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  3시간 정도 걸을 예정이므로, 복장과 신발 등을 잘 갖추고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천시에도 행사는 진행됩니다. 우천시에는 비옷 등을 지참해 주십시오.
•  각자의 쓰레기는 돌아가실 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아래의 시설에서는 입장료가 유료입니다. 입장 시에는 입장료를 지불해 

주십시오.
 ⇒  ‘닛코 식물원’, ‘닛코 다모자와 고요테이 기념공원’, ‘닛코 후타라산 신사’, 

‘닛코 도쇼구’,  ‘닛코산 린노지 절’, ‘신쿄 다리’
•  시설에 따라서는 정기 휴일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강 근처는 미끄럽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이벤트의 흐름

나라비지조, 간만가후치, 다이니치바시, 닛코 식물원, 닛코 다모자와 고요테이 기념공원, 닛코 후타라산 신사, 닛코 도쇼구,  닛코산 린노지 절(산부쓰도), 닛코 
후타라산 신사(신쿄 다리)

*증정되는 ‘캔 배지’는 게재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전1]
스마트폰 터치 
볼펜을 증정!
[특전2]
닛코 다모자와 고요테이 기념공원 할인
어른·고등학생 550엔 → 450엔
초·중학생 270엔 → 220엔

이벤트 당일（현지에서 접수）
영어가 가능한 스탭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이킹 출발!
자기만의 하이킹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닛코에 오실 때 편리하고 경제적인 추천 패스ㆍ승차권닛코에 오실 때 편리하고 경제적인 추천 패스ㆍ승차권

닛 코 역 에 서  
출 발 하 는  하 이 킹

닛 코 역 에 서  
출 발 하 는  하 이 킹

닛 코 역 에 서  
출 발 하 는  하 이 킹

참가 방법
‘Ekikara Hiking’(역에서부터 하이킹)이란, 동일본 지역 내에 있는 
각 역에서 그 지역의 역사적인 건물과 풍부한 자연을 음미하면서 
산책하는 누구라도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는 1일 이벤트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이벤트 당일에 현지에서 접수를 마치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닛코역에서 출발하는 하이킹’은 2019년4월20일(토)~6월30일(일)의 기간 중 원하시는 날짜에 참가하실 수 있는 기간형 하이킹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므로 일본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추천 열차

추천 관광지

들러볼 수 있는 관광지 일람

접수한 후 지도를 받는다  
영어 지도도 준비되어 있음.

코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멋진 특전 있음!

2019년4월20일(토)~6월30일(일)일시

9:00～11:30접수시간

JR닛코역／도부닛코역제일 가까운 역

JR닛코역 관광정보 센터접수장소

약 3시간보행시간

약 8km보행거리

무료참가비

각자 지참해 주십시오.

기본 가이드 동반은 없습니다. 각자 지도를 보면서 자유롭게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점심

가이드

하이킹 개요

참가자 전원에게 선물 증정!

오리지널 캔 배지와 하이킹 지도

닛코역 하이킹 한정 참가 특전

MAP

【주의】
・ JR닛코역은 도부닛코역에서 도보로 3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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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닛코선

닛코1호

7:30신주쿠역（영문 전용）

도부닛코역 9:28

발

착

신주쿠역에서
도호쿠 신칸센

‘야마비코(Yamabiko)’125호
도호쿠 신칸센

‘나스노(Nasuno)’253호
도호쿠 신칸센

‘나스노(Nasuno)’255호

8:40

우츠노미야역
（영문 전용）

발 9:30

닛코역（영문 전용） 착 10:149:23

도쿄역에서

7:32도쿄역（영문 전용） 발 8:28

착 9:21

10:20

11:04

9:16

10:098:21

2019년4월 현재.

많은 지장이 한 줄로 늘어서 있는데, 갈 때와 올 때의 
수가 다르다는 설이 있어 ‘바케조(도깨비 지장)’라 
불린다. 세계유산 등의 호화로운 이미지에 비해 ‘또 
하나의 닛코’라 불리는 그윽하고 아름다운 닛코를 
볼 수 있다.

나라비지조 닛코 다모자와 고요테이 기념공원

1899년에 다이쇼 천황(당시 황태자)의 요양지로 지어졌다. 1921
년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1947년에 폐지되기까지 다이쇼 천황을 
비롯해 3대에 걸친 천황 및 황태자가 이용했던 곳이다. 전후 
박물관과 숙박시설, 연수시설로서 사용된 후, 도치기현이 3년에 
걸쳐 수복 및 정비하여 2000년에 기념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닛코산은 1,250여 년 전에 쇼도 고승에 의해 개산(開山)
되었다. 린노지 절의 본당인 ‘산부쓰도(三佛堂)’는 
닛코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목조 건축물로, 천수 관음
(난타이산), 아미타 여래(뇨호산), 마두 관음(다로산)의 
세 불상이 모셔져 있다.

닛코산 린노지 절(산부쓰도)

*증정되는 ‘볼펜’은 게재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록의 간만노미치 길과 세계유산 ‘닛코의 사찰’ 산책
닛코산 개산 이래, 1,25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세계유산 닛코의 

사찰’과 ‘우라닛코’라 불리는 간만노미치 길을 둘러보는 하이킹 코스입니다.

https://www.jreast.co.jp/kr/eastpass_t/index.html
http://www.jreast.co.jp/kr/eastpass_n/index.html
http://www.jreast.co.jp/kr/tokyowidepass/index.html
http://www.jreasthokkaido.com/easthokkaido/kr/
http://www.jreast.co.jp/e/stations/e1039.html
http://www.jreast.co.jp/e/stations/e248.html
http://www.jreast.co.jp/e/stations/e1180.html
http://www.jreast.co.jp/e/stations/e86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