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피서지’ 주젠지코
호숫가를 돌아보는 하이킹

과거에 각국의 외교관을 비롯한 외국인 별장이 늘어선 ‘국제 피서지’로서
번창했던 오쿠닛코, 주젠지코 호숫가를 돌아보는 하이킹 코스입니다.

참가 방법

‘Ekikara Hiking’ (역에서부터 하이킹)이란, 동일본 지역 내에 있는
각 역에서 그 지역의 역사적인 건물과 풍부한 자연을 음미하면서
산책하는,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하이킹 이벤트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이벤트 당일에 현지에서 접수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의 흐름

이벤트 당일（현지에서 접수）

영어가 가능한 스태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MAP

접수한 후 지도를 받는다

영어 지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이킹 출발!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하이킹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 4시간 정도 걸을 예정이므로, 복장과 신발을 잘 갖추고 참가해 주십시오.
• 우천 시에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우천시에는 비옷 등을 지참해 주십시오.
• 각자의 쓰레기는 돌아가실 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아래의 시설에 입장하실 경우에는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입장 시에는
입장료를 지불해 주십시오.
⇒ 도치기현립 닛코 자연박물관(오쿠닛코 인포메이션 센터는 무료), 영국
대사관 별장 기념공원, 이탈리아 대사관 별장 기념공원
• 호숫가 엔치 주변 및 주젠지코 호숫가 보트 하우스에서는 개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행 시 주의해 주십시오.

닛코에 오실 때 편리하고 경제적인 추천 패스ㆍ승차권

하이킹 개요

“‘국제 피서지’ 주젠지코 호숫가를 돌아보는 하이킹”은 2019년 7월 1일(월)~9월 30일(월)의 기간에 참가하실 수 있는 하이킹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므로 일본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2019년 7월 1일(월)~9월 30일(월)

일시

JR닛코역

제일 가까운 역

약 4시간(시설 견학 시간 포함)

보행시간

약 9km

보행거리

기본 가이드 동반은 없습니다.

가이드

추천 열차

도쿄역에서

도쿄역（영문 전용） 발

주젠지 온천

※접수처에서 증정되는 ‘캔 배지’와
‘젓가락’은 게재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지참해 주십시오.

점심

닛코역（영문 전용）

오리지널 노벨티(젓가락)

무료

참가비

（영문 전용）

오리지널 캔 배지와 하이킹 지도

도치기현립 닛코 자연박물관(오쿠닛코 인포메이션 센터)

접수장소

우츠노미야역

참가자 전원에게 선물 증정!

9:00~12:00

접수시간

도호쿠 신칸센
‘야마비코(Yamabiko)’ 201호

도호쿠 신칸센
‘야마비코(Yamabiko)’ 125호

도호쿠 신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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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JR 닛코역은 도부닛코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입니다.
・닛코 1호는 도부철도와의 상호 직통 운전입니다. 재팬 레일 패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별도 요금이 발생되므로 주의하십시오.
(JR동일본∙미나미홋카이도 레일 패스, JR 동일본 패스(도호쿠 지역), JR 동일본 패스 (나가노·니가타 지역), JR 도쿄 와이드 패스로는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관광지

영국 대사관 별장 기념공원

1896년, 당시의 영국 외교관이었던 어니스트 사토가
지었고, 그 후 2008년까지 대사관 별장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관내는 전시관이고 2층 ‘Tea room
미나미요반 Classic’에서는 대사관 셰프의 레시피로
만든 스콘과 홍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쿨 재팬 어워드
2019’를 수상했습니다.

들러볼 수 있는 관광지 일람

닛코1호
7:30

9:28
도부 버스

9:35

10:20
2019년7월 현재.

이탈리아 대사관 별장 기념공원

주젠지코 호숫가 보트 하우스

1928년 건축가인 안토닌 레이먼드의 설계로 지어져
1997년까지 사용되었던 별장으로, 일본풍 디자인을
도입한 삼나무 껍질 벽이 특징입니다. 관내는 별장으로
사용되었던 당시의 모습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외벽을
수리하여 올해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1947년 GHQ의 미국인 스태프 휴양소로서 미국의
강변 리조트를 모델로 지어졌습니다. 호수 위에 자리한
데크가 특징이며, 관내에는 벨기에 왕국 대사관에서
기증받은 보트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도치기현립 닛코 자연박물관(오쿠닛코 인포메이션 센터) ,영국 대사관 별장 기념공원, 이탈리아 대사관 별장 기념공원, 호숫가 엔치, 니시로쿠반엔치,
니시주산반엔치, 주젠지코 호숫가 보트 하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