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도 카와고에의 볼거리

코에도
코에도 카와고에를
카와고에를 즐기는
즐기는 방법
방법
코에도
코에도 카와고에를
카와고에를 즐기는
즐기는 방법
방법

작은 에도 카와고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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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가옥 거리
蔵のまち一番街

도쿄에서 가볍게 갔다올 수 있는 여행

신주쿠에서 JR사이쿄선으로, 또는 시부야에서
도쿄메트로 후쿠토신선으로 약 50분,

안내도

전통가옥 거리 1번가 지도 C-3

蔵造り資料館

전통가옥 자료관 지도 C-3

菓子屋横丁

카시야요코초(과자골목) 지도 C-2
약 80m의 좁은 골목길에 막과자, 엿
(사탕)가게, 전병가게 등이 늘어서
있는 과자골목. 여기에서는 엿과
후가시, 전병과 경단 등 많은

이케부쿠로에서 토부 토조선으로 약 30분으로
도쿄 도심에서 가볍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일본인에게 사랑받고 있는 '다과자
(막과자)'라 불리는 전통 과자를

요코하마에서는 직통 전철로 78분 소요.

에도/도쿄의 정서가 살아 숨쉬는 전통도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랫 옛날
상점이 남아 있는 거리를 과자를
먹으면서 산책해 보도록 합시다.

도쿄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에도의 거리풍경.

한국어

메이지26년 카와고에대화재 이후에 마을사람들은 내연성이
뛰어난 쿠라즈쿠리식( 蔵造り:일본전통적인 건축양식 중
하나) 를 건축하기 시작해 지금의 쿠라즈쿠리 전통가옥,

헤
터 이세이
에
거슬 도시 시대
러 대까 부
일본 올라 지
을 가

韓国語

상가가 늘어선 거리풍경이 만들어지게되었다.
도쿄 도심에서 사라진 에도의 풍경이

소를

거리 산책

중요전통적건물군 보존지구로 선정되어있다.

교통 규칙과 안전
■신호등(신호의 색)과 도로 표지판에 따라 주십시오.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을 건너 주십시오.
■도로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횡단 중에도 차량의 움직임이나 주위의 상황에 주의해 주십시오.

카와고에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

기모노 체험

고구마 디저트

©CHOSHO YABE

관광시설명

카와고에시
혼카와고에

미나미후루야

카와고에
미나미오쓰카 신가시

오미야

JR 카와고에선

무사시우라와

R

J

기타
아사카

J

미나미우라와

R

아사카다이
와코시

이케부쿠로

닛포리
도
유 쿄메
라 트
쿠 로
초
선
세이부 신주쿠

도쿄 스카이트리

☆

오시아게
(스카이트리)

도쿄
도쿄메트로
한조몬선
도쿄메트로
나가타초
JR 게이요선
후쿠토신선
유라쿠초
하마마쓰초
시나가와
에비스
선
마이하마
코
요
☆도쿄
도 린카이선 오사키
신기바
큐
디즈니리조트
도
오이마치
덴노즈 아일
도쿄 모노레일
하네다공항
국제선 빌딩
게이큐 Airport Line
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

고쿠분지

요코하마

스

타 세
리 액
나 카이
스
우에노

마
JR 야 노테선

JR 주오선

니시코쿠분지

나리타
국제공항

다바타

다카다노바바
세이부 신주쿠선

세이부
고쿠분지선

R

아카바네

세이부 이케부쿠로선

히가시
무라야마

J

힌
이
게 쿠선
호
도
선
쿄
이
사

무사
시노
선
세이부 신주 쿠선

도부 도조선
도쿄메트로 유라쿠초선
도쿄메트로 후쿠토신선

신주쿠
시부야

주소

전화

개관 시간

카와고에
시립 박물관

구루와마치
049-222-5399 9:00~17:00
2-30-1
(입관16:30까지)

카와고에
시립 미술관

구루와마치
9:00~17:00
049-228-8080
2-30-1
(입관16:30까지)

카와고에
축제회관

모토마치
2-1-10

전통가옥
자료관

사이와이초
9:00~17:00
049-225-4287
7-9
(입관16:30까지)

코에도 쿠라리

( 카와고에시
산업관광 관 )

신토미초
1-10-1

카와고에성
본성 건물

9:00~17:00
구루와마치
049-222-5399
(입관16:30까지)
2-13-1

매주 월요일 (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카와고에 축제 다음날은 제외
제4 금요일 (휴일은 제외)
12/28~1/4

매주 월요일 (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카와고에 축제 다음날은 제외
12/28~1/4

4월~9월 9:30~18:30

(입관17:00까지)

메이지구라 10:00~18:00
다이쇼구라 11:00~22:00
（ 평일 11:00~15:00、
17:00~22:00 ）
쇼와구라 10:00~19:00

3월1일～11월23일

매주 월요일 (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카와고에 축제 다음날은 제외
제4 금요일 (휴일은 제외)
12/28~1/4

없음
매주 월요일 (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카와고에 축제 다음날은 제외
제4 금요일 (휴일은 제외)
12/28~1/4

평일8:50～16:00
주말8:50～16:20

약 30분(쾌속)

신가시역

도부 도조선
약 30분(급행)
도쿄메트로 후쿠토신선

시부야역
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역

게이큐
Airport Line
약 20분

약 60분
시나가와역

JR 야마노테선
(외선 순환)
약 25분

이케부쿠로역

카와고에
역

도부
도조선
약 30분(급행)

약 10분
(도보)

세이부 신주쿠선
약 45분(특급 고에도호)
약 60분(급행)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나리타공항
제2터미널

하네다공항
제2터미널
나리타공항
제1터미널

미나미오쓰카역

약 15분(도보)
다카다노바바
역

카와고에시역

이케부쿠로
역

가스미가세키역

※신주쿠~카와고에간 직통열차도 있음

혼카와고에
역

택시 안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순환버스로 카와고에의 거리에 어울리는 옛날 분위기의 버스가 인기. 카와고에역 서쪽출구를
출발해 혼카와고에역, 키타인 절, 카와고에성 혼마루고텐, 히카와신사, 쿠라즈쿠리 전통가옥 거리, 과자골목,
카와고에시역 등을 순회한다. 키타인 절 앞 경유 코스와 쿠라즈쿠리 전통가옥 거리 경유 코스 2개의 코스가 있다.

■㈜이글 버스ㅤ TEL.049-226-0111

※토,일,공휴일은 TEL：049-223-3711

Airport Limousine(도쿄공항교통)

時の鐘

토키노카네(시계종탑) 지도 D-3

어른 100엔 (80엔)
고 대학생 50엔 (40엔)
중학생 이하 무료

어른 100엔 (80엔)
고 대학생 50엔 (40엔)
중학생 이하 무료

회사명
아사히 자동차
카와고에 교통
카와조미와
산쿄 교통
세이부하이야 카와고에

전화번호
0120-66-2564
049-225-3811
049-222-3333
049-245-3903
049-244-8180

명칭

소재지

蓮馨寺

카와고에역
니시구치

약 120분

사쿠마여관
마츠무라가게여관
카와고에 도부호텔
카와고에 프린스호텔

발행: 카와고에시 관광과
(사)고에도카와고에관광협회
문의하실 곳: 카와고에역 관광안내소
전화: 049-222-5556
http://www.koedo.or.jp/foreign/hangle/index.html
작성: 2013년 3월

카와고에 제일 호텔
호텔 산코
와카타케여관
ESPOIR 이사누마

주소

전화

마쓰에초 2-5-4

049-224-0012

와키타마치 29-1

049-225-0111

모토마치 1-1-11
신토미초 1-22

스가와라마치 7-34
신토미초 1-9-1

중원마치 2-21-3
이사누마 667-2

049-222-0107
049-227-1111
049-226-3711
049-226-2641
049-222-1664
049-224-3210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대한 인형이 연출하는
호화찬란한 산거가 구라즈쿠리(창고
건축양식) 건축물이 가득 늘어선 거리를
위풍당당하게 행진합니다. 산거와 산거가
마주하고 서로의 솜씨를 겨루는 하야시
(피리, 북, 징, 춤으로 장단을 맞추거나 흥을
돋우기 위한 것)를 경주하는
'힛카와세'는 카와고에 축제의
하일라이트로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최고의
절정을 이룹니다.

20명 이상 F-2

에도 중기 1792년에 비단포목의
거상에 의해 세워진 카와고에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건물. 메이지
시대의 큰 화재에도 남아 이후
카와고에의 상가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건물을 짓게 되었다고
한 다 . 1층 에 서 는 민 속 공 예 품 을
팔고 있다.

埼玉りそな銀行

사이타마 리소나 은행 지도 D-3
다이쇼 시대 1918년에 세워진
청동색 돔 지붕 형태의 서양식
건축물. 검은색 벽이 늘어선 거리에서
눈에 띄는 흰색 벽에 창문이 세로로
길게 나 있어 화려한 인상을 준다.
지금도 은행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본
등록유형문화재로도 등록되어 있다.

렌케이지 절
지도 C-4

川越商工会議所

카와고에 상공회의소
지도 D-3

小江戸蔵里

코에도 쿠라리
지도 D-5

大正浪漫夢通り

다이쇼 로망유메도오리 상점가
지도 D-4

20명 이상 C-3
D-5

오오사와가 주택 지도 C-2

카와고에 축제

20명 이상 C-2

̶

大沢家住宅

경단
간장으로
고소하게 구워낸
구운경단이 명물.

키타인 절

집안평안, 순산, 자녀 교육 등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돈류쇼닝( 呑 龍 上 人 )스님을
모시는 도쿠가와가( 家 )의 연고지. 만지면

병이 낫는다는 ‘오빈즈루사마’도 모시고 있다.

신전을 연상케하는 우아하고 중후감있는
건축물. 쇼와 초기 1927년에 부슈은행
카와고에지점으로 건축되었다. 일본의
등록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메이지 초기 1875년 창업한 옛 주조장을
개조해 만든 인기 복합상업시설. 4개의 파트로
나뉘어 식사 와 쇼핑은 물론 카 와 고에의
기념품과 특산품도 구입할 수있다.

다이쇼 시대의 거리를 재현한 상점가엔
개성 넘치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다.
다이쇼의 분위기를 찾아 티비나 영화
촬영에도 자주 쓰이는 상점가.

카와고에성
川越城本丸御殿

川越市立美術館

카와고에시립 미술관 지도 F-2
카와고에는 북방을 수호하는
요충지로서 도쿠가와 장군이
중요시했던 곳입니다. 그 때문에
카와고에성에는 장군이 신뢰하는
중신이 배치돼 수비를 굳건히
했습니다. 지금은 성의 일부가
혼마루고텐으로 남아 있어,
에도시대 무사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49-242-9333
049-243-3405
049-222-2511
049-231-3078

영업시간

360여년의 역사를 지닌 '카와고에 축제'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사진, 그리고 실물의
산 거를 전시하 고 있 습니다. 영상과 음성
연출을 통해 축제의 열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간지대

카와고에성 혼마루고텐 지도 F-2

전화번호

카와고에 축제회관 지도 C-2

과자
길이 95센티의 거대한
흑설탕 후가시는 혼자
먹는 것보다 나눠먹는게
더 맛있다.

휴일

카와고에와 인연이 깊은 작가와 작품
등을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건물도 창고식 건축 상가의 요소가
가미돼 카와고에의 풍정을 느낄 수
있는 외관으로 설계된 시설입니다.

川越市立博物館

카와고에시립 박물관 지도 F-2

喜多院

키타인 절 지도 E-4

헤이안 시대에 지카쿠 대사 엔닌에
의해 창 설된 도 쿠 가 와 가(家)와
인연이깊은절.내부에는
에 도 시 대 에 에 도 성 의
모미지야마에서부터 이축된
서원이나 전당이 있다. 정월 3
일에는 ‘하쯔다이시 달마시장’이
열려 개운, 액땜, 집안평안, 교통안전
등의 호마기원(護摩祈願：불교에서
공물을 불 속에 던져 연기로 신에게
기원하는 제식)이 행해진다.

이에미쓰 탄생의 방 & 오백나한

서기 830년에 창건된 고찰로, 에도막부의 초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비롯해 도쿠가와 가문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일 3대 장군이 된
'이에미쓰 탄생의 방' 등이 에도성에서 이축되었습니다. 또, 538개의 석불이
늘어선 오백나한(五百羅漢)도 인기가 있습니다.

成田山川越別院

나리타산 카와고에 별원 절 지도 E-4
나리타산 카와고에 별원 절에서는
매월 28일 벼룩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류, 식기,
서적, 그리고 오래된 동전 등이
출품되며 많은 사람들로 성황을
이룹니다. 일용품에서부터
귀중품에 이르기까지 다수
출품되기 때문에 숨어있는
귀중품을 발견해 내는 즐거움이
있어 인기가 있습니다.

카와고에성 터에 있는 시립박물관은
카와고에의 역사와 민속에 대한 사료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각
코너에서 영상 자료를 통해 즐기면서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모 자전거 대여 나카하라마치1-22-1 049-222-3737 10:00〜19:00 매주 수요일, 2째주 목요일

※요금 등에 대해서는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토부버스 웨스트카와고에 영업사무소ㅤTEL.049-222-0671

명칭

川越まつり

종은 하루에 4번(6:00am,
12:00pm, 3:00pm, 6:00pm)
울리며, 그 종소리는 환경성 주최
‘ 간 직하 고 싶은 일본의 소리풍 경
100선’에도 선정되었다.

川越氷川神社

카와고에 히카와신사
지도 E-1

호텔/료칸(일본 여관) 정보
혼카와고에
역

川越まつり会館

(6시・12시・15시・18시)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현재의 탑은 4대에 해당하며
카와고에 대화재(1893년) 직후에
재건된 것입니다. 창고식 건축물이
가득한 도시에 우뚝 선 탑은 고에도
카와고에의 심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카와고에를 관광하는 분들을 위해 자전거 대여점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실 때는 차량과 보행자에 주의해 타 주십시오.

300엔에 1일 패스입니다.
또한 지정 구간내(시가지 주변) 토부버스도 1일 패스로 쓸 수 있습니다.

이동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인력거’를 타고 카와고에를
느긋하게 관광할 수 있다.

옛날과자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추억의
옛날과자.

여기서는 창고식 건축물의 구조와 부지의
내부를 견학할 수 있습니다. 창고는 뛰어난
흑색 회반죽으로 마감 처리돼 건축미를
탐닉하실 수 있습니다.

20명 이상 F-2

어른 400엔 (350엔)
E-4
초등학생, 중학생 200엔 (150엔) 20명 이상

회사명
토조하이야
네리마 택시
하쯔카리 교통
후지미하이야

메이지시대부터 쇼와 초기까지

에도시대 전기부터 종을 울려 시각을
알려 온 건물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4번

관광 자전거 대여 안내

코에도 명소 순환버스（카와고에역 동쪽출구 3번 승강장 출발）

Airport Limousine

하네다공항 (도쿄공항교통)
제1터미널
약 90분

상설전 일반 200엔(160엔)
고 대학생 100엔 (80엔)
중학생 이하 무료
(기획전 요금별도)

20명 이상 F-2

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코에도 순환버스（카와고에역 서쪽출구6번 승차장 출발）

미나미후루야역

오미야 JR 카와고에선
역
약 20분

JR 사이쿄선

신주쿠역

어른 200엔 (160엔)
고 대학생 100엔 (80엔)
중학생 이하 무료

단체요금
적용 인수 지도

견학 무료

12월25일～1월8일
평일8:50～16:30
2월2일·3일
고센바마치
주말8:50～16:50
049-222-0859
4월2일～5일, 8월16일
1-20-1
11월24일～2월 마지막 날 ※2012년11월~2014년8월문화재
보존공사로 인해 비정기

기타인 절

( ) 안은 단체요금

매월 제 2 ˙ 4 수요일 (휴일인 경우는 일반 300엔 (240엔)
다음날)
초˙중학생 100엔 (80엔)
12/29~1/1

카와고에 교통안내
전철을 이용하실 경우

요금

휴관일

049-225-2727 (입관18:00까지)
10월~3월 9:30~17:30

049-228-0855

주택・점포의 건물로 활용되었습니다. 약 100년전 거리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카와고에시의 역사와 민속을
재미있게 알 수 있는 시설도 많다.
■카와고에 시립박물관
■카와고에 축제회관
■쿠라즈쿠리 전통가옥 자료관
■카와고에 시립미술관

관광시설 정보

오시는 길

가스미가세키

■고구마 에도시대부터
카와고에산 고구마는 맛이 좋기로
유명했다.
■장어 에도시대부터 전통을 지켜
온 ‘장어구이’로도 유명하다.
■옛날과자 옛 제조방법 그대로
만든 전통과자 가게가 많다.

옛날 일부 일본 가옥에는 부지에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구라(창고)'라 불리는
견고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내화건축으로서 불에 잘 타지 않아 카와고에에서는

코에도 카와고에의
식견 넓히기

박물관 산책

매년 10 월에 는 화 려한 장 식수레 가
쿠라즈쿠리 전통가옥 거리를 행진하는
‘카와고에 축제’가 개최된다. 이 전통적인
축제에 쓰이는 장식수레나 자료는 ‘카와고에
축제회관’에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카와고에에서는 사계절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가 열리고 있다.

-kawagoe-

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

장어

옛날과자

전통있는 이벤트와
절기행사에 참가

카와고에 축제

에도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특산품과
명물을 맛보기

맛집

카와고에에서는 코에도를 방문한
기념으로 기모노를 입고
카와고에의 아담한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기모노 렌탈’ (입혀 주는
것 포함)을 하는 기모노 가게가
있다. 기모노를 입고 쿠라즈쿠리
전통가옥이 늘어선 거리와 과자
골목을 산책해보자.

세이부
신주쿠역

文造) 의 집을 그대로 활용한 자료관입니다.

TOKIMO

에도시대에는 에도성 북쪽 방어기지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땅이었던
카와고에. 지금도 당시의 풍경을 간직한 아름다운 거리, 옛 생각나는 과자들,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찾는 이들을 즐겁게 한다. “코에도(작은 에도)”라고
불리는 이 거리를 걸으며 에도시대로 시간여행을 해 보자.

도코로자와

과거 담배 도매상이었던 고야마 분조(小山

카와고에에는 아직 많이 남아 있어 1번가는

적명
역사 산책

객실

정원

36

45

22

103
110
154
75
16
13

70

143

D-3

45

C-7

20

228

330

95

90

156
30
65

50
13
60

D-2
C-6
D-8
D-5

C-6
̶

먼저 데미즈야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복장을 정돈한다.
①왼쪽→오른쪽 순으로 손을
씻는다.
②왼손에 물을 받아 입을
헹군다.
③왼손을 씻고 남은 물로 국자
자루를 씻는다.

주차장 지도
20

옛 정취 가득한 코에도 카와고에의 거리를 걸으며
곳 곳 에 숨 겨진 코 에 도 의 맛 집에 서 맛 보 는
코에도의 다양한 먹거리 또한 여행의 즐거움이다.

참배 방법

※국자에는 입을 대지 마십시오.

에도시대에 건립된 이 신전은 예부터 카와고에의
수호신으로서 친근하다. 에도조각이라 불리는
정교한 조각과 높이 15미터의 거대한 토리이는
충분히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인연을

맺어주는 신으로서도 유명하다.

신전에 나아가서 새전을
바치고 참배한다.

①절을 2번 하고 가슴 앞쪽에
합장을 2번 한다.
②마음 속으로 소원을 빌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절을 한다.

장어
각각의 가게마다 오랜
시간 비밀리에 전해지는
숙성된 수제 소스를
사용해 깊은 전통의
맛을 느낄 수있다.

고구마 요리
맛 좋은 고구마는
과자뿐만 아니라
‘카이세키 요리’나
‘고구마 소바, 우동’ 등
식사로도 즐길 수 있다.

고구마 디저트
기존의 조리방법인 굽거나
찌는것 뿐 만아니라 다양한
조리법으로 폭 넓은 종류의
고구마 디저트를 맛 볼
수있다.

두꺼운 면 야끼소바
같은 야끼소바라도
소스의 맛, 면의 굵기는
가게마다 제각각.
쇼와부터 사랑 받아 온
그리운 맛.

옛날과자
맛과 모양 저마다 개성이
넘치는 옛날과자. 맛
뿐만아니라 옛 추억을
떠올리게하는 디자인 또한
보는이를 즐겁게한다.

생주
카와고에에서는 준마이(純

米), 준마이다이긴조(純米大
吟醸) 등 다양한 맛의 명주가
만들어져 일본전통 술의
깊은 맛을 맛 볼 수있다.

모델 코스
하루에 코에도 카와고에를 만끽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

(과자 골목, 시계 종탑 등)

기모노 체험
차 체험 및 산책
（인력거）

지도 C-3

기모노 체험 종료

▼

1번가 주변 산책
（토키노카네 주변 등）

저녁 식사（료테이 등）

기모노 체험
카시야요코초(과자골목)에서는
간장 맛 전병을 굽는 고소한
향기가 가득하다.

⬇
차 체험 및 산책(인력거)
⬇

인력거를 타면 평소보다 약간 높은 눈높이로
느긋하게 거리를 돌아볼 수 있다.

기모노 체험 종료

▼
코에도 쿠라리
（쇼핑, 식사）

17:30〜

▼

17:00〜18:00

▼

14:00〜17:00

▼

13:30〜17:00

엄선된 자연재료로 만들어진 카이세키요리를 먹을
수 있는 료테이도 많다. 순서에 따라 나오는 요리
하나 하나 보고 먹고 음미하는 것 또한 즐거움이다.

점심 식사（료테이 등）
12:30〜13:30

▼

13:00

이동하실 때는 `고에도 순환버스`와
`고에도 메구리버스`가 편리합니다.

１번가 주변 산책

10:30〜12:00

저녁식사는 료테이( 料亭 )에서 카와고에 특산품인
고구마를 사용한 고구마 요리를 추천합니다.
숙박은 물론 료칸이 제격이지요.

카와고에역 또는 혼카와고에역

카와고에역 또는 혼카와고에역
10:00

이틀에 걸쳐 여유 있게 코에도 카와고에를 관광하는 플랜입니다.

시계종탑은 코에도 카와고에의
상징. 지금도 코에도 거리에
시간을 알리고 있습니다.

코에도 카와고에 관광의 하이라이트인 ‘쿠라즈쿠리
전통가옥 거리’에서 느긋하게 산책, 료테이에서 점심을
먹은 후에 기모노 체험, 차 체험 또는 인력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코에도 쿠라리에서 코에도
카와고에만의 다양한 먹거리와 특산품을 즐겨보세요.

▼

18:30〜20:30

숙박（료칸, 호텔）

▼

21:00

오리지널 유리공예 체험

▼

10:30〜11:30

점심식사(일본요리 등)

지도 D-5

▼

12:00〜13:00

▼

고에도 쿠라리
쿠라리의 오리지널상품과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판매. 카페에서는
고구마로만든 과자, 디저트를 맛 볼
수있다.

카와고에역 또는 혼카와고에역
18:30

지도 D-5

（쇼핑, 식사）

13:30〜14:00

▼

카와고에역 또는 혼카와고에역
14:30
여행의 추억이 될 만한 자신만의 오리지널
유리 제품을 만들어 보자.

※이번 모델 코스는 시내 대학과 연계, 유학생 등의 의견을 참고해 각 언어별로 외국인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여행 할 수 있도록 모델 코스를 설정하였습니다.

체험 메뉴 in KAWAGOE

외국인 유학생이
뽑은

코에도 카와고에는 역사의 거리에 걸맞게 일본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메뉴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쿠라즈쿠리 전통가옥
거리’를 산책하면서 일본문화, 전통을 체험하는 것은 어떠세요?

쇼핑 품목
※체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와고에시 카와고에역 관광안내소(TEL.049-222-5556)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유리공예 체험

인력거 체험

색과 모양을 직접 생각해서
유리를 용해로에 녹인 후
직접 불면서 사이즈와 형태를
만들어 완성하는 유리공예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접하기 힘든 다양한 도구를
써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 품 을 만 들 어 여 행
기념품으로 간직하세요.

인력거를 타고 역사적인
건축물이 늘어선 카와고에
거리를 천천히 구경하면서
쇼핑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인력거 체험은 2003년 6월부터
다이쇼로망유메도리 길을
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동차나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관광할 수 있는 것도 인기가
있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기모노 체험

사탕 제조 견학(과자골목)

카와고에에서는 ‘기모노가
어울리는 거리 가와고에’를
표어로 더욱 많은 분들이 기모노
차림으로 카와고에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벤트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18일은 ‘카와고에 기모노의 날’
로 여러 가게에서 전통의상 ·
유카타 차림으로 방문하는
손님에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자골목의 인기 상품 수제
사탕은 제조 기술과 전통을
지키고 있는 제조 풍경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물엿과
설탕이 형형색색의 사탕으로
완성되어 가는 장인의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수제 사탕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함을 맛보세요.

코에도 카와고에에는 지역 특산품을 사용한 맛있는 과자나 요리,
예부터 전해 오는 전통공예 등이 많이 있습니다. 카와고에서의
기념품으로 여행의 추억을 남겨보는건 어떠세요?

COEDO 베니아카

고구마 푸딩

세계 최고 수준의 크래프트 맥주.
향기로운 스위트향과 부드러운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풀바디 타입. i T Q i
콘테스트에서 3년 연속 별3개 수상,
유러피안 비어스타 실버메달 획득 등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맥주입니다.

고구마를 사용한 ‘카와고에스러움’이
묻어나는 푸딩. 부드러운 식감과
고구마 본래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젊은 여성들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고구마 오레 다이후쿠

스위트포테이토 베니아카군

고구마 소와 신선한 생크림을 곱고 흰
떡으로 싼 ‘전통가옥’ 모양의 다이후쿠.
안에 들은 꿀 절임 고구마의 달콤함은
일품. 니가타현산 고가네 떡과
홋카이도산 팥을 사용합니다.

거북이 도라야키

역사 깊은 전통가옥에서
식사와 쇼핑을 즐기세요.

지도 D-5

코에도 브랜드 상품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뽑은

‘거북이 모양의 빵 사이에 정성스레
만든 다양한 소를 넣은 도라야끼입니다.
도라야끼의 빵에는 설탕을 줄이고
올리고당과 분말 조청, 꿀을 사용해
자연스러운 단맛을 냈습니다.

엄선된 홋카이도의 신선한 버터와
생크림, 정성스레 체로 거른 고구마를
가득 넣어 만든 촉촉한 식감의
디저트입니다. 입 안에서 살살 녹는
고구마의 풍미를 즐겨 보세요.

코에도 카와고에 도시락 ‘칠복신’
메뉴나 소재, 조리법 등 에도시대의 맛을
독자적으로 연구해 현대식으로 재현한
도시락. 간장은 유기농 생간장, 설탕
대신에 아마자케의 원료인 쌀 누룩을
사용하는 등 조미료 하나 하나까지 신경
쓴 자연소재 도시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