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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자연미식・토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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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기현



웅대한 자연에 둘러싸인 시오바라와 

이타무로는 헤이안 시대에 발견된 

유서 깊은 온천지입니다.

온천뿐만 아니라 사계절의 절경과 미식, 

액티비티까지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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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초월하여 사랑받고 있는 역사 깊은 두 개의 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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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바라 온천

이타무로 온천

시오바라의 계곡미 
현수교와 폭포 순례

이타무로의 대자연 산책

계절을 즐길 수 있는 절경&이벤트

나스시오바라시 관광MAP

액티비티

구로이소

니시나스노

놀이·쇼핑

나스시오바라 명물 맛집·

시오바라 온천의 시작은 서기 806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로부터 많은 여행객들의 심신을 달래는 치유온천이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시오바라 신작로 

개통과 철도 정비로 더욱더 많은 

문인과 귀족들이 방문하게 되었고, 

다이쇼 시대에는 시오바라 황실 

저택을 이용하는 황족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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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 온천
생활습관병에도 좋습니다!
모세혈관 확장 작용으로 혈액순환 개선!

산성 온천
아름다운 피부를 재생!
살균, 해독 작용으로 만성 피부병 치료에 효과적!

황산염 온천
상처에 좋습니다!
보습과 탄력을 강화하여 부드러운 피부로!

염화물 온천
뛰어난 보온 효과!
소금의 살균 효과로 상처에도 좋고, 피부미용 효과까지!

탄산수소염 온천
목욕 후에는 상쾌!
피부를 매끈하게 해주는 피부미용의 온천수!

단순 온천
피부가 반들반들!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온천성분.

고를 수 있어서 더 즐거운 6가지 온천성분♪
시오바라 온천에서는 일본에 존재하는 10가지 온천성분 중 

6가지 각각 다른 효능을 가진 온천성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풍부！
피부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매끈하게 해주는 미백 성분.피부의 세라마이드를 조절하는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시오바라 온천에 있는 대부분의 온천이 메타규산 50mg 이상, 그 중 90%가 메타규산을 100mg 이상 함유하고 있는 '피부미용 요소'가 풍부한 온천입니다.

천연보습 피부미용 성분
 '메타규산'이란?

여성에게 추천! 매끈한 피부♪

시오바라 온천시오바라 온천시오바라 온천시오바라 온천
~웅대한 계곡미와 다양한 온천을 럭셔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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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년 이상의 역사

사계절 계곡미를 뽐내는 호키가와를 따라 동서로 9㎞, 남북으로 4km 펼쳐진 곳에 11개의 온천이 있는 시오바라 온천.

원천의 수는 도치기현 전체의 1/4을 차지하는 150여개에 달하며 분출량 역시 1분당 10,000리터로 풍부합니다.

또한, 온천의 색이나 성분도 다양하여 '3대 미인 온천성분'으로 유명한 탄산수소염, 황산염, 유황 온천이 모두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피부에 맞는 온천을 골라 즐기는 재미가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온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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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바라 온천 하나노유
시오바라모노가타리칸

사적 종유동 겐잔쿠쓰 덴구이와
시오바라 온천 윳포노사토윳포노사토의 문학비나쓰메 소세키, 나가츠카 타카시, 무로우 사이세이（ ）

（ ）

다니자키 준이치로 문학비
오누마 공원

헌터 마운틴 시오바라

구레나이노쓰리바시(주홍색 현수교)시오바라하치만구

센진이와 현수교
시오바라 온천 방문객 센터

하코노모리 플레이파크
고노하 화석 박물관

덴노노마 기념공원

류카노타키

묘운지묘운지의 문학비나쓰메 소세키, 오자키 고요, 사이토 모키치, 다니자키 준이치로, 야마오카 소하치 등

다이쇼 천황과 황족들이 피서지로 이용했던 시오바라 
황실 저택 중심부의 거처를 마을 사람들이 경애의 
뜻을 담아 '덴노노마'라고 불렀습니다.
덴노노마는 건축 당시의 모습 그대로 이축되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원시간: 9:00~17:00 ※동절기에는 16:30까지
●휴원일: 수요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날 휴무
●입장료: 어른 200엔, 　　　　 초, 중학생, 65세 이상, 장애인 100엔
●TEL: 0287-32-4037

덴노노마 기념 공원건물에 새겨진 역사를 느끼다

현 지정문화재

문화·역사
즐기기

온천만 있는
 것이 아닙니

다!

시오바라의 맛, 호키가와 강변의 사계절 경치·역사를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입니다.자료전시실에서는 메이지, 다이쇼 시대를 중심으로 
문인묵객의 문학작품과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8:30~18:00(연중무휴)
●입장료: 무료(자료전시실만 유료) 　※자료전시실 300엔, 초・중학생, 65세 이상, 장애인 200엔
●TEL: 0287-32-4000(시오바라 온천 관광협회)

시오바라 모노가타리칸이야기(모노가타리)는 만남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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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바라의 피부미용에 좋은 5개 온천수를 
혼합한 원천 100%의 화장수입니다.
특수노즐을 통해 분사되는 미세한 입자는 
메이크업 위에 뿌려도 보습이 가능하며, 
집에서도 시오바라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내용량 80g
●가격 1,200엔(세금 별도)※나스시오바라시 관광국, 시오바라 모노가타리칸, 시내 료칸에서 판매 중.

절찬리 판매중

온천 미스트로 산뜻한 아침
을

환상적인 가가미이케를 바라보며 족욕을 즐기는 여유로운 시간♪
길이 60m의 일본 최대급 족욕탕에는 크고 작은 포석이 
깔려 있어 지압을 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지 내에는 온천수를 직접 마실 수 있는 음천당이 
설치되어 있어 지쳐있는 위장을 체내에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개관 시간: 9:00~18:00 ※동절기에는 17:00까지
●휴관일: 매주 목요일
●입장료: 어른 200엔                    초·중학생 100엔
●TEL: 0287-32-3101

일본 최대급의 족욕탕에서 리프레시
시오바라 온천 윳포노사토족욕

추천 
당일치기 온천 시오바라 온천 하나노유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부담 없이 들를 
수 있는 탄산수소염 온천의 당일치기 
온천시설입니다.
릴랙스룸과 파우더룸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영업시간: 10:00~21:00 ※입장마감 20:30
●정기 휴일: 월요일 ※공휴일일 경우는 다음날 휴무
●입욕료: 중학생 이상 700원,    　　　 초등학생, 65세 이상, 장애인 300엔
●TEL: 0287-31-1058 경내에는 수령 1500년을 자랑하는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사카사스기'가 있습니다.

시오바라 제일의 파워스폿시오바라하치만구(사카사스기)신사

화산활동으로 생긴 50m 길이의 종유동. 150점의 
무구를 견학할 수 있는 자료관도 갖추고 있습니다. 
갑옷차림으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TEL：0287-32-2338

시오바라 역사 탐방 겐지의 피신 암굴
사적 종유동 겐산쿠쓰역사

원내의 지층에서 발굴된 약 30만 년 전의 동식물 
화석과 광물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TEL：0287-32-2052

화석 깨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코노하 화석 박물관역사

요사노 아키코 부부가 

방문했던 류카노타키

온천에 대한 감사와 시오바라의 오랜 
번영을 기원하는 전통 행사입니다. 
모토유의 원천에서 떠온 '고신유(御神
湯)'를 시오바라하치만구에 봉납하고 
'분탕 의식'을 치릅니다.

향수를 자아내는 시오바라 주이치토의 비밀스러운 마쓰리
시오바라 온천 고시키유 마쓰리마쓰리

오자키 고요 문학비 나쓰메 소세키 문학비
많은 문인들이 시오바라에 방문하여 많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시오바라에는 곳곳에 작품을 새긴 문학비가 70여개나 있습니다.

부지 내에는 온천수를 
마실 수 있는 음천당까지!

시오바라 온천 미스트시오바라 온천 미스트

해당 지구: '오아미', '후쿠와타', '시오가마', '하타오리', '몬젠', '후루마치', '나카시오바라', '가미시오바라'

시오바라 온천은 

총 일곱 색깔의 온천수가 

나와 '온천의 보석함'이

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화려합니다.

칠색온천을
즐겨보세요

온천의 보석
함

사이토 모키치, 야마오카 소하치, 

다니자키 준이치로 등 유명한 

문인들이 찾았던 시오바라 온천.

당시의 정취를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사적과 문학비를 둘러보며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구: '시오노유'

해당 지구: '모토유' 해당 지구: '모토유'

해당 지구: '후쿠와타'해당 지구: '시오노유'

해당 지구: '신유'

투명투명옅은 먹색옅은 먹색

유백색유백색

검은색검은색 녹백색

황금색다갈색다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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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성분은 주로 무색투명한 알칼리성 단순 온천으로 탕 온도는 약 40도입니다.

자극이 적은 촉촉한 온천에서 여유롭게 몸을 데울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즐길 수 있는 편안함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온천 이용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1971년에는 

환경성 지정 '국민보양온천지'가 되었습니다.

폲�빦큲�삲핂쿊줂않�칺핂�뽆퓮�폶�
Ӫ5&-�������������

짵훒픒� 쭧핯몮� 컪� 핖쁢� 캏�옪�
푣혾펞� 좆픒� 샂믆쁢� 핂�줂옪�
폶�픦� 솓핞헏핆� 핓푣쩣핓삖삲��
많킂�쭎믊펞컪�짪븫밚힎�쿦팣핂�
핟푷펺� 잞삶픦� 졶켆뫎밚힎�
팯쿪핂�홙팒힟삖삲��줂읜핂빦�
읺�슿픦�뫎헖�펞��뫊많�
핖삲몮�삖삲�

핂�줂옪�폶�픦�헒��핓푣쩣�삲�퓮튾빦뽆퓮폶�
폩빮쭎��푢퍟맫펞�

샎핆믾�

'시모쓰케의 약탕'으로 친숙한 

깊은 산간에 고요하게 자리한 

이타무로 온천.

전통의 정서와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최근에는 모던한 료칸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그리움과 새로움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치유온천 

마을입니다.

휴식을 위해 찾은 고객이 여유롭고 느긋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실내복이 준비되어 있거나, 베개를 선택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식 치유온천 스타일입니다.

샎샎옪�핂펂혆�폶�폶�핳픦�펻칺샎샎옪�핂펂혆�폶�폶�핳픦�펻칺

쩮맪읊�몮읊�쿦�핖쁢�
쿧콚솒�핖킃삖삲Ԓ

최근 이타무로 온천에는 다양한 현대 미술 작품이 곳곳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창고미술관은 '스가 기시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어 

그 매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맪컿�뻦�쁢�샎�짆쿮픦�켆몒맪컿�뻦�쁢�샎�짆쿮픦�켆몒

�몮짆쿮뫎	맞캏픎��펂옪잚�많쁳젾�폖퍋헪옪�풂폏쇷삖삲
խխ��펂펞컪쁢�큲많�믾킪폲많�헪핟��맪픦�헣풞픦�컲�짆쿮솒�맞캏�쿦�핖킃삖삲�
խխխխխխխխխխխխխխխխխխխխխ������������������������������������������������� Ӫ맪���잲핊������_�����խӪ푢믖���졓����펢խӪ킮���핂�줂옪�폶��삲핂��퍊�5&-��������������

뻡픎�멚킲뫊�킫샇핂�퐒찒쇦펂�
핖픊젾�펺믾펞컪솒�튾빦뽆퓮읊�
��쿦�핖킃삖삲�
Ӫ폏펓킪맒�խ<�_��풢>������_�����խ<��_�풢>������_�����
Ӫ헣믾핊��뼅ퟆ�훊�쿦푢핊խ	뫃핊핊�몋푾쁢�삲픚빮�줂
խ�����_���
Ӫ핓푣욚��컿핆����펢
Ӫ5&-��������������

묻많�슿옫�퓮줆핺

추천 
당일치기 온천 핂�줂옪�멞�뽆퓮�믆읾�믆읾

믾풞콚펞컪�콚풞픒�헏픎�빦줂픒�줊펞� 샂믆졂� 홙픎� 핊핂� 캫밂삲몮�삖삲����샎�믾풞헪�펞컪쁢��많힎�졶숞읊�짢�삖삲�

핂�줂옪�폶��_폶���짾_
이타무로 온천 주변에는 3개의 치유 기원소가 있으며, 각각 다른 효험이 있습니다.핂�줂옪�폶���샎�믾풞

핊쫆�퓮짷팢���읺쫆�삺믾�풂솧
펺컿픒� 짾엲쁢� 핂�줂옪�폶�펞쁢� 퓮짷팢� 쿦쿮픒� 짩픎�쭒슲핂� 훊퓒� 킪컮픒� 픦킫힎�팘멚� 믾� 퓒펺� �핓푣쫃�핂�훎찒쇦펂�핖킃삖삲�

콚풞픒� 헏픎� 빦줂픎� 졶숞��풚컪�뫃퍟삖삲�
Ӫ핊킪���풢�헪��쏞쁢�헪�핊푢핊Ӫ핳콚��빦�많퐎���쭎힎

�샎�믾풞헪�폲��팒멚

많몮핂퐎�킮칺�։�풢

핂�줂옪�폶���샎�믾풞헪�_�풢
핂�줂옪�폶��킮칺��։��풢

믾뽆잖��힎핳쫂캂�։�풢믾뽆잖��힎핳쫂캂Ӣ핞뼎�믾풞 많몮핂퐎�킮칺
˟힎힒픦�폏픊옪�핺쁢�쾒�훟
Ӣ퓮짷팢��퓮�믾풞 핂�줂옪�폶��킮칺Ӣ뫎헖폊�킮몋���퓮�믾풞

풚큲�숦얺쫂믾�

쭎짆푷� 컿쭒핂� 쭎몮� �맞핂� 홙픎�
팚�읺컿� 삶쿪� 폶�픦� 풞�� �����
핳쿦핓삖삲�� 짷쭎헪빦� 컿쭒핂�
�많쇦펂�핖힎�팘킃삖삲��젢핂�펓�헒핂빦�
쿦헣�핊캏헏핆�쫂킃펞�칺푷�쫂켆푢�
●뺂푷얗���H
●많멷�����펢	켆믖�쪒솒
˟빦큲킪폲짢않킪� 뫎뫟묻� 킪폲짢않�졶뽆많�읺��킪뺂�욚�펞컪�잲�훟�

온천 미스트로 숙면을

헖�읺�잲훟

이타무로 온천이타무로 온천이타무로 온천이타무로 온천
온천문화 생활문화 그리고 예술문화를 맛보다

핂�줂옪�폶��짆큲핂�줂옪�폶��짆큲



빧����N픦�킪폲짢않읊�샎쁢�핓삖삲�
뫎샎펞컪쁢�핞붆잚�쉲솚팒쫂몮�탄픒�헣솒옪�
팒읒삲풂�몒몯짆읊�맞캏�쿦�핖킃삖삲�

짆�펞읺뽆��

빦큲펾칾픦�컪��븫픦�짪�����N펞�핖쁢�킃풞픊옪�
뻞찲힎읊�밢팒�잚슮�숦엖밆핂�헣찒쇦펂�핖펂�칺몒헖�
펆헪빦�삲퍟�봑픒�흞밆�쿦�핖킃삖삲�

뿒잩않�킃풞
폲뿒잖�뫃풞
훊쪎�칾�옪펞쁢��핂빦�핳팮줊핂�
펔펂��헏멚�핞펾픒�뫎�먾빦�
캊잊푣픒�흞밆�쿦�핖킃삖삲�
�핊쫆�캊잊푣픦�퀀����컮�픊옪솒�
컮헣쇪�뫃풞핓삖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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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바라 의 계곡미
현수교와 폭포 둘러보기
시오바라의 풍부한 물은 산을 촉촉히 적시며 기가 막힌 계곡미를 자아냅니다.

수많은 현수교에서 사시사철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타무로 의
대자연을 산책
나스연산의 서쪽 끝에 있는 이타무로에는 다양한 경승지가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신록과 단풍의 경치가 훌륭하고 물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
킪폲짢않�졶뽆많�읺�

칺헏�홓퓮솧�멞핢�튾
셂묺핂퐎

폲뿒잖�뫃풞

묺엖빦핂뽆튾읺짢킪	훊캗�쿦묞


윦큚뽆��

칺욶핂퐎�훊�핳

짆�펞읺뽆���짆�펞읺뽆튾읺짢킪	쿦묞


윦�뽆����뽆��

켊힒핂퐎�쿦묞
킪폲짢않�폶�짷줆맫�켊�

삶�몶믾샎�쿦묞

큲많�믾킪폲��몮짆쿮뫎

핂�줂옪�폶��킮칺핂�줂옪�핞펾�퓮�켊�

믾뽆잖��풞힎�먾팢�쿦묞

폲�젢뽆��

짆퍊잖�샞
많몮핂퐎�킮칺

뿒잩않�킃풞

���
���

킪폲짢않�샞픒�많옪힎읂쁢�밆핂����N픦�샎쿦묞핓삖삲��
삲읺�퓒펞컪쁢�팒읒삲풂�몒몯핂�뺂엲삲쫂핂몮��삶�핂�쇦졂�헖몋픒�핂웇삖삲�
Ӫ핂푷푢믖��컿핆����펢��٥훟캫���켆�핂캏�핳팮핆����펢

졶짆힎삲삖�샎쿦묞

�삶픊옪�읂쁢�졶킃핂�푷픒�펾캏��쁢�킪폲짢않�헪핊픦�졓핓삖삲�
멅믾�홙픎�칾�옪많�헣찒쇦펂�핖펂�쭎샂펔핂�핞펾픒�흞밆�쿦�핖킃삖삲�

윦�뽆��윦�뽆��윦�뽆��윦�뽆��

슿칾쁢� 믾쭒픒� 잚빋젾� 퍋� ���N�
뽠핂픦� 헣캏밚힎� 삶쿶펞� 폺않맖� 쿦� 핖쁢�
칾�옪많�헣찒쇦펂�핖킃삖삲�

셂묺핂퐎
잟픎� 줊핂� 읂쁢� 많뽆잖�많퐎읊�
많옪힎읂쁢�밆핂���N픦�쿦묞핓삖삲�

켊힒핂퐎�쿦묞

짆퍊잖�샞
펞젢앒슪착픦�줊핂�
많슫� 킮찒옪풂�
쿦쁢� 팒읒삲풂�
삶픊옪� 핆믾많�
핖킃삖삲�

칺욶핂퐎�훊�핳펞컪�
칾�옪읊�싾않�
�많퐎�몒몯픊옪�
뺂엲많�쿦묞읊�멂뻖졂�
윦큚뽆��많�핖킃삖삲�

윦큚뽆��

IUUQ���IPNF�OBTVTIJPCBSB�LPLPTJM�OFU�KB�ED@NPWJFIUUQ���IPNF�OBTVTIJPCBSB�LPLPTJM�OFU�KB�ED@NPWJF
푾�픦�23�슪옪�훊푢�핞펾몋뫎�칾�큲�솧폏캏픒�맞캏�쿦�핖킃삖삲�

킪폲짢않�폶��짷줆맫�켊�
킪폲짢않픦�핞펾뫊�
칾�밆픒�팖뺂삖삲�

핂�줂옪�핞펾�퓮�켊�
핂�줂옪퐎�폲�빦큲픦�핞펾뫊�펻칺읊�콚맪몮�핖킃삖삲�

빦큲킪폲짢않킪�뫎뫟�솧폏캏

폲�젢뽆��
콚뼎픦�젆읺�앋�엊�
팒읒샃멚�읂쁢��
몒헖핂빦�쿦얗핂�짢뷢�
쌚잖삲�삲퍟�헣픒�
쫂펺훛삖삲�

믾뽆잖��풞힎
�졓몮�잟픎�줊핂�읂쁢�
퀀뫊�폲핂퐎�믾컫핂�차펂뺂쁢�
몋�펞�핞펾픦�퓒샎픒�쁞빒�
쿦�핖킃삖삲�

짆�펞읺뽆튾읺짢킪	쿦묞


Ӫ폏펓킪맒�������_�����
Ӫ뫎핊��뼅ퟆ�훊�쿦푢핊խ	뫃핊핊�몋푾쁢�삲픚빮
�խ�����_���
Ӫ5&-������������

Ӫ폏펓킪맒������_�����Ӫ뫎핊��잲훊�푢핊խ	뫃핊핊�몋푾쁢�삲픚빮�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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킪폲짢않�폶��힎펻�."1

핂�줂옪�폶��힎펻�."1

먾팢�쿦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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맣많픦�삶핂�쭗멚�줊슪쁢�멑펞컪�
믆�핂읒핂�퓮앦�삶�졓콚핓삖삲�

쫒쫒 펺읒펺읒

많픒많픒 멶풆멶풆
펺읒펞쁢�퓮읺���많픒펞쁢�삶�
멶풆펞쁢�큲�핳픊옪�칺몒헖�펆헪빦�
흞밆�쿦�핖쁢�뫁핓삖삲�

퓮읺����잖풂�킪폲짢않

삶�몲솚않��잖풂�킪폲짢않
뿖�팬펞��힎쁢�삶픒�맞캏졂컪�
짪�����N픦�칾�헣캏픊옪�삖삲�

많퐎칺��삲핂킪�팯잗핂�쭎솧졓퐣�샎헪
엺핂�킪폲짢않�졶뽆많�읺�픒��짪펺�
킪폲짢않�폶�픦�힎칾	큲잖�힎
�
헣캏픦�폏힎읊��핂솧삖삲�

핒헪홓�죦킮힎픦�칺�옪�
잲뼒��풢펞쁢����콯핂픦�졶앎핂�잚짪쁢�봑픦�졓콚핓삖삲�졶앎�죦풂힎

핂�줂옪�폶��몮핂뽆쫂읺픦�퓮폏
쿦잜픎�몮핂뽆쫂읺많�빦�많퐎�맣픒�펒�쁢�
핂�줂옪�폶�픦�쫒픦�줊킪핓삖삲�

줂�잲삺믾
킪폲짢않�몮풞픦�줂읊�많옪슿뫊�삲읺�
빪맒�슿펞�잲삺팒�뽡픎�많픒픦�줊킪�

킪폲짢않펞컪�펺퓮옻멚�폶�픒�흞믾젾�빦핆�묺몋
킪폲짢않�폶�핂�빦�잖튾읺�핆픊옪�
핳킫쇦펂�핖킃삖삲�

짢않믾짆�뽆펞��젢핂힎픦�퀀�묺옪핂콚
짢않믾�봑짻뫊�팒폲��헎�픦�
윻��않쫂�
봑짻�팖펞쁢�칾�옪솒�핖킃삖삲�

착픦�펾훊읊�핂짆힎�핊욶짆뻲핂켦핂�빦큲�
많슮�팒풆엩픒�엲멚�쿦뽡킃삖삲�

빦큲�많슮�팒풆엩퓖��핊욶짆뻲핂켦
킪폲짢않�폶��삲��읺�졶뽆많�읺

쁦펂컪�핖쁢�샎빦줂�슿옿핂�폶�잖픒펞�
캏헏핆�쭖픒�짫삖삲�

빦큲뽆�졾핂칺뺳�잖튾읺
�빦큲뽆�졾핂칺뺳�픒�졶쯚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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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의 여운이 남아 있는 '일본유산'
일본 근대화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는

니시나스노
'나스노가하라'는 일찍이 물이 부족한 벌판이었지만, 

근대국가 건설에 나선 정부의 주목을 받으면서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지에 남아있는 메이지 귀족의 저택에서는 근대      일본의 

여명기를 이끌었던 귀족들의 자취를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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빦큲�많슮�팒풆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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킪폲짢않픦�칾뫊�쿦헪�믾뼞솒�훎찒쇦펂�핖킃삖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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콚큲핂뽆칺��힏잲�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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믆�짤펞�핂얾�컮줊솒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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컮줊

빦큲킪폲짢않펞�폲켶삲졂� 핆믾�졓콚펞컪

픒�잚빋�뽎핂뽎핂 쿊쿊퐎퐎

힎펻�캫칾핞많�쿦�헪���콚퐎�싢헎�슿�빦큲픦�핞펾핂�훊쁢�컮줊픒�흞밆�쿦�핖쁢�킪핳핓삖삲�

퐎핂�큲�핊�잖

뻡픎�맪짷뫃맒핂�잖엶쇦펂�핖펂�팮멺��쿛�슿픒�맣팒힎퐎�벦�흞밆�쿦�핖킃삖삲�
솒믆얾

옪폂쯢욶옪�착빦쁢��짎�풶핂�쁢��큲픊옪솒�핆믾핓삖삲�
퓖��핊욶짆뻲핂켦

쌆믾�헲않�

뫊퓯�슺춛Ԓ�
핞쭎킺픒�많힎몮�
잲쁢�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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줂잞앻핂�잚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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콞쿦�잚슮�힎�칾�픚킫픒�흞멶쫂켆푢�

짆�뽆펞�

졓줊�콚팒핂큲�잊
졷핳펞컪�캫칾쇦쁢�킮컮몮�잩핖쁢�푾퓮읊�칺푷삖삲�

붆훎�핆믾픦�킪폲짢않�몮풞��콚�

샎핆믾��

짢��숦켆
�킪맒�핂캏�헣컿큲엋멚�
븡펺�잚슮�힒�
짎�햊��짢��숦켆�읊�
춚엲컪�슪켢쫂켆푢�

핆헟�콚짢힟솒�
핆믾핓삖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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솧줊�잚빶픦�뫟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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쌆믾�짎��큲줂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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