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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다이토 전통공예관
江戸たいとう伝統工芸館

후루사토 교류 숍 다이토
ふるさと交流ショップ 台東

本堂
본당

800（출고 불가）

まるごとにっぽん
Marugoto Nippon

관광버스 하차장
観光バス降車場

관광버스 하차장
観光バス降車場

관광버스 승차장
観光バス乗車場

관광버스 승차장

스타 광장

観光バス乗車場

관광버스 하차장
観光バス降車場

아사쿠사는 유서 깊은 사찰들이 많은 전통적 거리입니다. 오랜 역사와 함께센소지를 

중심으로 번영해 온 이곳은 일년내내 다양한 행사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에도시대의 

가부키산자나 아사쿠사6구 등은 대중오락의 산실이라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인정 넘치는 거리로 사랑받고있습니다.

台東区生涯学習センター
다이토구 생애학습센터
ミレニアムホール
밀레니엄 홀
区立中央図書館
구립 중앙도서관
（池波正太郎記念文庫）
（이케가미 쇼타로 기념문고）



스미다가와 불꽃놀이 축제

바스타 신주쿠

15

우에노

Visit Authentic Tokyo (다이토구 여행자 안내 웹사이트)

18:00
둘째/넷째 화요일

https://tokyosgg.jp/guide.html

국제선（하네다） 03-6428-0888
국내선（하네다） 03-5757-8111

사고 및 긴급 상황
일본 방문자 핫라인（JNTO） 050-3816-2787

03-6233-9266

https://authentic-tokyo.com/

http://www.city.taito.lg.jp/index/kurashi/kotsu/megu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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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세이 스카이 라이너 최단 36분

도쿄 메트로 긴자선 5분

도쿄 모노레일 19분

게힌큐코선 14분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아오토닛포리

닛코츠쿠바키타센주토네리이케부쿠로

도쿄 스카이트리아사쿠사

구라마에신오카치마치오카치마치

아키하바라

신주쿠

나카메구로

시부야

시부야

도쿄

하마마츠쵸

시나가와

JR선
도쿄 메트로 긴자선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
토에이 아사쿠라선
토에이 오에도선
츠쿠바 익스프레스
도쿄 모노레일
게힌큐코선
게이세이선
도부 스카이트리 라인
닛포리·도네리 라이나

억세스 맵억세스 맵

동경에서 가장 오래된 서민들에게 사랑받는 절.  
"아사쿠사 간논사마"라 불리는 관음보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입니다.  경내에는 다양한 기념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이  늘어서  있습니다 .   
"카미나리몬"은 아사쿠사의 상징으로 유명합니다.

전통 공예품은 대량 생산품에서는 찾아볼 수없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전시와 함께 체험을 통해 전통 
공예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합니다.

센소지 븐존불에서 득도했다는 하지노 나카모토와 
히노쿠마 하마나리, 타케나리 형제의 위패가모셔진 
곳. 곤겐즈쿠리라는 잔통적 건축양싀으로1649년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츠에 의해 지어셨으며, 국가 
중요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매년 5월이면 
에도시대부터 이어져 온 “산자마츠리” 가 열립니다.

9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상점가 입니다. 약 800
미터의 거리에는 전통식기, 주방용품, 업소용 설비 
인테리어, 음식모형 등 170개이상의 점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편리한물품들은 도매와 소매를 겸하고 
있어서전문가는 몰론 일반인까지 많은 사람들로항상 
붐비는 거리 입니다.

도쿄 SGG클럽(선의통역단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어로아사쿠사·우에노 가이드 투어를 무료로 해드립니다.아사쿠사 문화관광센터는 가미나리몬 앞에위치한 

다이토쿠의 관광안내시설입니다. 8층의 독특한 건물로 
다이토쿠를 방문하는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 
서비스를제공합니다. 1층에는 관광안내카운터와 
환전소, 2층에는 무료PC와 와이파이, 맨 위층에는 
전망테라스와 카페가 있습니다.

浅草寺

浅草神社

浅草文化観光センター

江戸たいとう伝統工芸館

かっぱ橋道具街

外国人観光客ガイドツアー

https://t-navi.city.taito.lg.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