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1일 현재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실시 천객만래 사업에 관한 조사·제안 보고서를 토대로 본 가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도쿄 국제프랑스학원 및 JET 일본어학교의 협력을 얻어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오는 길공항에서 오는 길

아카바네아카바네

시나가와 다바타 오지하네다하네다 아카바네아카바네

닛포리 다바타 오지나리타나리타
약43분약43분 약4 분약4 분 약5분약5분

JR 야마노테 선JR 야마노테 선

게이큐 본선 쾌속특급

JR 게이힌 도호쿠 선JR 게이힌 도호쿠 선

약5분약5분

JR 게이힌 도호쿠 선JR 게이힌 도호쿠 선케이세이 스카이라이너케이세이 스카이라이너

약18 분약18 분

JR 게이힌 도호쿠 선JR 게이힌 도호쿠 선

약5분약5분

JR 게이힌 도호쿠 선JR 게이힌 도호쿠 선

약5분약5분

JR 게이힌 도호쿠 선JR 게이힌 도호쿠 선

약25분약25분

하네다 공항 리무진버스하네다 공항 리무진버스 아카바네아카바네오지오지
약55 분약55 분 약15 분약15 분

JR 다카사키/우쓰노미야 선JR 다카사키/우쓰노미야 선

아카바네 이와부치아카바네 이와부치

히가시주조히가시주조

우키마후나도우키마후나도

기타아카바네기타아카바네

주조주조

JR 주오 선 쾌속

JR 주오 선JR 주오 선

JR 게이힌 도호쿠 선JR 게이힌 도호쿠 선

도에이 아라카와 선도에이 아라카와 선

도쿄메트로 난보쿠 선

아카바네아카바네

다바타다바타

오지오지

이케부쿠로

신주쿠

유락초
(긴자)

도쿄

닛포리

오미야

요쓰야

하라주쿠하라주쿠

롯폰기잇초메

아키하바라아키하바라

우에노우에노

이타바시이타바시
고마고메고마고메

니시가하라니시가하라

오쿠오쿠

가미나카자토가미나카자토

시모시모

오지 가미야오지 가미야
※소요시간은 쾌속 등을 이용 0분

0분

0분

약24분

약12분

약16분

약18분

약20분

약14분

약8분
약8분

약15분

마크는

기타 구에서 가까운 역
　(아카바네, 오지, 다바타)

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약0분

약53분

하네다 공항

케이세이 스카이라이너케이세이 스카이라이너
약54분

나리타 공항

약4분

하마마쓰초

시부야

오사키
시나가와

메구로

도쿄 모노레일

게이큐 선

JR 야마노테 선JR 야마노테 선

JR 사이쿄 선JR 사이쿄 선

JR 쇼난 신주쿠 선JR 쇼난 신주쿠 선

기타구 교통편
기타 구는 도쿄의 주요 지역까지 약 30분 권내입니다.

발행

도쿄 도 기타 구 지역진흥부 산업진흥과

도쿄 도 기타 구 오지1-11-1 호쿠토피아 11층

2018년 3월 발행 간행물등록번호 29-3-041

기타 구

거짓말! 정말?

 여기 도쿄야!?

  재밌겠다.

Enchanting

嘘！本当に
！

 ここは東
京なの！？

  面白そう
だね



SAKURAEnchantingEnchanting

3월에서 4월에 걸쳐 벚꽃의 계절이 찾아오는 도쿄. 그 중에서도 기타 

구는 유명한 벚꽃 명소가 아주 많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아스카야마 공원, 강 기슭이 벚꽃으로 만발하는 

샤쿠지이 강, 앵초로 유명한 도립 우키마 공원 등 100그루 

이상의 벚나무가 있는 곳도 많아 꽃이 만발하는 계절이 되면 

박력만점의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심의 유명 명소와 달리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 비교적 차분하게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것도 매력입니다. 구내 각지의 공원과 거리에 만발하기 때문에 

산책 도중에 숨겨진 명소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한 해가 진 후의 밤 벚꽃 구경도 추천합니다. 제등 등으로 라이트 업된 

환상적인 아름다움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라카와 강가/아카바네 지역(P06)아라카와 강가/아카바네 지역(P06)

사이렌지 절/아카바네 지역(P06)사이렌지 절/아카바네 지역(P06)

오토나시 신수이 공원/오지 지역(P08)오토나시 신수이 공원/오지 지역(P08)

시미즈자카 공원/아카바네 지역(P06)시미즈자카 공원/아카바네 지역(P06)

❽

아스카야마 공원/오지 지역(P08)아스카야마 공원/오지 지역(P08)

나누시노타키 공원/오지 지역(P08)나누시노타키 공원/오지 지역(P08)

다키노가와 지역다키노가와 지역

오지 지역오지 지역

아카바네 지역아카바네 지역

샤쿠지이 강가/다키노가와 지역(P10)샤쿠지이 강가/다키노가와 지역(P10)

사계절마다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주민들이 평화로이 살아가는 기타 구. 

대도시 도쿄 속에서 느긋히 흐르는 시간과 

주민들의 따뜻한 인정을 접할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손꼽히는 벚꽃과 단풍에 

매료되고 전통 기술과 풍습에 감탄하며 

상점가에서 일본의 일상생활을 체험한다. 

알면 알수록 깊은 매력과 몇번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또하나의 도쿄’가 여기에 

있습니다.

색인

특집 페이지

「주가쓰자쿠라」는 

가을이 시즌입니다!

10월~12월에 피는 희귀한 

벚꽃도 있습니다. 아스카야마 

공 원 에  심 어 진  3 그 루 의  

‘주가쓰자쿠라’. 화려한 봄의 

벚꽃과 달리 연분홍의 작은 꽃이 

주위의 단풍과 어울려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SAKURA -벚꽃-01
기타  구는  도쿄가  자랑하는  ‘벚꽃의  마을 ’ .
마음에  드는  벚꽃  명소를  찾아보세요 .

지역 페이지

뒷표지／교통정보

아카바네 지역05

오지 지역07

다키노가와 지역09

SHOTENGAI -상점가-03
인정미  넘치는  상점가가  가득 !
도쿄의  ‘삶의 시장 ’에  어서  오세요 .

아스카야마 벚꽃놀이 대형3장 연속(가쓰카와 슌초/1781-88년경)  기타 구 아스카야마 박물관 소장

에도 막부 제8대 장군이 서민에게 꽃놀이를 장려해 아스카야마에 1270그루의 벚나무를 심은 것은 약 

300년전. 넓은 구릉지에 만발한 아름다운 벚꽃과 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당시부터 변하지 

않는 봄의 풍경입니다.

기타 구는 도쿄가 자랑하는 ‘벚꽃의 마을’.
마음에 드는 벚꽃 명소를 찾 아보세요.

-벚꽃-

주가쓰자쿠라(아스카야마 공원)/오지 지역(P08)주가쓰자쿠라(아스카야마 공원)/오지 지역(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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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미 넘치는 상점가가 가득!
도쿄의 ‘삶의 시장’에 어서 오세요.
기타 구는 도쿄 도민에게 있어서 ‘생활의 마을’로 일상 생활을 지탱하는 상점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리에는 싸고 

맛있는 반찬가게와 생활의 편리 아이템이 모여있는 잡화점, 은행, 서점, 채소가게, 카페 등 다양한 점포가 밀집. 어딘가 

그리운 분위기를 느끼면서 맛집 탐방과 쇼핑을 꼭 즐겨 보세요.

개인 상점이 많아서 점원과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 서민마을다운 인정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카바네 

이치반가이 상점가’를 비롯해 도쿄를 대표하는 술집 거리로서 유명한 상점가도 있습니다. 퇴근길에 하루의 피로를 

푸는 직장인들 속에서 저녁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서 일본사람들의 일상을 체험해 보세요.

일본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음식점도 가득!

일식 요리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시, 덴푸라, 회석요리 등이 

유명하지만 일본사람들도 매일같이 먹지는 않습니다. 일식 

요리 중에서도 ‘서민의 맛’이라고 하면 닭꼬치, 조림, 회, 

구운 생선, 냄비 요리 그리고 밥, 장국, 반찬이 세트가 된 

정식 등. 물론 규동 등 퍼스트 푸드와 캐주얼한 이탈리아 

요리, 스페인 요리, 중국 요리, 한국 요리 등도 즐깁니다. 

기타 구의 상점가에는 이러한 ‘서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음식점이 많습니다. 술을 마실 수 있는 가게도 많으니 

일본주나 소주와 함께 한번 맛보세요.

SHOTENGAI

아카바네 지역/OK요코초 (P06)

오지 지역/주조긴자 상점가 (P08)오지 지역/주조긴자 상점가 (P08)

오지 지역/주조긴자 상점가 (P08)오지 지역/주조긴자 상점가 (P08)

아카바네 지역/마루켄 수산 (P06)아카바네 지역/마루켄 수산 (P06)

EnchantingEnchanting

명물 「기타 구 오뎅」을 먹어보자!

간장 맛의 국물이 스며든 다양한 재료를 즐길 

수 있는 요리 ‘오뎅’.  기타 구에는 오뎅의 

유명점이 많아 지역의 명물로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에도 전통 야채(무, 우엉, 당근)과 

지쿠와부, 긴차쿠, 어묵 등 좋아하는 것을 

골라 먹으면 몸도 마음도 따끈따근해 

집니다.

-상점가-

04Enchanting SHOTENGAI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