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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오카 역

미야자키역

가고시마주오역

오이타역

하카타역

후쿠오카 공항

구루메역
사가역

나가사키역
구마모토역

나카쓰역

기츠키역

고쿠라역
시모노세키황

벳부역

아소역

오이타 공항

기츠키 샌드
종류가 다양한 샌드위치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빵이나 밥 

사이에 끼웠습니다. 일본에서 

유일하다는 샌드위치형 

조카마치에서 연유한 메뉴입니다.

기 츠 키
기모노 차림으로 걷는 사무라이 마을

큐슈의 작은 교토

음성 
가이드

벳푸 온천과 유후인 온천에서 30분

JAPAN

꼭 먹어 보고 싶다!
기츠키 음식

기츠키 동또동
맛 좋고, 볼륨 좋고!
개성 넘치는 덮밥

체  험 일본의 대접 《다도 체험》

운치 있는 저택애서 일본의 전통 문화에 도전 !

기모노 차림으로 변신!

산과 바다의 산물이 풍부한 기츠키에는 맛있는 식재료가 가득. 특히 지금부터 

소개하는 2가지 음식을 추천합니다. 각각의 레스토랑이 연구를 거듭하여 

제공하는 감동의 맛을 즐겨 보십시오.

지역에서 생산된 산과 

바다의 산물을 듬뿍 사용한 

덮밥. 해물에서 

중화요리까지 모두 볼륨도 

만점이고 맛도 최고입니다.

장소／오차도코로 토마야
　　　TEL +81-978-62-2139
금액／540엔~
소요시간／약 20분 ※2명인 경우

예약／info@kit-suki.com (일본어 / 영어)※예약필수

역사 깊은 찻집에서 맛있는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차 끓이는 
법도 배울 수 있으므로 일본 전통 
문화에 접해 봅시다. 일본의 차는 
피부 미용 효과도 있습니다.

체  험 나만의 엽서를 만들어 보자 《오시바나(押し花 : 꽃 말리기) 체험》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오시바나가 우편 엽서로

장소／시모무라 꽃 공방 아야（시모무라 시계점）

　　　TEL +81-978-62-3016
금액／500엔
소요시간／약 30분
예약／info@kit-suki.com (일본어 / 영어)※예약필수

다양한 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여 세계에 하나뿐인 엽서를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완성한 엽서는 선물로 최적입니다. 
머리 장식 만들기도 가능합니다.

체  험

장소／와라쿠안 기모노 대여
　　　TEL +81-978-63-1210
금액／3,000엔(대여&복식 지도)
　　　　※2017년4월1일 요금개정

시간／10:00~16:00
　　　　※접수는 14:00까지, 예약 우선

예약／kimono@kit-suki.com (일본어 / 영어)

운치 있는 성하마을을 기모노 차림으로 걸어 보지 않으시겠습니
까? 시청 맞은편에 있는 ‘와라쿠안’에서 약 300벌이상의 기모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프로가 입혀 
주므로 안심입니다. 옛 일본으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모노 차림으로 성하마을을 걸어 보자 3,000엔
기모노 대여&복식 지도

기모노 차림으로 산책하면 특전이 가득!

공공 관광문화시설의 입장료가 전관 

무료입니다.
기츠키성/오하라 저택/이소야 저택/히토츠마츠 저택/
기츠키 조카마치 자료관/사노 게/시게미츠케/

특전 2

특전 1 시설 입장료 무료

할인과 선물도!
시내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비 할인과 간단한 

기념품 증정이 있습니다.※협력 점포만

고작

기츠키시 관광협회
전화: +81-978-63-0100 팩스: +81-978-63-0112
(우)873-0001 오이타현 기츠키시 오아자 기츠키 665-172
MAP CODE : 46 899 778*77

www.kit-suki.com

문의

완행열차로 
약 27분

버스로 약 10분

도보로 1분

버스로 
약 50분

승용차로 
약 2시간 15분

특급으로 
약 2시간

승용차로 
약 2시간

특급으로 
약 14분

교통

JR 벳푸역벳푸 기타하마 
버스 터미널

JR 하카타역

특급으로 
약 1시간

JR 고쿠라역

JR 기츠키역

기츠키 버스 터미널

기츠키 관광 안내소

후쿠오카 
공항

시모노세키항

버스로 
약 30분

오이타 
공항

2018.10

1,300년 전
부터

전해져 오는
 악기

거문고를 켜
 보자

사무라이가 된
기분이군

와하하하(^^)

일본의 마음
다도를 체험

http://www.kitsuki-voiceguide.com/

The spirit of Japan is alive here. Travel around the town using the 
audio guide.You can access the audio guide from your smart phone. 

让我们一起在语音导览的陪伴下，游览这座跳动着大和之心
的小城。大家可以用智能手机登陆我们的语音导览系统。

遊覽漫溢和風氣息的小城。
可透過智慧型手機連結語音導覽系統。

음성 
가이드

조카마치 기츠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의 옛 마음이 살아 숨쉬는 이 마을을 음성 
가이드에 따라 돌아보자.
스마트폰으로 음성 가이드에 접속할 수 있어요.

토쿄

삿포로

나고야

오사카
하카타

오이타현 
기츠키시

기츠키
큐슈의 작은 교토



일본 유일의 샌드위치형 조카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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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와라쿠안 기모노 대여
와라쿠안에서는 300벌이 넘는 기모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대여할 수 있고, 

복식 지도도 해 줍니다. 

기모노 차림으로 산책을 

하면 관광시설의 입장료는 

무료. 기모노 차림의 자신을 

사진에 많이 담아 보십시오.

18 기츠키성
천수각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경치가 압권인 

일본에서 가장 작은 성. 

진짜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고 전국시대 무장이 

된 모습을 기념 촬영해 

봅시다.

간조바노사카 고개
기츠키성과 무가저택을 

잇는 똑바로 뻗은 

아름다운 언덕길. 돌계단 

어딘가에 후지산과 부채 

모양을 한 돌이 있으므로 

꼭 찾아 보십시오.

번교의 문
에도시대에 지어진 

사무라이나 아이들이 학문과 

무술을 배우던 학습관의 

문이 2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무라이가 된 

기분으로 지나가 보십시오.

오하라 저택
에도시대의 중신(엘리트 

사무라이)이 살던 저택. 

우아한 일본 정원도 필수 

코스입니다. 저택 내에서는 

일본도를 들고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사무라이의 

기분을 맛볼 수 있습니다.

스야노사카 고개·시오야노사카 고개
시대극이나 TV 드라마, CF

의 촬영지로서 자주 

이용되는 절경 포인트. 

전국의 조카마치 중에서도 

자랑할 만큼 아름다워 

최고의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메야노사카 고개
기츠키의 고갯길 중에서도 보기 

드문 ‘일본 히라가나 구(く) 자’ 

모양의 멋진 곡선을 그리고 

있는 고개입니다. 돌담과 흰 

벽이 남아 있는 미나미다이 

부케야시키와 상인마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사노 게
400년 동안 의사로서 

마을을 돌보아 온 사노가의 

저택. 현관에는 옛달의 

일본삭 가마  가 매달려 

있습니다. 조카마치에 남아 

있는 저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테라마치
테라마치에는 조카마치의 

서쪽 성채로서 전시에 

무사들이 집결하기 위한 절이 

자리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철제 불상과 큐슈를 

대표하는 우아한 정원 등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텐진자카 고개
텐진자카 고개에서 바라보는 

상가의 아름다운 기와지붕은 

필수 코스입니다. 언덕을 

오르면 신사, 교회, 사원이 

나란히 자리해 있어 

전국적으로도 무척 보기 드문 

파워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츠키 슈라쿠칸
옛날부터 전해지는 연극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입니다. 관내에는 

레스토랑과 선물 코너 등도 

있으며, 배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에도의 정취가 남아 있는 

상인마을에는 옛날부터 

계속하는 찻집과 

된장가게와 같은 노포가 

많이 자리해 있습니다. 

전통의 맛과 기술을 즐겨 

보십시오.

북쪽지대 무가저택
에도시대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무사가 

다니던 북쪽지대 무가저택 

거리. 사무라이들의 저택이 

늘어선 절경 포인트입니다.

노오미 저택
격조 높은 무가저택 내에는 

카페 코너가 있어 디저트 

등을 드시면서 느긋하게 

쉬실 수 있습니다. 저택에 

놓여 있는 거문고를 

자유롭게 연주하며 음색을 

즐겨 보십시오.

이소야 저택
영주님의 휴식처입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일본 정원은 아주 멋져서 

천천히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택에 놓여 있는 

거문고를 자유롭게 연주하며 

음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히토츠마츠 저택
기츠키성과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절경 포인트. 

화려한 구조의 대저택으로 

일본 건축의 멋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기츠키성 전망)
일본에서 가장 작은 

성으로 알려진 기츠키성의 

천수각과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TV 촬영도 

자주 실시됩니다. 절경의 

전망 포인트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기츠키 조카마치 자료관
조카마치로서 번창한 

기츠키의 보물을 다수 

전시하고 있습니다. 입구 

홀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화려한 이동수단 

‘고쇼구루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카네 저택
운치 있는 중신(엘리트 

사무라이)의 저택은 부지 

넓이에서 당시의 영화가 

느껴집니다. 저택 내의 

다실은 지금도 다회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2

작은 교토 기츠키
기모노 차림으로 걷고 싶은

기츠키를 만끽하자

음식·체험
기츠키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모노가 어울리는 
역사적 거리’로 인정받은 조카마치. 고개 위의 
조카마치로도 알려져 있고, 남쪽∙북쪽지대에 있는 
무가저택이 골짜기에 있는 상인 마을을 끼고 있는 
형태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물며, 일본에서는 하나의 
‘샌드위치형 조카마치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츠키의 음식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산과 
바다의 산물을 사용한 ‘기츠키 동또동’과 ‘기츠키 
샌드’, ‘하모 요리’를 추천합니다. 체험으로는 
기모노 체험과 다도 체험, 누노바나(布花: 
천으로 만든 꽃 장식) 만들기 등 일본 고유의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꼭 도전해 보십시오.

■일본 최초로 인정받은 기모노가 어울리는 역사적 거리

기모노로 갈아입고 조카마치로 가자♪
B 기츠키 후루사토 산업관
지역의 맛있는 

과자와 차, 해산물, 

술 등이 가득 진열된 

종합 선물점입니다. 

즐거운 쇼핑과 

맛있는 식사는 

어떠십니까?

기츠키의 선물은 여기서 결정!

■일본 유일의 샌드위치형 조카마치마을
■기츠키 음식
■기쓰키 체험 메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