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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오사카

교토

간사이 국제공항

오사카 국제공항

나리타 국제공항

하네다 공항

Trademark of American Soybe an Association

정보안내

교통편

그림지도

도요오카시의 위치

도요오카시 상공관광부 관광과 

Toyooka Tourist Association
Kinosaki Tourist Association
Takeno Tourist Association

우편번호 668-8666 효고현 도요오카시 주오초 2-4 TEL: 0796-23-1111 FAX: 0796-22-3872 http://www.city.toyooka.lg.jp
Toyooka city hall

http://www.kannabe.jp/
http://www.izushi.co.jp/
http://www.tantosilk.gr.jp/

http://www.toyo-kan.jp/
http://www.kinosaki-spa.gr.jp/
http://www.takeno-kanko.com/

도요오카의 맛 
백자의 작은 접시에 담아서 
나오는 「이즈시 접시 소바」와 
바다참게의 브랜드 「쓰이야마 
바닷게」등, 먹거리가 풍부한 
것도 도요오카의 매력입니다.

전통공예품 
버드나무와 보리밀짚 등으로 
만들어진 전통공예품은 
도요오카의 토산품으로서 
인기가 좋습니다.

이 인쇄물은 고품질의 환경대응 인쇄 시스템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재생지, 대두유 잉크 사용 ●FM스크린 활용 ●물사용 없이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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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서 출발 
열차: 신칸센으로 도쿄 역에서 교토 역까지→환승→
특급열차로 도요오카 역까지 [약 5시간]
비행기: 하네다 공항에서 오사카 공항까지→환승→
고노토리 다지마 공항까지[약 2시간]

오사카에서 출발 
열차: 특급열차로 오사카 역에서 도요오카 역까지
[약 2시간30분]
비행기: 오사카 공항에서 고노토리 다지마 공항까지
[약 35분]

교토에서 출발 
열차: 특급열차로 교토 역에서 도요오카 역까지

[약 2시간15분]

도요오카시는 효고현의 북동쪽에 있고, 

북쪽으로는 동해(일본해), 동쪽으로는 교토부에 

접하고 있습니다. 효고현의 현청이 있는 

고베시에서 약100km의 거리에 있습니다. 

동서로 40km, 남북으로 30km 넓이의 

도요오카시는 효고현의 8.3%를 점유합니다. 

해안부는 국립공원, 산악부는 국정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3월 발행

도요오카 관광협회
기노사키 온천 관광협회
다케노 관광협회

히다카초 관광협회
다지마노쿠니 이즈시 관광협회
단토 실크로드 관광협회

兵庫県自治振興助成事業　豊岡市多言語観光パンフレット
当該パンフレットは、兵庫県の競馬収益金を財源とする自治振興資金の助成を受けて作成したも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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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도요오카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황새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의 상징입니다. 야생 

황새는 1971년에 멸종했습니다. 그러나 

보호 번식과 환경 정비를 추진하여 황새는 

2005년부터 그 모습을 하늘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풍」은 바람이라는 의미의 

한자인데, 정취가 있다는 

의미의 「풍류」라는 말에도 

사용됩니다. 많은 시인들과 

화가들이 도요오카를 

방문해서 작품으로 표현한 

풍경을 감상해보십시오.

「화조풍월」은 아름다운 자연의 상징으로 이를 주제로 회화나 풍류시 등 

우아한 취향을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자연에 대한 동경과 친밀감, 

그리고 경건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요오카 시민들은 사계절마다의 

자연을 사랑하고 또한 따뜻한 마음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문예춘추

봄의 벚꽃, 초여름의 

수국, 가을의 단풍나무, 

겨울의 흰눈,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도요오카는 언제 

방문해도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태고의 옛부터 변함없이 달빛은 

고색창연한 거리의 경관을 아름답게 

비춰 줍니다. 기노사키 온천의 

명물인 「소토유메구리(온천 

관광)」, 신비한 축제 등 

도요오카의 밤도 

매력적입니다.

기노사키 온천의 벚꽃 길
정서 넘치는 온천 마을의 벚꽃 길. 
등불이 켜져 있는 밤거리에 하늘거리며 
떨어지는 꽃잎이 강물 위를 가득 메우며 
떠내려가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간나베 고원

서일본에서 손꼽힐 정도로 유명한 스키장을 
비롯하여 골프장과 패러글라이더의 
플라이트 에리어 등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어, 사계절 내내 붐비는 고원 
리조트입니다.

안코쿠지 절의 단풍

단풍의 명소 안고쿠지 절에서는 「참선」
의 정신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단토지방의 튤립

100만 송이의 튤립 밭입니다. 4월에 
개최되는 「단토 튜울립 축제」는 인기 
만화의 캐릭터 등을 그린 「플라워 
아트」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 모험가  우에무라 나오미

세계 최초로 개들이 끄는 썰매를 
이용하여 단독행으로 북극점에 
도달하는 등 수많은 위업을 이룩한 
우에무라 나오미(植村直己).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았던 소박한 
인품은 도요오카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고노토리노사토 공원
황새에 관한 연구와 번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내에 있는 황새 
문화관에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노력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기노사키 온천
예술가들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온천지역입니다. ７개의 온천을 
둘러보는 「소토유메구리(온천 
관광)」이 유명합니다.

성시마을 이즈시
일찌기 일본의 6분의 1을 
다스린 영주의 본거지이며, 
「다지마지방의 작은 교토」
라고 불리는 전통을 가진 
성시마을입니다.

신코로 시계탑
1871년에 세워진 높은 
망루입니다. 10년 후에 대형 
시계가 기부된 이후부터는 
시계탑으로서 유명해졌습니다.

인력거
역사가 새겨져 있는 
성시마을을 인력거를 타고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농가 민박
일본의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민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