스카비토노 야카타’

A-4

C-3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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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관광 정보
FREE Wi-F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간사이 지역을 관광하시는 분께서는
KANSAI FREE Wi-Fi가 편리합니다.
※앱 다운로드와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 ASUKA FREE Wi-Fi 구역이 있습니다.
아스카무라 내의 주요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실내 16곳, 실외 3
곳에 ASUKA FREE Wi-Fi 구역이 있어 이메일 확인 및 관광
정보 입수에 편리합니다!
※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3의 MAP도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ntt-bp.net/kfw/en.html

● 마을 내 관광 안내소 등에서 포켓 Wi-Fi를
대여해 드립니다!

‘ASUKA FREE Wi-Fi 구역’, ‘포켓 Wi-Fi 대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 확인하기!

http://english.asukamura.com/

정보 사이트

관광 포털사이트 (영어판)

아스카 내비

Exploring ASUKA

아스카 관광 정보는 물론 화장실,
휴게소, 버스 정류장 등 현지 산책에 꼭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 드립니다.

역사부터 볼거리, 맛집,
숙박, 쇼핑, 액티비티까지
아스카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아스카 내비’
다운로드
http://www.asukanavi.jp/

http://english.asukamura.com/

마을 내 이동에 편리
대여 자전거
유료

관광 명소를 효율적으로
돌아보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좋습니다. 한적한
풍경을 감상하며 페달을
밟으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아스카 대여 자전거
·주소: 미소노 138-6
·시간: 9:00~17:00
·TEL: 0744-54-3919
·비용: 900엔 (토·일·공휴일
1,000엔)

가메 버스
유료

인기 구역을 도는 아스카 관광
버스 ‘아카카메’가 운행됩니다.
1일 자유승차권을 사용하면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EL: 0744-54-2001
（아스카무라 읍사무소）
·URL:
http://english.asukamura.c
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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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관광 안내
아스카 종합 안내소 ‘아스카비토노 야카타’
긴테쓰 아스카 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역에
도착하면 먼저 들러, 가고 싶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세요.
·주소: 고시 6
·시간: 8:30~17:00 ·TEL: 0744-54-3624

A-4

아스카쿄 관광협회
고대 의상 대여 및 자원봉사 가이드 예약, 민박
소개 등 다양한 상담에 대응해 드립니다.
·주소: 오카 1220 (아스카무라 관광회관 1층)
·시간: 8:30~17:00 ·TEL: 0744-54-3240

아스카 관광 가이드

C-4

유료

아스카의 역사를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께는 관광
가이드가 안내하는 투어를 추천해 드립니다.
·TEL: 0744-54-3240（아스카쿄 관광협회）
·비용: 가이드 1명당 3,000엔/ 신청은 1명부터 가능
·URL: http://www.asukakyo.jp/

아스카무라에 오시는 길
도카이도 신칸센
오사카

JAPAN

신오사카

나고야

교토

도쿄

JR 선

오사카 순환선

난바

쓰루하시

ASUKA

긴테쓰
오사카 선

덴노지

긴테쓰
미나미오사카 선

JR 아베노 선

NARA

긴테쓰
나라 선

긴테쓰 교토 선
야마토
사이
다이지

나라
긴테쓰
가시하라 선

야마토
야기
아스카 관광버스
가시하라
진구
마에

아스카
긴테쓰
요시노 선

리무진 버스
요시노

간사이 국제공항

●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①약 1시간 40분, ②약 1시간 30분
ㅤ① JR ‘간사이 국제공항’ → JR ‘덴노지’ ⋯ (도보) ⋯ 긴테쓰 ‘오사카아베노바시’ → 긴테쓰 ‘아스카’
ㅤ② 간사이 국제공항 리무진 버스 승차장에서 버스 → 긴테쓰 야마토 야기 → 긴테쓰 가시하라진구 마에 → 긴테쓰 ‘아스카’
● 오사카에서 약 1시간

전차·버스로
오시는 길
※‘ ’ 안은 역
이름입니다.

ㅤ① JR ‘오사카’ → JR ‘쓰루하시’ ⋯ (도보) ⋯ 긴테쓰 ‘쓰루하시’ → 긴테쓰 야마토 야기
→ 긴테쓰 가시하라진구 마에 → 긴테쓰 ‘아스카’
ㅤ② JR ‘오사카’ → JR ‘덴노지’ ⋯ (도보) ⋯ 긴테쓰 ‘오사카아베노바시’ → 긴테쓰 ‘아스카’
● 교토에서 약 1시간
ㅤJR ‘교토’ ⋯ (도보) ⋯ 긴테쓰 ‘교토’ → 긴테쓰 가시하라진구 마에 → 긴테쓰 ‘아스카’
● 나고야에서 약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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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긴테쓰 ‘나고야’ → 긴테쓰 야마토 야기 → 긴테쓰 가시하라진구 마에 → 긴테쓰 ‘아스카’
● 도쿄에서 약 4시간
ㅤ도카이도 신칸센으로 JR ‘나고야’ 또는 JR ‘교토’로 이동 후 긴테쓰 선으로 환승
● 오사카 방면에서 약 1시간

자동차로
오시는 길

● 교토 방면에서 약 1시간 30분
● 나고야 방면에서 약 2시간 30분
● 도쿄 방면에서 약 6시간 30분

아스카무라의 추억을 담은 기념 촬영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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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카에서 마음에 드는 풍경을 발견하면 여행의 추억으로 사진을 찍어 보세요!
풍경을 배경으로 해 이 책자의 표지를 펼쳐 들면 고대 일본인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의상 대여도 접수 중

예약 필수

유료

의상을 입고 관광 명소를 둘러보면 먼
옛날로 타임슬립한 기분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스카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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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주소: 오카 1220
（아스카무라 관광회관 1층）
·TEL: 0744-54-3240
·비용: 1벌 3,000엔~

A-1 MAP 번호

15

아스카무라 읍사무소
산업조성과
(634-0111)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무라 오아자오카 55번지
TEL: 0744-54-2001
2017년 3월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