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

요코제마치（横瀬町 : 요코제 마을）Yokoze town

Shrine

지치부시 관광지
Chichibu city sightseeing spot

1월부터 2월 하순 사이의 추위로
만들어지는 얼음의 예술 '아시가쿠
보의 고드름(あしがくぼの氷柱)'이
유명합니다. 야간 관람에서는 더욱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전원 풍경
'데라사카 다나다(寺坂棚田:계단식
논)'는 7월 초순에 화톳불로 아름
답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초가을에
는 황금 벼 이삭과 석산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자'는
명랑한 원숭이 3마리

지치부시는 도쿄에서 특급열차로 약 8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라카와(荒川)의 청류와 지치부 분지를 중심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꽃들과 하이킹, 물놀이, 캠핑 등 자연을 즐길
수 있으며, 지치부 밤 축제(秩父夜祭), 류세이 축제(龍勢祭), 가와세 축제
(川瀬祭)를 비롯하여 작은 지역 축제까지 1년 내내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어

히쓰지야마（羊山）공원
의 언덕
시바자쿠라（芝桜:꽃잔디）

MAP I-5

공원에 있는 언덕 일대에 9종류, 40만 그루 이상의 꽃잔디가 핍니다.
개화 기간 중인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에 개최되는 시바자쿠라 축제
에는 지치부 명물을 맛볼 수 있는 가게가 많으며, 토산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히쓰지야마 공원으로는 세이부철도 이용 시 '세이부
지치부역(西武秩父駅)', 또는 '요코제역(横瀬駅)'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지치부철도 이용 시 '오하나바타케역(御花畑駅)'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위에 말씀 드린 모든 역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공원이 있습니다.

지치부 뮤즈 파크 은행나무 가로수와 운해（雲海）MAP H-4

지치부 신사（秩父神社）

MAP N-4

기원전 86년에 창건되어 2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사입니다. 닛코 도쇼구(日光東照宮)
와는 반대로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자'는 명랑한 원숭이 3마리와, '용의 조각에 쇠사슬을
감으니 밤마다 나타나던 용이 사라졌다'는 전설이 있는 조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부엉이

호랑이

미쓰미네 신사（三峯神社）
MAP D-6

지치부 축제 회관（秩父まつり会館）

해발 약 1,100m에 위치하며 일본의 전설
속 영웅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日本武尊)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신사로, 본전 조각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사 입구에 신을 지키는 '고마이누(狛犬:
개와 비슷한 상상 속의 동물)'라고 불리는
석상이 있습니다만, 미쓰미네 신사의 경우에
는 늑대이기에 곳곳에 늑대상이 있습니다.

MAP O-4

매년 12월 2일과 3일에 개최되고 있는 지치부 밤 축제(秩父夜祭)를
프로젝션 맵핑과 3D 시어터 등 영상과 음향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장식 수레인 가사보코(笠鉾)와 야타이(屋台)의 전시 외에 지치부 밤
축제의 귀중한 자료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MAP T-12

지치부 후다쇼（札所:사찰）순례ㅤ

이바라키현

애니메이션 성지 순례

구( 舊 )지치부 다리 MAP I-3

지치부가 무대가 된 애니메이션인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와 '마음이 외치고 싶어해'에
등장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축제

군마현

지치부 후다쇼 34곳 관음성지는 1번 사찰
부터 34번 사찰까지 약 100km에 이르며,
도쿄에서 가까워 첫 순례로 방문하기 쉬운
후다쇼(사찰)입니다. 길가에는 한가로운 전원
풍경과 옛날 거리 모습이 펼쳐져 있으며,
순례와 함께 산책도 즐길 수 있습니다.

식사

체험

도치기현

Experience

도쿄도

온천

선

하뉴역
구마가야역

호쿠

리쿠

신칸

센

도부 도조선

구키 시라오카 J.C.T.

가리
사카

고

千葉県

네리마 I.C.

成田国際空港

이케부쿠로역

세이부 이케부쿠로선

도쿄역

하치오지 J.C.T.

成東

東京国際空港（羽田空港）

도쿄역

246

지치부역

오하나바타케역

2분
도보
5분

조에쓰 신칸센

412

413

미나노역

15분

나가토로역

8분

요리이역

20분

지치부역과 세이부 지치부역이 있습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세이부 이케부쿠로선
요코제역

세이부 지치부역

구마가야역

40분

30분

이케부쿠로역

요코하마

50 분

C4 겐오 고속도로

국도140호

140 20 분

나가토로

90분

사야마 히다카 IC.

하나조노 IC.

지치부 지역
국도140호

140

30분

지치부시청 관광과

오가노마치（小鹿野町 : 오가노 마을）Ogano town
일본 100대 명산인 '료카미산(両
神山)'과 일본 폭포 100선인 '마
루가미노타키(丸神の滝)', 그리고
헤이세이(平成) 시대 깨끗한 물
100선인 '비샤몬스이(毘沙門水)',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달리아
공원, 오노우치 백경 고드름(尾ノ
内百景氷柱) 등, 볼거리가 많습
니다. 그리고 가부키의 마을로도
유명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
니다. 풍부한 자연과 전통예술의
숨결이 살아 있는 오가노마치를
꼭 방문해 주십시오!

더욱 편리하게!

전통 가옥 거리(가와고에시)

Metsa Village (한노시)
한노시는 북유럽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Mestsa Village'와 북유럽 동화의
세계관을 즐길 수 있는 '토베 얀손 아케보노
어린이 숲 공원' 등 힐링 공간을 테마로써
관광객에게 알찬 시간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베 얀손: Tove Jansson, 무민 동화의
작가)

가와고에시는 도쿄가 에도(江戸)라고 불리던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줘서 '고에도(小江戸:
작은 에도)'로 불립니다. 전통 가옥 거리 및
도키노카네(時の鐘:종루)와 가시야요코초(菓
子屋横丁:과자집 골목) 등 과거의 정겨운 일본
전통과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10월에 개최
되는 가와고에 축제(川越まつり)의 장식 수레
행사는 지치부 밤 축제와 함께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치부 시내 곳곳에서
Wi-F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마크를 참고하십시오.

지치부 여관업 협동조합

지치부 숙소 안내
숙박시설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숙박하며 지치부 여행을 편안히 즐겨 주십시오.

http://www.yadonet-chichibu.jp/

국도 299호

299 65분

지치부

상쾌한 지치부 자전거 여행

외국어 대응 관광 웹사이트

지치부 QR 여행 안내

과일 따기
지치부에서는 딸기나 블루베리, 포도
등의 과일 따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
다. 딸기 따기는 1월부터 5월까지,
블루베리 따기는 6월부터 8월까지,
포도 따기는 8월부터 10월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https://navi.city.chichibu.lg.jp/travel/ja/

후다쇼(사찰) 순례나 역에서 가까운 골목과 거리를
산책하는 거리 산책과 함께 하이킹도 인기입니다.
풍부한 자연이 전해주는 힐링과 역사와 문화를 피부로
느끼며 상쾌한 여행을 즐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Safety tips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 드립니다!

재난 시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자가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일본 관광청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
니다.

지치부 힐링마을
© 秩父市

류세이 축제
（龍勢祭）MAP G-2

메이플 시럽 상품
지치부 지역에서는 단풍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메이플
시럽 등을 사용한 상품이 대인기입니다.
선물로 추천 드립니다!

토속주
하이킹

외국인 여행자용
재난 시 정보제공
어플

지치부시 공식
인스타그램

6 개 외국어에 대응한 관광정보 웹사이트입니다.

미소포테토
（みそポテト）

지치부에서는 일본술과 와인, 위스키, 소주,
맥주가 만들어지고 있어 술집이나 BAR에서
여유롭게 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3군데의 양조장과 와이너리에서는 술을
만드는 공정을 견학할 수 있으며, 시음 서비스가
제공되어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다채롭습니다.

가와세 축제 (川瀬祭)
매년 7월 19일과 20일에
열리는 어린이 축제입니다.
장식 수레 행사(山車行事:
가사보코와 야타이를 끄는
행사) 외에 미코시(神輿:
신을 모시고 메는 가마)를
아라카와(荒川)의 청류 속
에서 깨끗이 하는 의식(神
輿洗いの儀式)이 행해집니
다. 불꽃놀이도 열려 여름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MAP Q-14

세이부 지치부역 앞에 있는 지치부
관광정보관에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더라도 다른 대여소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지치부 관광협회

감자튀김에 달콤한 미소
된장 소스를 부어서 먹는
지치부 특유의 향토음식
입니다. 지치부시 이미지
캐릭터인 '포테쿠마쿤'은
미소포테토를 너무 많이
먹어 머리에서 미소된장
소스가 흘러나온 것 같습
니다.

이케부쿠로역에서 세이부 지치부역까지
특급열차로 약 80분 걸립니다.

네리마 IC.
E17 간에쓰 고속도로

지치부 뮤즈 파크와 지치부철도
'미쓰미네구치역(三峰口駅)' 주변
에는 액티비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시설이 있습니
다. 대자연 속에서 스릴 만점의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부 도조선

4분

자동차

도키노카네:종루
토베 얀손 아케보노 어린이 숲 공원

자전거 대여

아웃도어 레저

나리타공항 방면

하네다공항 방면

지치부철도

매년 12월 2일과 3일에 열리는 지치부
밤 축제는 일본 3대 히키야마 축제(曳山
祭:장식 수레를 끄는 일본 축제)의 하나
로 꼽힙니다. 웅장한 야타이바야시(屋台
囃子:북, 피리 등을 사용하여 흥을 돋우기
위한 음악)와 함께 20톤이나 되는 호화
찬란한 장식 수레(가사보코와 야타이)를
끄는 광경은 박력 넘칩니다! 성대한 불꽃
놀이가 열려 섣달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지치부의 명물이라고 하면 '와라지카츠'입니다. 돈까스 2개가
같이 있는 모습을 와라지(草鞋:짚신과 비슷한 신발) 1켤레에
빗대어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우선 돈까스 1개를 뚜껑에 담아
놓고 덮밥 안에 남은 돈까스를 먹기 시작하는 것이 올바르게
먹는 방법입니다. 달짝지근한 특제 소스가 튀김옷에 스며들어
맛이 좋습니다.

사야마 히다카 I.C.

山梨県

가와고에시

한노시

가고 싶은 지치부 찾았다!

와라지카츠（わらじかつ）

반
오미야역

가와고에역

히가시한노역
한노역
오메 I.C.

지치부 밤 축제（秩父夜祭）

도
속

겐
C4
쓰루가시마 J.C.T.

140

터널

つくばJCT

도로

속
오고

조

299

쓰·

E6

하나조노 I.C.
요리이역
미나노역
지치부역
지치부철도
JR 하치코선
요코제역
오하나바타케역

조에

에도(江戸) 시대부터 지치부에 유명한
온천이 7군데 있어 '지치부 7탕(秩父
七湯)'이라 불렸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습니다.
현재도 당일치기 온천을
茨城空港
비롯하여 다양한 수질의 온천여관이
있어 힐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
하고 있습니다.

소바 (메밀국수)
쌀의 생산량이 적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주로 소바와 우동을 먹었습니
다. 지금도 만드는 방법과 쯔유(장국)에
신경을 쓰는 가게가 많이 있으며, 소바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
다.

로

나가토로역

미쓰미네구치역
세이부 지치부역

칸센

호쿠

사키

고속

도호
쿠신

쓰

다카

도로

미나노 요리이 유료도로

友部

로
고속도

후지오카 J.C.T.

JR

간에

지치부시

https://navi.city.chichibu.lg.jp/

E4 도

E17

SAITAMA

요코제마치

지치부시 관광정보는 여기서 체크!

지바현

E18 조신에쓰 고속도로

전철

Festival

가나가와현

다카사키

미나노마치

지치부 관광안내

4

長野県

Food

나리타공항

시즈오카현

구마가야시
나가토로마치

FREE Wi-Fi

하네다공항

후지산

지치부시와 이웃한 4개 마을은 지치부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하며,
옛날부터 문화적으로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CHICHIBU OMOTENASHI

사이타마현

야마나시현

지치부 지역의 4개 마을

（요코제마치·미나노마치·나가토로마치·오가노마치）

나가토로마치의 매력은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경관입니다.
나가토로 계곡의 중심지인 '이와다타
미(岩畳:암석이 겹겹으로 쌓여 있는
곳)'는 국가 명승으로 지정돼 있으며,
'뱃놀이(川下り)'가 유명합니다. 일본
전통의 배를 타고 물 한가운데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그야말로 절경입니
다! 대자연 속에서 경험하는 뱃놀이
는 당신에게 최고의 힐링을 선사할
것입니다.

山路を登りながら
지치부
관광을

이바라키공항
지치부시

지치부 온도(秩父音頭:지치부 지역
축제에서 흥을 돋우기 위한 노래와
춤)의 발상지인 미나노마치는 자연
을 활용한 관광지가 있어 계절별로
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5월 중순
부터 6월 초순에 파란 하늘을 배경
으로 피는 개양귀비 꽃밭은 '덴쿠노
포피(天空のポピー:천공의 개양귀비
꽃밭)'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에 따라 미노야마(美の山) 공원에서
운해를 볼 수 있어, 그 광경은 절경
입니다! 꼭 방문해 주십시오!

나가토로마치（長瀞町 : 나가토로 마을）Nagatoro town

◀새끼를 기르는

미소쓰치의 고드름
( 三十槌の氷柱 )

사이타마현에서 유일의 국보 건축물로 알려진 '쇼덴도(聖天堂)'는 외벽 전체에 정교한
조각이 있어 바라보면 압도될 만큼 박력이 넘치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메누마 쇼덴잔
(妻沼聖天山)의 경내에는 쇼덴도 이외에도 장식 조각이 일품인 기소몬(貴惣門)과 가장
오래된 건축인 주몬(中門) 등 귀중한 건축물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오가노마치

▲북극성을 바라보는

지치부 메이센관은 국가 등록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양잠업으로 번창한 지치부
비단인 '지치부 메이센'이 만들어지는 공정을
볼 수 있습니다. 코스터(컵받침)를 만드는
손베틀과 쪽 염색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쇼덴잔 간기인 쇼덴도（聖天山歓喜院聖天堂:구마가야시）

미나노마치（皆野町 : 미나노 마을）Minano town

전망대와 미끄럼틀, 분수, 수영장, 카페, 펜션 등이
있는 대규모 공원입니다. 약 3km에 이르는 산책로
에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어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든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전망대
에서는 날씨에 따라 운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치부 메이센관
（ちちぶ銘仙館）

지치부시 주변 관광지

매년 10월 둘째 일요일에 무쿠 신사(椋神社)
연례의 큰 축제에 봉헌하는 행사로, 류세이
(龍勢)라고 하는 현지 주민들이 직접 만든
로켓을 쏘아 올리는 박력 있는 축제입니다.
멋지게 쏘아 올려진 류세이는 그야말로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국가 중요무형민속문화재)

관광뿐만 아니라 체험과 토산품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hichibuji.gr.jp/
D：요시다 방면행
Y：요코제 방면행
K・N：우라야마 도키와바시행

세이부 지치부역 앞

5

5번 승강장

3번 승강장

3

1번 승강장

H：와도쿠로야역행
M：미쓰미네 신사행(급행)
·나카쓰가와행

6

6번 승강장

지치부 지역 관광공사

우연한 만남과 교류가 있는 지치부

4번 승강장

4

2번 승강장

페이스북도 보십시오.

G：오가노 차고·구리오행

2

T：미나노역행
T：사다미네토게 방면행
파출소

P1：뮤즈 파크 방면(순회버스)

P2：료카미 온천 야쿠시노유행

이웃 마을을 포함한 지치부 지역 관광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hichibu-omotenashi.com/

지치부 관광정보관

1

택시 승강장
1

2
5

3
6

세이부 관광버스

마쓰리노유
4

오가노마치 마을버스

세이부 지치부역

세이부 관광버스
영업소

세이부 지치부선

신사

Shrine

지치부시 관광지

Chichibu city sightseeing spot

요코제마치（横瀬町 : 요코제 마을）Yokoze town
1월부터 2월 하순 사이의 추위로
만들어지는 얼음의 예술 '아시가쿠
보의 고드름(あしがくぼの氷柱)'이
유명합니다. 야간 관람에서는 더욱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전원 풍경
'데라사카 다나다(寺坂棚田:계단식
논)'는 7월 초순에 화톳불로 아름
답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초가을에
는 황금 벼 이삭과 석산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자'는
명랑한 원숭이 3마리

지치부시는 도쿄에서 특급열차로 약 8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라카와(荒川)의 청류와 지치부 분지를 중심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꽃들과 하이킹, 물놀이, 캠핑 등 자연을 즐길
수 있으며, 지치부 밤 축제(秩父夜祭), 류세이 축제(龍勢祭), 가와세 축제
(川瀬祭)를 비롯하여 작은 지역 축제까지 1년 내내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어

히쓰지야마（羊山）공원
의 언덕
시바자쿠라（芝桜:꽃잔디）

MAP I-5

공원에 있는 언덕 일대에 9종류, 40만 그루 이상의 꽃잔디가 핍니다.
개화 기간 중인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에 개최되는 시바자쿠라 축제
에는 지치부 명물을 맛볼 수 있는 가게가 많으며, 토산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히쓰지야마 공원으로는 세이부철도 이용 시 '세이부
지치부역(西武秩父駅)', 또는 '요코제역(横瀬駅)'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지치부철도 이용 시 '오하나바타케역(御花畑駅)'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위에 말씀 드린 모든 역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공원이 있습니다.

지치부 뮤즈 파크 은행나무 가로수와 운해（雲海）MAP H-4

지치부 신사（秩父神社）

MAP N-4

기원전 86년에 창건되어 2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사입니다. 닛코 도쇼구(日光東照宮)
와는 반대로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자'는 명랑한 원숭이 3마리와, '용의 조각에 쇠사슬을
감으니 밤마다 나타나던 용이 사라졌다'는 전설이 있는 조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부엉이

호랑이

미쓰미네 신사（三峯神社）
MAP D-6

지치부 축제 회관（秩父まつり会館）

해발 약 1,100m에 위치하며 일본의 전설
속 영웅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日本武尊)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신사로, 본전 조각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사 입구에 신을 지키는 '고마이누(狛犬:
개와 비슷한 상상 속의 동물)'라고 불리는
석상이 있습니다만, 미쓰미네 신사의 경우에
는 늑대이기에 곳곳에 늑대상이 있습니다.

MAP O-4

매년 12월 2일과 3일에 개최되고 있는 지치부 밤 축제(秩父夜祭)를
프로젝션 맵핑과 3D 시어터 등 영상과 음향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장식 수레인 가사보코(笠鉾)와 야타이(屋台)의 전시 외에 지치부 밤
축제의 귀중한 자료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MAP T-12

지치부 후다쇼（札所:사찰）순례ㅤ

이바라키현

애니메이션 성지 순례

구( 舊 )지치부 다리 MAP I-3

지치부가 무대가 된 애니메이션인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와 '마음이 외치고 싶어해'에
등장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축제

군마현

지치부 후다쇼 34곳 관음성지는 1번 사찰
부터 34번 사찰까지 약 100km에 이르며,
도쿄에서 가까워 첫 순례로 방문하기 쉬운
후다쇼(사찰)입니다. 길가에는 한가로운 전원
풍경과 옛날 거리 모습이 펼쳐져 있으며,
순례와 함께 산책도 즐길 수 있습니다.

식사

체험

도치기현

사이타마현

도쿄도

야마나시현

Experience

나리타공항

온천

사키

선

쓰·

호쿠

리쿠

신칸

센

도부 도조선

구키 시라오카 J.C.T.

가리
사카

네리마 I.C.

成田国際空港

이케부쿠로역
도쿄역

하치오지 J.C.T.

成東

東京国際空港（羽田空港）

지치부역

2분
도보
5분

조에쓰 신칸센

412

도쿄역

246

오하나바타케역

미나노역

15분

나가토로역

8분

요리이역

20분

지치부역과 세이부 지치부역이 있습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세이부 이케부쿠로선
요코제역

세이부 지치부역

구마가야역

40분

30분

이케부쿠로역

요코하마

50 분

C4 겐오 고속도로

국도140호

140 20 분

나가토로

90분

사야마 히다카 IC.

하나조노 IC.

지치부 지역
국도140호

140

30분

지치부시청 관광과

오가노마치（小鹿野町 : 오가노 마을）Ogano town
일본 100대 명산인 '료카미산(両
神山)'과 일본 폭포 100선인 '마
루가미노타키(丸神の滝)', 그리고
헤이세이(平成) 시대 깨끗한 물
100선인 '비샤몬스이(毘沙門水)',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달리아
공원, 오노우치 백경 고드름(尾ノ
内百景氷柱) 등, 볼거리가 많습
니다. 그리고 가부키의 마을로도
유명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
니다. 풍부한 자연과 전통예술의
숨결이 살아 있는 오가노마치를
꼭 방문해 주십시오!

더욱 편리하게!

전통 가옥 거리(가와고에시)

Metsa Village (한노시)
한노시는 북유럽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Mestsa Village'와 북유럽 동화의
세계관을 즐길 수 있는 '토베 얀손 아케보노
어린이 숲 공원' 등 힐링 공간을 테마로써
관광객에게 알찬 시간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베 얀손: Tove Jansson, 무민 동화의
작가)

가와고에시는 도쿄가 에도(江戸)라고 불리던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줘서 '고에도(小江戸:
작은 에도)'로 불립니다. 전통 가옥 거리 및
도키노카네(時の鐘:종루)와 가시야요코초(菓
子屋横丁:과자집 골목) 등 과거의 정겨운 일본
전통과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10월에 개최
되는 가와고에 축제(川越まつり)의 장식 수레
행사는 지치부 밤 축제와 함께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치부 시내 곳곳에서
Wi-F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마크를 참고하십시오.

지치부 여관업 협동조합

지치부 숙소 안내
숙박시설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숙박하며 지치부 여행을 편안히 즐겨 주십시오.

http://www.yadonet-chichibu.jp/

국도 299호

299 65분

지치부

상쾌한 지치부 자전거 여행

외국어 대응 관광 웹사이트

지치부 QR 여행 안내

과일 따기
지치부에서는 딸기나 블루베리, 포도
등의 과일 따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
다. 딸기 따기는 1월부터 5월까지,
블루베리 따기는 6월부터 8월까지,
포도 따기는 8월부터 10월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https://navi.city.chichibu.lg.jp/travel/ja/

후다쇼(사찰) 순례나 역에서 가까운 골목과 거리를
산책하는 거리 산책과 함께 하이킹도 인기입니다.
풍부한 자연이 전해주는 힐링과 역사와 문화를 피부로
느끼며 상쾌한 여행을 즐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Safety tips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 드립니다!

재난 시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자가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일본 관광청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
니다.

지치부 힐링마을
© 秩父市

류세이 축제
（龍勢祭）MAP G-2

메이플 시럽 상품
지치부 지역에서는 단풍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메이플
시럽 등을 사용한 상품이 대인기입니다.
선물로 추천 드립니다!

토속주
하이킹

외국인 여행자용
재난 시 정보제공
어플

지치부시 공식
인스타그램

6 개 외국어에 대응한 관광정보 웹사이트입니다.

미소포테토
（みそポテト）

지치부에서는 일본술과 와인, 위스키, 소주,
맥주가 만들어지고 있어 술집이나 BAR에서
여유롭게 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3군데의 양조장과 와이너리에서는 술을
만드는 공정을 견학할 수 있으며, 시음 서비스가
제공되어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다채롭습니다.

가와세 축제 (川瀬祭)
매년 7월 19일과 20일에
열리는 어린이 축제입니다.
장식 수레 행사(山車行事:
가사보코와 야타이를 끄는
행사) 외에 미코시(神輿:
신을 모시고 메는 가마)를
아라카와(荒川)의 청류 속
에서 깨끗이 하는 의식(神
輿洗いの儀式)이 행해집니
다. 불꽃놀이도 열려 여름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MAP Q-14

세이부 지치부역 앞에 있는 지치부
관광정보관에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더라도 다른 대여소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지치부 관광협회

감자튀김에 달콤한 미소
된장 소스를 부어서 먹는
지치부 특유의 향토음식
입니다. 지치부시 이미지
캐릭터인 '포테쿠마쿤'은
미소포테토를 너무 많이
먹어 머리에서 미소된장
소스가 흘러나온 것 같습
니다.

이케부쿠로역에서 세이부 지치부역까지
특급열차로 약 80분 걸립니다.

네리마 IC.
E17 간에쓰 고속도로

지치부 뮤즈 파크와 지치부철도
'미쓰미네구치역(三峰口駅)' 주변
에는 액티비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시설이 있습니
다. 대자연 속에서 스릴 만점의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부 도조선

4분

자동차

도키노카네:종루
토베 얀손 아케보노 어린이 숲 공원

자전거 대여

아웃도어 레저

나리타공항 방면

하네다공항 방면

413

매년 12월 2일과 3일에 열리는 지치부
밤 축제는 일본 3대 히키야마 축제(曳山
祭:장식 수레를 끄는 일본 축제)의 하나
로 꼽힙니다. 웅장한 야타이바야시(屋台
囃子:북, 피리 등을 사용하여 흥을 돋우기
위한 음악)와 함께 20톤이나 되는 호화
찬란한 장식 수레(가사보코와 야타이)를
끄는 광경은 박력 넘칩니다! 성대한 불꽃
놀이가 열려 섣달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로

千葉県

세이부 이케부쿠로선

지치부철도

지치부 밤 축제（秩父夜祭）

지치부의 명물이라고 하면 '와라지카츠'입니다. 돈까스 2개가
같이 있는 모습을 와라지(草鞋:짚신과 비슷한 신발) 1켤레에
빗대어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우선 돈까스 1개를 뚜껑에 담아
놓고 덮밥 안에 남은 돈까스를 먹기 시작하는 것이 올바르게
먹는 방법입니다. 달짝지근한 특제 소스가 튀김옷에 스며들어
맛이 좋습니다.

사야마 히다카 I.C.

山梨県

가와고에시

한노시

가고 싶은 지치부 찾았다!

와라지카츠（わらじかつ）

고
오미야역

가와고에역

히가시한노역
한노역
오메 I.C.

소바 (메밀국수)
쌀의 생산량이 적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주로 소바와 우동을 먹었습니
다. 지금도 만드는 방법과 쯔유(장국)에
신경을 쓰는 가게가 많이 있으며, 소바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
다.

도
속

겐
C4
쓰루가시마 J.C.T.

140

터널

つくばJCT

도로

속
오고

반

299

조에

조

하나조노 I.C.
요리이역
미나노역
지치부역
지치부철도
JR 하치코선
요코제역
오하나바타케역

미쓰미네구치역
세이부 지치부역

칸센

하뉴역
구마가야역

나가토로역

에도(江戸) 시대부터 지치부에 유명한
온천이 7군데 있어 '지치부 7탕(秩父
七湯)'이라 불렸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습니다.
현재도 당일치기 온천을
茨城空港
비롯하여 다양한 수질의 온천여관이
있어 힐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
하고 있습니다.

E6

고속

도호
쿠신

쓰

다카

도로

미나노 요리이 유료도로

友部

로
고속도

JR

간에

지치부시

https://navi.city.chichibu.lg.jp/

호쿠

E17

후지오카 J.C.T.

전철

Festival

SAITAMA

요코제마치

지치부시 관광정보는 여기서 체크!

E4 도

E18 조신에쓰 고속도로

미나노마치

지치부 관광안내

4

長野県

Food

지바현

다카사키

구마가야시
나가토로마치

FREE Wi-Fi

가나가와현

시즈오카현

지치부시와 이웃한 4개 마을은 지치부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하며,
옛날부터 문화적으로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CHICHIBU OMOTENASHI

하네다공항

후지산

지치부 지역의 4개 마을

（요코제마치·미나노마치·나가토로마치·오가노마치）

나가토로마치의 매력은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경관입니다.
나가토로 계곡의 중심지인 '이와다타
미(岩畳:암석이 겹겹으로 쌓여 있는
곳)'는 국가 명승으로 지정돼 있으며,
'뱃놀이(川下り)'가 유명합니다. 일본
전통의 배를 타고 물 한가운데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그야말로 절경입니
다! 대자연 속에서 경험하는 뱃놀이
는 당신에게 최고의 힐링을 선사할
것입니다.

山路を登りながら
지치부
관광을

이바라키공항
지치부시

지치부 온도(秩父音頭:지치부 지역
축제에서 흥을 돋우기 위한 노래와
춤)의 발상지인 미나노마치는 자연
을 활용한 관광지가 있어 계절별로
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5월 중순
부터 6월 초순에 파란 하늘을 배경
으로 피는 개양귀비 꽃밭은 '덴쿠노
포피(天空のポピー:천공의 개양귀비
꽃밭)'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에 따라 미노야마(美の山) 공원에서
운해를 볼 수 있어, 그 광경은 절경
입니다! 꼭 방문해 주십시오!

나가토로마치（長瀞町 : 나가토로 마을）Nagatoro town

◀새끼를 기르는

미소쓰치의 고드름
( 三十槌の氷柱 )

사이타마현에서 유일의 국보 건축물로 알려진 '쇼덴도(聖天堂)'는 외벽 전체에 정교한
조각이 있어 바라보면 압도될 만큼 박력이 넘치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메누마 쇼덴잔
(妻沼聖天山)의 경내에는 쇼덴도 이외에도 장식 조각이 일품인 기소몬(貴惣門)과 가장
오래된 건축인 주몬(中門) 등 귀중한 건축물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오가노마치

▲북극성을 바라보는

지치부 메이센관은 국가 등록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양잠업으로 번창한 지치부
비단인 '지치부 메이센'이 만들어지는 공정을
볼 수 있습니다. 코스터(컵받침)를 만드는
손베틀과 쪽 염색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쇼덴잔 간기인 쇼덴도（聖天山歓喜院聖天堂:구마가야시）

미나노마치（皆野町 : 미나노 마을）Minano town

전망대와 미끄럼틀, 분수, 수영장, 카페, 펜션 등이
있는 대규모 공원입니다. 약 3km에 이르는 산책로
에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어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든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전망대
에서는 날씨에 따라 운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치부 메이센관
（ちちぶ銘仙館）

지치부시 주변 관광지

매년 10월 둘째 일요일에 무쿠 신사(椋神社)
연례의 큰 축제에 봉헌하는 행사로, 류세이
(龍勢)라고 하는 현지 주민들이 직접 만든
로켓을 쏘아 올리는 박력 있는 축제입니다.
멋지게 쏘아 올려진 류세이는 그야말로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국가 중요무형민속문화재)

관광뿐만 아니라 체험과 토산품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hichibuji.gr.jp/
D：요시다 방면행
Y：요코제 방면행
K・N：우라야마 도키와바시행

세이부 지치부역 앞

5

5번 승강장

3번 승강장

3

1번 승강장

H：와도쿠로야역행
M：미쓰미네 신사행(급행)
·나카쓰가와행

6

6번 승강장

지치부 지역 관광공사

우연한 만남과 교류가 있는 지치부

4번 승강장

4

2번 승강장

페이스북도 보십시오.

G：오가노 차고·구리오행

2

T：미나노역행
T：사다미네토게 방면행
파출소

P1：뮤즈 파크 방면(순회버스)

P2：료카미 온천 야쿠시노유행

이웃 마을을 포함한 지치부 지역 관광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hichibu-omotenashi.com/

지치부 관광정보관

1

택시 승강장
1

2
5

3
6

세이부 관광버스

마쓰리노유
4

오가노마치 마을버스

세이부 지치부역

세이부 관광버스
영업소

세이부 지치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