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
입력은
지점에
맡기세요!

코스
내용은
변경
가능

드라이브로
즐길 수 있는
추천 시설을
엄선!

득이 되는
JAF 우대시설
할인※

코스
이용으로
할인 요금!※

JAF

우대있음

※요금, 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차 요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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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가와이에야스의연고지오카자키, 미카와만드라이브
오카자키 성

중부국제공항 START
약 60분

①오카자키 성
약 15분

②된장 공장 견학

・카쿠큐 "핫쵸미소의 고향"
・사토 가쿠큐
약 20분

③가마고리 오렌지 파크
약 20분

④다케시마

JAF

JAF

가마고리 오렌지 파크

우대있음

우대있음

봄에는 딸기와 멜론, 가을에는
귤 등 과일 따기 체험
입장료 무료.
과일 따기 체험은 별도 요금.
9：00～17：00
예상 견학시간：약 60분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태어난 성
어른200엔/어린이100엔
9：00～17：00
예상 견학시간：약 60분

된장 공장 견학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된장 공장을 견학할
수 있다. 2개 시설이 있다. 견학은 무료.
예상 견학시간：약 60분

카쿠큐 "핫쵸미소의 고향" 사토 가쿠큐
⑤라구나 텐 보스
평일10：00～16：00
9：00～12：00
토/일/공휴일9：30～16：00 13：00～16：20
각 지점에 렌터카를 반납 또는 다음 목적지로
약 20분

JAF

우대있음

다케시마

참고시간：약9시간
라구나 텐 보스
레저, 미식으로 가득한
복합 마린 리조트.
JAF
【입장권】
우대있음
어른：2,150엔
중학생：2,150엔
초등학생：1,200엔
유아：700엔
10：00～20：30
예상 견학시간：약 180분

도보로 건널 수 있는
신비한 모습의 작은 섬.
무료
예상 견학시간：약 60분

※추천 코스의 시간은 참고 시간입니다. 교통 상황이나 시설의 혼잡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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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로 시간 여행! 진정한 체험 드라이브

중부국제공항 START 세토구라
약 70분

①세토구라
약 15분

②마네키네코 박물관
약 40분

③박물관 메이지무라

마네키네코 박물관

JAF

우대있음

세토모노(도자기) 판매나 세토구라
뮤지엄에서 도자기의 역사를 체험.
"세토덴(전차)"의 실제 차량 전시도
꼭 보자!
어른500엔
고등학생/대학생/ 65 세 이상300엔
9：00～18：00（입장은 17:30까지）
예상 견학시간：약 60분

각 지점에 렌터카를 반납 또는 다음 목적지로

참고 시간：약 7시간
JAF

우대있음

수천 점의 고양이 장식물(마네키네코)
을 전시! 오리지널 고양이 장식물도
만들 수 있는 일본 최대의 고양이
장식물 전문 박물관
어른300엔、고등학생/대학생200엔
중학생 이하 무료
10：00～17：00
예상 견학시간：약 70분

박물관 메이지무라

JAF

우대있음

메이지 시대의 건물과
중요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다.
어른1,700엔 초등/중학생 600엔 외
10：00～17：00
계절에 따라 영업시간이 다르므로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세요.
예상 견학시간：약 180분

※추천 코스의 시간은 참고 시간입니다. 교통 상황이나 시설의 혼잡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렌터카 드라이브!
도요타렌타리스 아이치

드라이브 코스를 렌터카로 이용하려면?

①도요타렌타리스 아이치 매장에서 추천 코스를 선택하여 직원에게
보여주세요. (주부국제공 이외 곳에서 출발도 가능!)
점심 장소나 최종 목적지 등의 코스변경가 가능합니다.
②직원이 내비게이션에 코스를 등록합니다.
③내비게이션이 각 목적지까지 안내합니다.
※렌터카에 대한 질문은 각 매장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3 ～ 6 코스는 뒷면을 확인하세요!

렌터카 할인권

1,000엔
OFF
플러스
JAF 회원증 렌탈 요금 무료(정상가 540엔)
2018년 3월 31일까지 유효

1 대당 렌터카 기본요금 1,000 엔 할인

도요타렌타리스 아이치 전 지점에서 유효
여행대리점 상품, 역 렌터카 특별 요금, 월간, 쿠폰 이용
시 대상에서 제외
인쇄물 또는 모바일 화면을 직원에게 보여주세요.

http://www.trl-aichi.co.jp
TEL：0120-001319(8:00～20：00)

■렌터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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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지타 반도 드라이브

중부국제공항 START
약 25분
코이노미즈 신사
①코이노미즈 신사 "상사병"에 즉효, 인연을

참고 시간：약 4시간

노마 등대

커플들이 많이 찾는
아이치 현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
약 15분
하즈미사키
맺어주는 신으로 유명한 신사. 견학 무료
②노마 등대
예상 견학시간：약 20분 길이 800m의 우바메가시
입장료 무료
산책로 안에 하즈 신사와
약 20분
사무소/매점은 10：00～16：00
전망대가 있어, 히마카지마
③하즈미사키
섬, 시노지마 섬, 미카와 항,
예상 견학시간：약 20분
약 20분
이세 만이 내려다보인다.
④관광농원 하나히로바
무료
예상 견학시간：약 60분

관광농원 하나히로바

사방에 펼쳐진 해바라기밭은
TV에 나온 적도 있다. 절정은
11월 중순까지. 드넓은
꽃밭에서 꽃 따기 체험도
가능하다.
어른650엔、초등학생300엔
8：00～17：00
예상 견학시간：약 60분

각 지점에 렌터카를 반납 또는 다음 목적지로

※추천 코스의 시간은 참고 시간입니다. 교통 상황이나 시설의 혼잡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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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모르는아이치의대자연! 절경을자랑하는오쿠미카와드라이브
참고 시간：약 6시간

중부국제공항 START

휴게소 못쿠루
①휴게소 못쿠루 신시로 신시로
약 80분

푸드코트와 직판장이
모여 있고, 나무의 온기를
요쓰야노 센마이다
느낄 수 있는 휴게소.
약 25분
구라카케 산 비탈에
9：00～18：00
③호라이지 산
펼쳐진 아름다운 계단식
무료
논. 드라마 촬영지로도
약 40분
예상 견학시간：약 30분 화제가 된 바 있다.
④아데라의 7폭포
무료
예상 견학시간：약 30분
각 지점에 렌터카를 반납 또는 다음 목적지로
약 25분

②요쓰야노 센마이다

호라이지 산

"소리 붑포우소우(불법승의
일본식 발음)"라고 불리는
고노하즈코(올빼미과의 작은
부엉이)가 서식하는 신정한 산.
대하 드라마의 무대로 유명하다.
무료
주차장은8：00～18：00
예상 견학시간：약 90분

아데라의 7폭포

음이온이 가득! 아기가
생긴다는 속설도 있는
파워스팟(영험한 장소).
무료
무휴
예상 견학시간：약 30분

※추천 코스의 시간은 참고 시간입니다. 교통 상황이나 시설의 혼잡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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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애호가는 필수! 오와리 역사 탐방 드라이브

중부국제공항 START
JAF
약 55분
기요스 성 우대있음
①기요스 성
갑옷 입기나 화승총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천수각이
있고, 480년 전에 축조된 국보로
지정된 성
어른550엔、초중학생110엔
9：00～17：00（입장은 16:30까지）
예상 견학시간：약 140분

오아가타 신사

체험을 할 수 있는 오다
노부나가와 연고가 있는
②다카타 신사
성.
약 10분
어른300엔/초중학생150엔
③오아가타 신사
9：00～16：30
약 20분
④이누야마 성(국보) 예상 견학시간：약 90분
약 30분

각 지점에 렌터카를 반납 또는 다음 목적지로

다카타 신사

세계적으로도 드문 기제
(특이한 축제)가 열리는
것으로 유명한, 자식 생산에
효험이 있는 신사.
참배 무료
예상 견학시간：약 30분

참고 시간：약 7시간
JAF
이누야마 성(국보) 우대있음

여성의 수호신을
모시는 산사로
순산,, 자식
생산, 부인병, 특히
인연 맺기에 효험이
있는 신사.
참배 무료
예상 견학시간：약 30분

※추천 코스의 시간은 참고 시간입니다. 교통 상황이나 시설의 혼잡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６

나고야의 왕도 대만족한 드라이브

7시간 START
중부국제공항

아쓰다 신궁

JAF

우대있음

도쿠가와 미술관

세계적으로 귀중한 국보
3대 신기(성스러운 물품)
"겐지 모노가타리 그림
약 40분
중 하나인 구사나기
두루마기" 등을 전시한다.
①아쓰다 신궁
신검을 모신 1900년
어른1,400엔
약 15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신사.
고등학생/대학생700엔
나고야
성
②나고야 성
보물관은 성인 300엔,
나고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초중생500엔
약 20분
초중생 150엔
※매주 토요일은
오와리 도쿠가와 가문이
③도쿠가와 미술관
보물관9：00～16：30
거처하던 성으로 유명한 성. 초중고생 무료
약 20분
예상 견학시간：약 60분 어른500엔、중학생 이하 무료 10：00～17：00
④토요타 테크노 뮤지엄
예상 견학시간：약 75분
9：00～16：30
산업 기술 기념관
예상 견학시간：약 120분

각 지점에 렌터카를 반납 또는 다음 목적지로

참고 시간：약

JAF

우대있음

토요타 테크노 뮤지엄
산업 기술 기념관
토요타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박물관.
자동직물기부터
자동차까지 실물이 다수
전시되어 있다.
어른500엔、중고생300엔、
초등학생200엔
9：30～17：00
예상 견학시간：약 90분

※추천 코스의 시간은 참고 시간입니다. 교통 상황이나 시설의 혼잡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이용 드라이브 코스 번호
Number of the Drive Course of your choice:

이름
Name

국적(일본에 거주하시는 분은 도시,현까지 기재)
Nationality (Prefecture of Residence if expatriate)

승차 인원

※R店記入欄

Number of People Boarding

각 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Aichi Now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chi Now

検索

※각 시설의 요금, 영업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