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2021 년도 쓰타누마 전망데크 입장 사전예약제 도입과 교통 체증 대책 협력금 징수에 관한 안내

쓰타 들새의 숲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데크의 올바른 이용, 주변 교통 체증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의 일정으로 쓰타 들새의 숲의 입장 사전예약제를 도입하며 입장 인원을

제한합니다.

실시 기간: 2021 년 10 월 16 일(토)~31 일(일) 전일 오전 7:30 까지

이와 더불어 아래의 낮 시간대에 쓰타누마 주변의 환경 보전 및 교통 체증 대책 마련을 위해

쓰타 온천 주차장 입구에서 교통 체증 대책 및 환경 보전 협력금을 징수합니다.

실시 기간: 2021 년 10 월 14 일(목)·15 일(금), 11 월 1 일(월)~7 일(일) 9:00~16:00

실시 기간: 2021 년 10 월 16 일(토)~31 일(일) 7:30~16:00

새벽 시간대 입장 사전예약에 대하여

쓰타 들새의 숲의 새벽 시간대 입장 사전예약은 신청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협력금: 차량 1 대당 4,000 엔(운전기사 1 명분 포함) ＋ 동승자 1 명당 2,000 엔

쓰타 들새의 숲의 새벽 시간대 입장 사전예약은 QR 코드의 응모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사항을 입력하시면 차후 등록하신 메일 주소로 추첨 결과를 발송합니다. 아울러 응모는

1 그룹당 차량 1 대, 동승 인원은 5 명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새벽 시간대 쓰타 들새의 숲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된 일정을 확인하신

후, 당일에 쓰타 들새의 숲으로 신청하셨던 인원수 이내로만 방문하셔서 티켓을 직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1 년 7 월 20 일(화)~8 월 17 일(화)

결과 발표: 2021 년 8 월 31 일(화)예정

낮 시간대 교통 체증 대책 및 환경 보전 협력금의 징수에 대하여

쓰타누마 주변의 교통 체증 대책 및 환경 보전을 위해 다음의 일정으로 쓰타 온천 주차장

입구에서 협력금을 징수합니다. 또한, 주차장 만차의 경우 입고 대기는 불가능하오니 시간을 두고

재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10 월 14 일(목)·15 일(금), 11 월 1 일(월)~7 일(일) 9:00~16:00→1,000 엔/대

10 월 16 일(토)~31 일(일), 11 월 3 일(수) 7:30~16:00→2,000 엔/대

아침노을 라이브 뷰잉 실시에 대하여

쓰타누마의 아침노을을 집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동영상 공유 사이트 YouTube ‘쓰타누마

아침노을 라이브 채널(蔦沼朝焼けライブチャンネル)’에서 매일 아침노을의 촬영 영상을 보여줍니다.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신 상황에 따라 영상 업데이트가 연기될 수 있고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촬영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촬영 기간: 2021 년 10 월 16 일(토)~10 월 31 일(일)

영상 촬영 시간:오전 5:0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