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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to chubu

와지마（輪島）
노토공항（能登空港）

와쿠라온천（和倉温泉）

Helsinki
Frankfurt am Main

다카오카（高岡）
히미（氷見）

치리하마 나기사
（千里浜なぎさ）

Detroit

구로베（黒部）

Honolulu

하쿠바（白馬）
가나자와（金沢）

도야마（富山）
다테야마（立山）

도야마공항（富山空港）

조하나（城端）

고마츠공항（小松空港）
가가온천（加賀温泉）

Ishikawa

아와라온천（芦原温泉）

후쿠이（福井）

Toyama

Fukui

호쿠노（北濃）

가미코치（上高地）

게로（下呂）

고베（神戸）

간사이국제공항（関西国際空港）

욧카이치（四日市）

미카와안죠（三河安城）
가마고리（蒲郡）

중부국제 공항
（中部国際空港）

마츠사카（松阪）

Mie

하네다국제공항（羽田国際空港）
후지산（富士山）

센즈（千頭）
신후지（新富士）

Shizuoka
가케가와（掛川）

도바（鳥羽）

하마나호수（浜名湖）

누마즈（沼津）

시미즈（清水）
슈젠지（修善寺）
시즈오카（静岡）

도요하시（豊橋）
이세시（伊勢市）

나리타국제 공항
（成田国際空港）

치바（千葉）

나고야（名古屋）

가메야마（亀山）

도쿄（東京）

이다（飯田）

Aichi

Shiga

Osaka

고후（国府）

Nagano

다지미（多治見）

기후하시마
（岐阜羽島）

히코네（彦根）
나고야（名古屋）

신오사카（新大阪）

나기소（南木曽）

미노오타（美濃太田）
나카츠가와（中津川）

마이바라（米原） 기후（岐阜）

오츠（大津）

오사카공항
（大阪空港）

이나시（伊那市）
고마가네（駒ヶ根）

나고야공항（名古屋空港）

교토（京都）

스와호수（諏訪湖）
가미스와（上諏訪）

기소후쿠시마（木曽福島）

이누야마（犬山）
나가하마（長浜）

비와호수
（琵琶湖）

사쿠다이라（佐久平）
마츠모토공항（松本空港）

다카야마（高山）

Gifu

가루이자와
（軽井沢）

우에다（上田）

마츠모토（松本）

시라카와고
（白川御）

츠루가（鶴賀）
오바마（小浜）

고모로
（小諸）

시나노마치（信濃町）

히다후루카와（飛騨古川）

구즈류 호수（九頭竜湖）

Singapore

나가노（長野）

도이（土肥）

railways
JR(Shinkansen)

미시마（三島）
아타미（熱海）

JR
Local Railways

이토（伊東）

에치고 유자와
（越後湯沢）

도야마
（富山）

시모다（下田）

가나자와
（金沢）

하마마츠（浜松）
시즈오카공항（静岡空港）

후쿠이
（福井）

나가노
（長野）

다카야마
（高山）

다카사키
（高崎）

마츠모토
（松本）

기후
（岐阜）

게로
（下呂）

가미스와
（上諏訪）

우에노
（上野）

가시코지마（賢島）
신오사카
（新大阪）

교토
（京都）

마이바라
（米原）

구마노시
（熊野市）

기후하시마
（岐阜羽島）

마츠사카
（松阪）
가시코지마
（賢島）

도바
（鳥羽）

이세시
（伊勢市）

나고야
（名古屋）

도요하시
（豊橋）

나고야
중부
국제공항부

（中部国際空港）

하마마츠
（浜松）

시즈오카
（静岡）

미시마
（三島）

아타미
（熱海）

슈젠지
（修善寺）

이토
（伊東）

시모다
（下田）

도쿄
（東京）

How to
Driving Guide

07
도로 및 교통법규

운전 자격
일본에서 차를 빌리고 운전하기 위해서는 일본 운전 면허나
국제 운전 면허가 필요하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여행자의
경우에는, 모국 운전 면허의 공식 번역본이 있으면 된다.

국제 운전 면허는 일본에 입국하기 전, 자국에서
획득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는 지방 경찰청이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일본에
입국 후 1년 간 인증된 국제 운전면허를 소지하
고 운전할 수 있다.
일본은 1949년 제네바조약을 바탕으로 한 국제 운전 면허만
인정한다. 하지만,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일부 국
가들은 타 조약에 기반한 국제 운전 면허를 발급하므로, 이
들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는 일본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프랑스, 독일, 스위스의 운전면허 소유자는 각 국 대사
관 및 영사관에서 소지한 운전 면허의 공식 일본어판으로 1
년 간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다. 일본이 국제 운전 면허를 인
정하지 않는 타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일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일본 운전 면허를 따야만 한다. 일본에서 운전 면
허를 딸 수 있는 최저 연령은 만18세이다.

국제 운전 면허

일본의 고속도로

외국인들은 국제 운전 면허를 취득하면 입
국 후 1년 동안 일본에서 운전을 할 수 있
다. 국제 운전 면허는 일본에 오기 전, 한국
에서 받아야 하며, 집에서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청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운전 면허 소지자는 일본에서 각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받은 일본어로 공
식 번역된 운전 면허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다. 그 외 일본이 국제 운전 면허를 인정
하지 않는 다른 국가 사람들이 일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의 운전 면
허를 따야 한다. 일본의 운전 면허는 일본
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모든 운전자들에
게 필요하다. 단, 3개월 이상 일본을 떠나
있으면, 다시 국제 운전 면허의 사용을 인
정받아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방문객은 중요한 표지는 일본어와
영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모른다
고 해도, 일본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거
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의 제한 속도는 80km/h이거나 100 km/h
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이
용 요금을 내야 한다. 다음 표는 엄선된 주
요 도시들 간의 자동차 이용자를 위한 대
략적인 요금을 보여준다. 경차와 오토바이
는 더 낮은 요금이 적용되지만, 트럭과 버
스, 트레일러는 더 비싼 요금을 적용한다.
(승용차 기준 10km에 200엔 정도)

일본은 한국과는 반대로, 자동차는 도로의
좌측 차선으로 운전하며 운전석 및 운전대
가 차의 오른쪽에 있다. 면허를 딸 수 있는
법적 최저 연령은 18세. 도로 표지 및 교통
법규는 국제 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주요
도로의 표지판 대부분은 일본어와 영어로
표기되어 있다. 음주운전은 한국만큼이나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일반적인 속도 제
한은 고속도로에서는 80~100km/h 이며,
시가지에서는 40km/h, 골목길에서는
30km/h, 그 밖의 도로에서는 50~60km/
h. 하지만 운전자들이 제한 속도에서 약
10km/h정도 초과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이다. 일본에서 고속도로 및 경치가 좋은
드라이브 코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길은 통
행료가 무료이다. 길 상태는 좋은 편이지
만, 도시의 골목길은 상당히 좁은 편이라
운전하기 불편하다. 일본의 운전자들은 일
반적으로 매너가 좋고 사려가 깊다. 일본에
서 운전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자전
거를 타는 사람들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도
로 체계가 한국과는 반대방향이므로, 한국
에서 하던 운전에 익숙한 사람은 더더욱
주의를 요한다.

주의점

한국차 VS. 일본차
렌터카 회사

중부국제공항
센트레아(Centrair)

렌터카 여행
만약 대중 교통이 불편하고 이용하기에 쉽지 않은 일본의 시골 지역을 여행하고자 한다면, 자동차를
빌리는 것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여러 명이 같이 여행을 할 경우, 렌터카는 경제적인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대도시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교통체증, 익숙하지 않은 운전 환경, 비싼 주차료 등의 문제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도시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열차,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 것이다.

MAP CODE
71 638 033*35

중부국제공항 센트레아(Centrair)이 위치
한 중부지역에서는 풍부한 자연, 세계유산,
온천, 최첨단 기술, 대중문화, 쇼핑과 같은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감상하실 수 있다.
또한 중부국제공항과 나고야는 일본의 중
심에 위치하고 있어 도쿄, 교토 등의 일본
각지로 향하는 교통편도 매우 편리하다.
HP www.centrair.jp/ko/index.html

일본의 주요 렌터카 회사에는 마츠다 렌터
카, 닛산 렌터카, 도요타 렌탈리스, 닛폰 렌
터카, 오릭스 렌터카 등이 있다. 이 회사들
은 일본 전역에 수 백 개의 지점을 운영하
고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차를 제공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 밴, 버스, RV
까지도 빌릴 수 있다. 일본 회사의 경우 하
루 이용 요금은 일반적으로 소형차가 약
6,000 엔, 중형차가 10,000엔, 대형차가
15,000엔 가량이며, 여기에는 1일당 약
1,000엔의 의무적인 자동차 보험료가 포함
되어 있다. 이용 요금은 보통 성수기에 더
비싸며, 특히 홋카이도(北海道) 지역이 비
싼 편이다.

◀좌

우▶

한국 도로

일본 도로

◀깜박이

와이퍼▶ ◀와이퍼

깜박이▶

special
Driving tour
작가 소개 여행사진가 이름 박성빈 블로그주소 http://novaphoto.net

이동경로 나고야 ▶ 게로온천 ▶ 다카야마 ▶ 가나자와 ▶ 이시카와 ▶ 이누야마 ▶ 나고야

DAY 2
PM: 01:00

DAY 2 AM: 10:00

도요타의 고장 나고야로 대표되는 일본 중부지방은 한국
여행객들에게 다소 낯선 여행지입니다. 하지만 중부지역은 일본에
관심이 있는 여행자라면 한번쯤 사진으로 봤을법한 겨울철의
시라카와코, 작은 교토 다카야마 등 일본의 역사와 전통,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보석 같은 여행지입니다.

히다 지역의 민속촌이라고 하는 ‘히다노 사토’는 다카야마 역에서
차로 10분 정도 언덕에 위치한 곳으로 실제로 히다지역의 사람들이
살던 마을을 야외 박물관으로 꾸며놓은 민속촌입니다. 입구에
잔잔한 호수를 중심으로, 실제로 살던 가옥, 공연장, 신사,
물레방앗간등 실제 마을의 모습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다카야마의 명물 소고기
히다규다카야마의 명물
소고기 히다규
환상적인 마블링의 연한
히다규는 꼬치, 구이,
스테이크 등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DAY 2 PM: 03:00
골목을 걷다 보면 수백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사케
양조장과 다카야마를 대표하는 목공예품 가게들이 눈길과
발길을 붙잡습니다. 다카야마는 쌀 생산지로 유명한
도야마, 나카타 지역으로 흘러가는 수원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는 사케를 만드는 쌀의 핵심이라고 하는 눈
녹은 물이 바로 이 수원지입니다.

DAY 1 PM: 04:00
게로온천으로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차를 세우게 만든 풍경
댐과 호수가 만들어 낸 협곡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아름답게 피고 가을의
단풍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는 풍경 앞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멈출 수 있다는 것이
렌터카여행의 가장 큰 장점 입니다.

DAY 2 PM: 05:00

DAY 1 PM: 07:00
일본여행을 할 때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바로 저녁식사
시간입니다. 지역에 따라 호텔에 따라 기발하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가이세키 정식은 하루 중 단연
하이라이트입니다. 해산물과, 고기, 야채 모든 것이 균형을 갖춰
화려하고 정갈하고 정성스러운 식사가 준비됩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이 바로 일본의 다양한 맥주입니다.

다카야마는 중부의 박물관,
일본의 작은 교토라고 불리며
일본의 전통문화와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다카야마에
도착하는 순간 느껴지는 공기는
참 맑고 달게 느껴집니다.
다카야마는 30분이면 시내
전체를 걸어서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담하지만,
골목골목마다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습니다.

DAY 3 AM: 10:00
차를 타고 지나갔다면 무심코 지나쳤을
풍경입니다. 창문을 열지 않았다면 달콤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걸 몰랐을 풍경입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지 않았다면 투명에 가까운
블루가 무엇인지 몰랐을 풍경입니다.

DAY 4 AM: 10:00
하쿠산은 후지산, 다테야마와 더불어 일본의 3대
영산으로 꼽힙니다. 일본 중북부의 이시카와현에
주로 속해있으며, 후쿠이현과 기후현 등 3개 현에
걸쳐 있으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등산
인들에게는 유명한 영상으로 장엄한 해돋이와
아름다운 선셋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DAY 3 AM: 11:00

DAY 4 AM: 11:00

평소에서는 관심도 없고.. 볼 기회도 없던
시골의 풍경들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쿠산의 슈퍼린도
‘Forest Road’로
일본에서 매우 아름다운
도로로 유명합니다.

DAY 3 PM: 02:00
기모노를 입고 기념 촬영을 하는 일본사람들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에도시대의 건물들이 아무런 피해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히가시차야가이.
현재 히가시차야가이 거리에는 전통찻집과, 가나자와의
특산품인 금박공예 상점등이 모여있습니다.

DAY 4 PM: 01:00
가나자와 오미초 시장. 오미초 시장은
한국의 노량진이나 가락시장처럼
수산물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DAY 4 PM: 05:00
DAY 4 PM: 04:00

DAY 3 PM: 04:00
다카야마에서 150km정도를
달려 도착한 가나자와에는
‘게이샤의 추억’ 촬영지로
유명한 전통거리
‘히가시차야가이’ 가 있습니다.
가나자와는 인구 50만정도의
아주 작은 도시이지만 큰
화재나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에도시대의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이누야마성은 인구 7만 명의 성곽도시 이누야마를
대표하며 마쓰모토성, 히메지성, 히코네성과 더불어 일본
국보로 지정된 4대성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라인강이라고
불리는 기소강의 남쪽 언덕에 우뚝 솟아 잇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성 입니다.

성 주위의 전통거리를 둘러봅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수줍게 미소를 보여주는
이누야마 사람들 중부지역은 도쿄, 후쿠오카,
오사카처럼 화려한 즐길 거리 볼거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친절한 사람들...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을 즐 길수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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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쇼무라 合掌村

MAP CODE
772 480 548*55

집의 지붕모양이 양 손을
합장하고 있는 모양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갓쇼의 마을, 민예의 마을, 고향의 마을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히다의 문화와 공예,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어 산책하기 좋으며 관광객을
위한 작은 족탕도 마련되어 있다.
TEL 0576-25-2239 ADD. 岐阜県下呂市森2369
TIME 08:00-17:00 PRICE 어른 800엔, 소인 400엔

스이메이칸 水明館

MAP CODE
361 509 278*01

게로온천지역에서도 80년의
역사와 1만평 부지의 엄천난
규모를 자랑하는 온천료칸.
스이메이칸 온천에는 3곳의 온천이 있으며 시간과 위치가
각각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TEL 0576–25-2801 ADD. 岐阜県下呂市幸田1268
HP wwww.suimeikan.co.jp

히다강 노천온천
게로 온천을 가로지르는
히다강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노천탕. 시원하게
오픈된 혼탕으로 남녀노소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다.

게로온천下呂温泉

이데유 아사이치
いでゆ朝市

MAP CODE
772 480 576*46
아사이치(아침시장)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침에만 문을 여는 시장이다.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볼거리가 쏠쏠하며 고소하고 진한 히다우유를 맛볼 수 있다.
TEL 0576-24-1000 ADD. 岐阜県下呂市森 TIME 08:0012:00(4월-11월) HP www.pref.ishikawa.jp

파스트로 호텔

HOTEL PASTOR
MAP CODE
772 480 075*23
게로 온천마을 산꼭대기에
위치한 덕분에 환상적인
전망을 자랑하는 곳이다. 입맛을 돋우는 전채요리와
과실주를 시작으로 하는 일본코스식 요리와 그밖에
가이세키요리를 맛볼 수 있다.
TEL 0576-24-2000 ADD. 岐阜県下呂市森1781
HP pastor.co.jp

다마고 소프트
시리얼과 소프트아이스크림,
반숙계란이 올려진 부드러운
맛의 아이스크림.
일명 계란 소프트라고
불리는 다마고 소프트에서는
맛있는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아시유(족욕)까지도 즐길 수
있다. 온천수 위에 진열된 달콤한 푸딩 또한 인기다.

드라마 ‘나쁜남자’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게로온천은 아리마, 쿠사츠와 함께 일본의 3대 온천으로
유명하다. 온천에 들어가 있으면 피부가 미끌미끌거리며 미백효과가 있어 미인의 온천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게로 온천을 가로지르는 히다 강 강변에는 노천온천이 있으며 남녀노소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다.

access 다카야마 출발 (51.3 km, 1시간 10분) 다카야마 - 41번 국도 - 게로온천
나고야 출발 1 (113km, 2시간 36분) 나고야 역 - 41번 국도 - 게로온천
나고야 출발 2 (172km, 3시간 30분) 중부공항 - 센토레아라인(유료) - 쥬오자동차도로(유료)이용 한다쥬오(半田中央)JCT - 지타반도도로(유료) - 나고야미나미(名古屋南)JCT - 가미야시로(上社)JCT 쥬오자동차도로(유료)이용 - 나카츠가와(中津川)IC - 257번 국도 - 41번 국도 - 게로온천

MAP CODE 361 509 242*75

TIP 백로전설
게로지역은 먼 옛날부터 풍부하게 솟아나오는 온천으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로 온천이 끊겨 마을사람들은 슬픔에 잠겨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백로
한마리가 내려왔고 백로가 있던 그곳에서 온천물이 솟아나왔다고 한다. 백로가 날아간
곳에는 약사여래상 한구가 있었고 그 백로는 마을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겼던 약사여래상의
화신이었다는 게로온천의 백로전설이 전해져내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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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이마치나미
古い町並み

MAP CODE
191 196 705*44
후루이마치나미는 일본의
‘주요 전통 건물 군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에도 시대의 전통거리이다.
거리의 가옥 대부분이 에도 시대의 전통 가옥 양식으로
지어졌고 양조장, 전통 생활소품점, 양조장, 팬시점들이
들어서 있다.

다카야마진야 高山陣屋

MAP CODE
191 196 309*14

옛 지방 관청으로 당시 행정,
재판, 치안, 세무 등 모든
일이 이 곳에서 이루어졌다.
1651년에 지어져 일본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막부시대 관청
건물로 지금은 박물관 으로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히다노사토 古い町並み

MAP CODE
41 529 115*33

옛 히다지방 사람들이 살던
마을을 재현하
여 야외박물관으로 꾸며놓은
민속촌이다. 입구에 잔잔한 호수를 중심으로 실제로 살던
가옥, 공연장, 신사, 물레방앗간, 마을회관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내부에는 옛 가구 및 생활도구 등을 전시하고 있다
TEL 0577-34-4711 ADD. 岐阜県高山市上岡本町1-590
HP www.Hida.jp/hidanosato PRICE 어른 700엔

아침시장
다카야마의 아침 시장은
일본 3대 아침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그 중
다카야마진야 앞의 아침
시장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열리며 이 지역에서 재배된 신선한 야채와 과일,
꽃과 일본풍 소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TEL 0577-32-0643 ADD. 高山市八軒町 1-5
TIME 08:30-17:00 (3월-11월), 09:00-16:30(12월-2월)
PRICE 어른 420엔, 어린이 무료

다카야마 마쯔리

MAP CODE
41 559 152*15

‘마쯔리’는 일본의 축제를
말하며 이 곳에서 행해지는
행사는 일본 3대 마쯔리 중
하나로 꼽힌다. 다카야마 구 시가지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리며 축제 기간 중에는 ‘야타이(이동식 무대 차)’라는 크고
화려하게 장식된 축제 가마를 볼 수 있다.
봄 축제(4월) 구 시가지 남쪽 히에 진자(日枝神社)
가을 축제(10월) 구 시가지 북쪽 하치만구(八幡宮)

다카야마 高山

다카야마 그린호텔
高山グリーンホテル

사카구치야의 히다규 돈부리
요리를 1,300엔에 맛 볼 수 있다.

400년전 도쿠가와 막부의 직할령이였던 다카야마는 일본의 상징인 교토 문화와 에도시대
역사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 크고 작은 신사가 많고 옛 거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작은
교토'라고도 불리며 일본 전통문화와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도시로 유명하다.
봄과 가을에 열리는 다카야마 축제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서 내국인 관광객뿐 만 아니라 외국
배낭여행객들에게 일본에서 가장 선호하는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MAP CODE
191 195 152*01

일본 전통 여관의 분위기와
도시적인 분위기를 함께
지니고 있는 호텔이다. 깨끗하고 세련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온천, 레스토랑, 예식장, 회의실, 가라오케 등의 각종
부대시설들도 제공된다.TEL 81-577-33-5500 ADD. 岐阜県
高山市西之一色町2-180 HP www.takayama-gh.com
PRICE 토요일 기준 8,000엔(조식), 10,000엔(일반 룸, 조·석식),
30,000엔(프리미엄 룸, 조·석식)

다카야마야타이카이칸
高山祭屋台会館

야타이를 전시하고 있는
전시장. 다카야마
마쯔리에서 사용되는 야타이
중에서 4대를 전시하고 있다.
TEL 0577-32-5100 ADD. 178 Sakuramachi,Takayama City Gifu Japan TIME 07:0018:00(연중무휴) HP www.hida-hachiman.org
PRICE 어른 820엔, 어린이 410엔(사쿠라야마 닛코칸 공통권)

그린도어 레스토랑
(바이킹 뷔페)
다카야마 호텔 1층에 위치한
그린도어 레스토랑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석에서 구워 나오는 화덕 피자, 10여가지의
스시를 비롯해 이 지역의 특산물인 히다규로 만든 함박
스테이크, 스파게티, 파스타 등 일식부터 양식까지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TIME 17:00-21:30(석식) PRICE 어른 1,980엔, 어린이
800엔(음료 무제한 어른 2,000엔, 어린이 6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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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칸 아스나로
旅館あすなろ
일본의 문화를 좀 더 가까이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카야마의 전통 료칸
아스나로. 온천과 함께 일

본 가정식 요리를 맛볼 수 있다.
TEL 0577-33-5551 ADD. 岐阜県高山市初田町 2-96-2
HP www.yado-asunaro.com

키친 히다 キッチン飛騨

MAP CODE
191 196 458*65

후루이마치나미 부근에
위치하고 4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히다규 스테이크 요리
전문점. 정통 히다규 스테이크 뿐 만 아니라 히다규로 만든
수제 햄, 스테이크 소스, 통조림 등도 판매한다.
TEL 0577-36-2911 ADD. 岐阜県高山市本町1-66
TIME 11:30-15:30, 17:00-20:30(매주 수요일 휴무)
HP www.kitchenhida.com

사이토 さいとう
이곳 전통마을 거리에
위치한 향토 음식
전문점으로 이 집은
다카야마의 명물인 히다규
소고기로 만든 히다규
카츠와 히다규 스테이크가 유명하다.
TEL 0577-33-6323 ADD. 岐阜県高山市上三之町23
TIME 10:00-16:00(목요일 휴무)

카페 아오 カフェ青
5개의 창고와 술과 카페,
다카야마의 옛 전통 가옥과
창고를 연결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
안에 자리잡은 카페이다.
카페의 입구는 건물 안의 길을 빙 돌아 가장 구석에 위치하고
있다. 와라비 모찌와 호우지차 세트, 팥죽 젠자이, 와라비
모찌, 말차 파르페 등을 즐길 수 있다.
TEL 0577-57-9210 ADD. 岐阜県高山市上三之町 67 老田酒
造 TIME 10:00-17:00 HP cafeao.hida-ch.com

히다규 런치 마루아키
丸明

MAP CODE
191 195 655*41

히다규 요리전문점으로
일본의 최상급 소고기인
히다규(7조각)와 밥, 국, 반찬, 후식이 나오는 런치셋트를
1980엔에 맛볼 수 있다. 디너 메뉴는 4,000~5,000엔 정도.
TEL 0577-35-5858 ADD. 岐阜県高山市天満町6-8-1
TIME 11:00-21:00

사카구치야 坂口屋

MAP CODE
191 196 585*25

조금 저렴하게 히다규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히다규
요리 전문점. 히다규
스테이크 덮밥, 히다규 초밥 등 히다규 요리 외에도 산사이
소바, 라멘 등도 맛볼 수 있다. 히다규 스테이크
동(飛騨牛ステーキ丼) 1,350엔, 히다규 초밥(2조각) 500엔

TEL 0577-32-0244 ADD. 岐阜県高山市上三之町90
TIME 10:30~15:30(매주 화요일 휴무)

후지야 하나이카다
富士屋花筏
화과자와 함께 일본
전통차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다카야마 전통찻집.
카페의 공간은 카페와
와과시(和菓子, 일본 과자)를 판매하는 공간으로 나뉜다.
녹차, 말차, 와과시세트 등을 즐길 수 있다.
TEL 0577-36-0339 ADD. 岐阜県高山市花川町46
TIME 10:00-18:00(목요일 휴무)

고우쟈 こうじや
히다다카야마에서 다이쇼
4년(1915년)부터 미소(味噌,
된장)를 만들어 온 된장
전문점이다. 다양한 된장을
직접 만들어 나무통에
보관하여 판매하고 있다. 타카야마의 전통 된장으로 끓여낸
된장국도 직접 맛볼 수 있다.
TEL 0577-32-0655 ADD. 岐阜県高山市下三之町 113
TIME 8:00~17:00, 8:00~15:00(일)

1

2

3

4

5

1 미다라시 단고みたらし団子 70엔 2 고헤이모치ごへいもち 각 100~200엔 3 히다규 꼬치 500엔 4 히다규 메시 300엔 5 히다규 다코야 6개 400엔

access 나고야 출발 ━ 다카야마 (157km, 2시간 23분)

나고야 출발 ━ 메이도쵸(明道町)JCT ━ 나고야 고속6호 키요스선(名古屋高速6号清須線, 유료) 나고야 고속 16호
이치노미야선 (名古屋高速16号一宮線, 유료) ━ 이치노미야(一宮)IC ━ 메이신(名神) 고속도로(유료) ━
이치노미야(一宮)JCT ━ 도카이 호쿠리쿠(東海北陸) 자동차 도로(유료) ━ 히다키요미(飛騨清見)IC ━ 다카야마
키요미(高山清見)도로 ━ 다카야마코쿠후 바이파스(高山国府バイパス) ━ 41번 국도 - 다카야마

MAP CODE 191 195 406*28

area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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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야마 싸이클링 飛騨里山サイクリング

야사토야마 자연 싸이클링은 히다 후루카와 마을을 자전거를 타고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세 가지 코스로 나뉘며, 녹음이 우거진 자연 속 사이클링 뿐만 아니라 공기좋은 일본의
시골길을 달리고, 고즈넉한 옛 거리를 구경하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3시간30분의 코스로 구성된 Standard 코스는 자연 풍경을 즐기며 차로는 갈 수 없는
숨겨진 아름다운 길을 만날 수 있다. 2시간30분의 Half 코스는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코스로 산을 따라 하이킹을 하게 된다. Ride and Hike 코스는 5시간 코스로 가장 재밌고
고난이도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깊은 자연속에서 아름다운 절경의 폭포까지도 볼 수 있다.
TEL 0577-73-5715 ADD. 岐阜県飛騨市古川町弐之町8番8号 TIME standard 13:30-17:00,
half 10:00-12:30, ride and hike 10:00-15:00 PRICE standard 7,000엔 , half 4,500엔 , ride and
hike 9,800엔(점심포함) HP www.satoyama-cycling.com

혼코지 本光寺

MAP CODE 191 517 598*30

14개 방의 사면이 모두 노송나무로 만들어진 목조건축으로서 히다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본당이 있다. 메이지 시대에 여공들이 시주한 절의 벽이나 히다 장인의 기술이 보이는
헤이세이(平成)의 산문도 볼 수 있으며 매년 1월15일 밤 신란(親鸞) 성인의 은덕을 기리는,
200년 이상 전부터 이어져온 3사참배 풍습이 행해지고 있다.

세토강 瀬戸川

히다 후루카와에서는 마을 곳곳에 흐르는 세토강을 만날 수 있다. 약 400년 전 마스지마 성의
해자수를 이용하여 새 농지를 개발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세토야 겐베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세토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옛 세토강은 채소도 씻어먹을 수 있을만큼 깨끗한
용수였지만 고도성장의 영향으로 오염되었고 세토강을 재차 아름답게 되살리자는 염원에서
1968년 주민의 기부에 의해 세토강의 상징, 잉어를 키우게 되었다.

아지도코로 후루카와 味処古川

MAP CODE 191 517 827*37

아지도코로 후루카와에서는 오쿠히다의 농산물로 차려진 히다노메구미 정식을 즐길 수 있다.
특유의 깔끔하고 담백한 맛의 히다라멘정식 또한 일품이다.

TEL 0577-73-7100 ADD. 岐阜県飛騨市古川町壱之町11-3 TIME 09:00-17:00
PRICE 히다라멘정식 840엔, 히다노메구미정식 1,000엔

히다 후루카와飛騨古川

일본의 전통을 잘 살린 마을을 꼽으라면 기후현 히다시의 후루카와를 빼놓을 수 없다.
약 400년 전 원형이 만들어진 성하마을로 예부터 ‘속세 생활에 지치면 후루카와로!’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다. 히다 타카야마와 함께 미야가와 강의 하류에 위치해 있는데 이 두
마을은 마을의 조성이나 정서가 교토와 닮아 쌍둥이 쿄토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본식 전통양초 전문점, 양조장, 종이공예 공방, 미술관등 작은 마을이지만 후루카와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장소들로 가득하다.

access 다카야마 ━ 히다후루카와 (16.7km, 29분)
다카야마(高山) 출발 ━ 41번 국도 ━ 아즈마카이도도로(東街道) ━ 고쿠후루카와(国古川) 바이패스 도로 ━ 히다후루카와

MAP CODE 191 548 004*00

TIP 후루카와 마쓰리(古川祭り)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 후루카와마쓰리는 매년 4월 19일,20일 양일간 진행된다.
기백 가득한 오코시다이코 북과 호화 찬란한 축제용 수레의 행렬도 꼭 빠지지 않고
봐야 할 행사 중 하나이다. 축제용 장식수레가 거리를 누비며, 가리쿠리 인형(전통기계인형)과
어린이 가부키 공연이 열린다.

area04
Shirakaw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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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카와 하치만 신사 白川八幡神社 삼나무 숲에 둘러 쌓인 시라카와 하치만 신사는 도부로쿠 축제의 주요 무대이다.
또한 신사 내에 축제 영상과 축제 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는 도부로쿠마쯔리노 관을 운영하고 있어 축제의 열기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한편 이 곳은 애니메이션 ‘쓰르라미 울적에(ひぐらしのなく頃に)’의 무대 중 하나인 후루데
신사의 배경이 되어 젊은 참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기도 하다. PRICE 300엔
묘젠지 明善寺 묘젠지는 200년전 도쿠가와 막부 말기에 세워진 전통 건축양식의 절이며 현재는 향토관으로 개방시켜 농
기구, 조리기구 등을 전시하고 있다. TIME 08:30-17:00(4~7월) 08:00-17:30(8월), 09:00~16:00(12~3월) PRICE 300엔
갓쇼즈쿠리민가원 合掌造り民家園 MAP CODE 549 019 151*71

갓쇼 형태의 지붕으로 지어진 갓쇼즈쿠리 가옥과 함께 절, 물레방아, 논과 밭들을 배치해 놓은 야외박물관이다. 내부에는 생
활도구나 농기구들도 전시되어 있어 옛 마을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원내에서는 염색, 직물 등의 전통
공예와 일본의 소바를 만드는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도 경험 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 EL 05769-6-1231
TIME 08:40-17:00(4~7월, 9~11월) 08:00-17:30(8월), 09:00~16:00(12~3월) PRICE 어른 500엔, 어린이 300엔

도부로쿠 축제 どぶろく祭
도부로쿠는 쌀알이 섞인 백색의 탁한 일본 전통술로 우리나라 막걸리와 비슷하다. 도부로쿠를 주제로 하는 이 축제는
마을의 무사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시작된 일종의 제사의례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참가객들에게 도부로쿠를 무료로
제공하여 축제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 개최일 10월 14~15일 개최시간 09:00-저녁까지 장소 시라카와 하치만 신사

시라카와고 白川鄕

시라카와고의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갓쇼즈쿠리 주택

시라카와(白川)라는 지역의 마을(鄕)이라는 뜻을 가진 시라카와고는 최고 적설량이 3m나 되는
눈이 많이 오는 산간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은 눈의 중량을 견뎌내기 위해 두껍고 가파르게
지어진 갓쇼(合掌)형태의 지붕으로 지어진 집들이 촌락을 이루고 있으며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access 다카야마 ━ 시라카와고 (49.7km, 59분)
다카야마 출발 ━ 41번 국도 ━ 다카야마비이패스(高山国府バイパス) ━ 다카야마 키요미高山清見) 도로 ━
도우카이호쿠리쿠(東海北陸) 자동차도로(유료) ━ 고속 시라카와고(高速白川郷)IC ━ 156번 국도 ━ 시라카와고

MAP CODE 549 018 266*07 HP shirakawa-go.org

데아이바시 であい橋
주차장과 마을 입구를 연결하는
데아이바시는 ‘만남의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마을 앞으로 흐르는
쇼가와(庄川)강을 가로지르는
현수교이다.

오기마치죠세키 전망대
荻町城跡展望台

MAP CODE 549 049 216*55
오가마치 성터의 전망대로 시라카와고의
마을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전망대 위에서 바라본 마을의 모습은 이
지역 특유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집들과 환경이 조화를 이뤄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와다케 和田家
에도시대 후반에 지어진 와다케는
시라카와고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저택이다. 국가지정중요문화재인 이
건물은 현재는 관람객들에게 개방되어
별도의 입장료를 지불하면 내부를
관람할 수 있다. TEL 05769-6-1058
TIME 09:00-17:00(연중무휴)
PRICE 어른 300엔, 어린이 150엔

area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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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코치上高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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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파 얼굴 모양을 한
재미있는 갓파야키 빵, 200엔

일본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3,000m 급의 호타카연봉으로 둘러 쌓여 있는 지역으로 시원하게 흐르는
아즈사가와(梓川) 강을 따라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웅장한 대자연의 신비로움, 초록의 음이온을 만끽 할
수 있다. 다이쇼이케(大正池), 묘진이케(明神池) 등 아름다운 호수가 많이 있으며 산책,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하이킹을 즐기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access 다카야마 ━ 158번 국도 ━ 사완도 주차장 하차 (48.3km 약 1시간 25분)
이곳은 자연보호를 위해 승용차 출입이 제한되니 사완도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버스나 택시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한다.

Price 주차요금 500엔(1일) 사완도에서 가미코치까지의 요금 버스 1,200엔
MAP CODE 405 871 599*07

택시 3,500엔~4,000 엔

다이쇼이케 大正池

갓파바시 河童橋

묘진이케 明神池

갓파식당 河童食堂

야케다케(焼岳)산의 분화로
인한 광대한 토사가 강을
막아 생긴 호수, 물에 잠겨
고사한 나무들과 호수가
만들어 내는 풍경은
가미코치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보여준다.

가미코치의 상징이자
아름다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다리, 아즈사가와
강의 맑은 물 소리와 일본
알프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해준다.

거울과 같이 투명한 얕은
호수 면에 비친
묘진다케(明神岳)산과 호수
위의 바위와 대나무가
만드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의 호수

가미코치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요리를 즐길 수 있
는 곳, 산적구이, 신슈소바등
을 맛볼 수 있다.
TEL 0263-95-2111
ADD. 長野県松本市上高地

4468 五千尺ホテル隣 上高
地のおみやげ屋さん 2F

TIME 10:00-15:00

area06
kanaz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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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초시장 近江町市場

겐로쿠엔 兼六園

MAP CODE
41 559 152*15

280년의 기나긴 역사를 가진
가나자와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현재 약
200여개소의 점포가 있다. 사시사철 싱싱한 해산물을 살 수
있는 이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이 잔뜩 올라간 카이센동은
꼭 맛봐야 할 별미이다.

MAP CODE
41 529 115*33

오카야마의 고라쿠엔 미토의
가이라쿠엔과 더불어 일본 3
대 정원 중 하나인 겐로쿠엔
은 6가지의 미를 갖추고 있는 정원이라는 뜻으로 이름 지어
졌으며, 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문화재로 지정된 곳
이다. TEL 076-234-3800 ADD. 石川県金沢市丸の内 1番1
号 TIME 07:00-18:00(연중무휴) HP www.pref.ishikawa.jp/sironiwa/kenrokuenPRICE 어른 300엔, 6~18세 100엔

99%이상의 순도를 자랑하는
식용금박을 아이스크림
위에 둘러 판다. 가격은 400엔

야미산스시
오미초시장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시, 해산물로
조리된 덮밥류, 카이센동
등을 맛볼 수 있는 맛집이다.
TEL 076-221-0055 ADD. 石川県金沢市下
近江町68 金沢近江町市場内 TIME 07:0019:00 HP www.yamasan-susi.com
오미초 시장의 명물인
해산물덮밥 ’카이센동’, 2,625엔

히가시차야가이
東茶屋街

MAP CODE
41 560 311*82
영화 ‘게이샤의 추억‘의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진
히가시차야가이는 동쪽(히가시)의 찻집거리(차이가이)라는
의미를 가진 옛 일본의 요정거리이다. 검정색 기와지붕의
목조가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에도시대의 거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길 전체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음식점, 찻집, 금박공예 상점 등이 밀집해 있다.

가나자와 하쿠초로호텔
하쿠초로호텔은 가나자와
시내에서 유일하게
천연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대욕장이 마련되어 있는
비즈니스 호텔이다. 일본 3대
정원 겐로쿠엔 입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가나자와 金澤

가나자와는 인구 50만명 정도의 작은 규모의 도시지만 400년 이상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아 에도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대영주(大領主)의 성읍으로 발전하여 메이지유신 직후까지
일본 5대 도시의 하나로 꼽힌 곳이기도 하며, 금박(金箔)같은 호화로운 문화가 발달했다.

access 다카야마 ━ 가나자와 (115km, 1시간 53분)

다카야마 ━ 158번 국도 ━ 히다키요미(飛驒凊見) ━ 도카이호쿠리쿠 자동차 도로(유료) ━ 오야베토나미(小矢部砺波) JCT ━
가나자와 히가시(金沢東) ━ 200번 국도 ━ 가나자와 시내

MAP CODE 41 588 002*82

TEL 076-222-1212 ADD. 石川県金沢市丸の内 1番1号
HP www.hakuchoro.com

21세기 미술관

MAP CODE
41 499 820*24

21세기 미술관은 21세기라는
커다란 역사적 전환점에서
새로운 지역사회 창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과거의 딱딱하고 일부 계층만 즐겼던
미술관과는 달리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이며 지역사회의
공생을 통해 새로운 가나자와의 매력과 활력을 창출해
나가는 곳이다. TEL 076-220-2800 ADD. 石川県金沢市広
坂1丁目2番1号 TIME 10:00-18:00
HP www.kanazawa21.jp

겐죠테이 見城亭
1913년에 개업한 오랜 전통의
찻집, 겐로쿠엔을 이미지한
다양한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다. 2층의 레스토랑에서는
독특한 문양의 자기
도시락에 담겨 나오는 요리를 맛볼 수 있다.
TEL 076-263-7141 ADD. 石川県金沢市兼六町 1-19
TIME 09:00-20:30(연중무휴) HP www.kenrokuen.jp
E-MAIL kenjyoutei@kenrokuen.jp

kanazawa 금박체험
이마이금박 今井金箔
이 금박전문점은 금의
농도와 색상이 다른 다양한
용도의 금박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1인 30분당 630엔
정도의 비용으로 금박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금박체험은 원하는 케이스에 테이프로
도안을 만든 후 그 위에 금박접착용액을 바른 후 붙여
테이프를 떼내고 코팅스프레이를 뿌려주면 완성되는데
스프레이가 마르는 동안 금박 차와 과자가 제공된다.
TEL 076-223-8989 ADD. 金沢市幸町 7-3 TIME 09:3018:00 HP www.kinpaku.co.jp

area07
Chirih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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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이 부는 때에는 치리하마 나기사 드라이브웨이가 폐쇄되므로 출발 전 확인 하도록 한다.

치리하마千里浜

일본 이시카와현(石川県)의 호다쓰시미즈 마을(宝達志水町)에서 지리하마 마을(千里浜町)에 걸쳐 있는
폭 약 50m, 길이 약 8㎞에 이르는 해안이다. 입자가 가는 모래가 바닷물을 머금어 단단해진 모래해변으로
일반 자동차나 버스로도 파도를 가르며 달릴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영화나 CF 촬영 등에 자주 등장하곤
한다. 지리하마해안(千里浜海岸)은 얕고 넓은 해수욕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대합과 모시조개
산지로도 유명하고 지금도 썰물 때는 조개잡이를 할 수 있다.

access 드라이브 웨이 (千里浜なぎさドライブウェイ) (38km, 50분)

가나자와(金沢) 출발 ━ 299번 국도 ━ 60번국도 ━ 노토유료도로 ━ 치리하마(千里浜) IC ━ 치리하마 나기사

Price 주차요금 500엔(1일) 사완도에서 가미코치까지의 요금 버스 1,200엔
MAP CODE 135 182 244*23

택시 3,500엔~4,000 엔

치리하마 나기사
드라이브 웨이 千里浜なぎさドライブウェイ

MAP CODE 70 188 181*74

노토반도 남쪽의 해안을 따라 약 8㎞에 걸쳐 뻗어져 있는
모래해변으로 일본 유일의 해안 모래사장 도로이다.
자동차로 모래사장을 주행할 수 있는 전세계 3대 해안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해변가 포장마차 や-たい
치리하마 나기사 드라이브웨이 해변의
한 켠엔 포장마차가 자리잡고 있다. 대합,
바지락, 소라등의 조개구이와
오징어 구이, 오뎅, 오니기리등을
맛 볼 수 있으며 운전자를 위한
논알콜음료도 준비되어 있다.

area08
Inuy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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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1일부터 10월15일 사이 일본의 라인강이라고 불리우는 기소강에서는
1300년전통의 키소가와 우카이 (가마우지로 물고기를 잡는 것)가 개최된다.

이누야마犬山

일본 중부, 아이치현(愛知県) 북서부 노비평야(濃尾平野)의 기소가와(木曾川) 강 하류에 위치한
이누야마는 예전부터 교통 및 물류, 정치의 중심지로서 발전해 왔다. 16세기 전국시대에는
전쟁의 무대가 되었으나 에도시대에는 성의 마을로 발전하며 국보 이누야마성등 역사가 남긴
발자취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access 나고야 출발 (29km, 44분)

나고야 시내 ━ 히가시카타하(東片端) JCT ━ 나고야 고속도로 11호 고마키선(유료) ━ 고마키(小牧) ━ 41번 국도 ━ 이누야마(犬山)

다카야마 출발 (139km, 2시간 22분) 다카야마 ━ 158번 국도 ━ 다카야마 키요미(高山清見)IC ━ 도카이키타리쿠
(東海北陸)자동차도로(유료) ━ 기후카카미가하라(岐阜各務原)IC ━ 21번 국도 ━ 27번 국도 ━ 이누야마(犬山)

MAP CODE 70 158 205*23

메이지무라 明治村

이누야마성 犬山城

MAP CODE
70 188 181*74

일본에 현존하는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이누야마성은
4대 국보성 중 하나이다.

TEL 0568-61-1711 ADD. 愛
知県犬山市犬山北古券65-2
TIME 09:00-16:30 HP
inuyama-castle. jp PRICE 어른
500엔 초,중학생 100엔

MAP CODE
70 014 551*25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
이기 시작한 메이지시대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60여개
의 건축물이 모여테마파크를
이루었다.
TEL 0568-67-03141 ADD.
愛知県犬山市内山 1 番地
TIME 09:00-16:00(3월-10월)
HP www.meijimura.com
PRICE 어른 1,600엔 고등학생
1,000엔 초,중학생 600엔

메이테츠 이누야마 호텔

MAP CODE
70 188 250*24

메이테츠 이누야마 호텔은
실내탕과 노천탕이 마련되어
있는 온천호텔이다.

TEL 0568-61-2211 ADD. 愛
知県犬山市犬山北古券107-1
HP www.m-inuyama-h.co.jp

정원 우라쿠원 有楽苑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
이기 시작한 메이지시대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60여개
의 건축물이 모여테마파크를
이루었다.
TEL 0568-61-4608
ADD. 愛知県犬山市御門先1
TIME 09:00-17:00(계절
변동) PRICE 어른 1,000엔
어린이 600엔

area09
Nagoya downtown

27
나고야성 名古屋城

MAP CODE 4 348 757*58

나고야 성은 1612년 당시 에도 막부의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축성한 성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5년 공습으로 대부분 소실되었지만, 1959년 철근 콘크리트로 현재의
나고야 성이 재건되었다. 지하 1층에서 7층의 천수각으로 재건되었으며, 축성 때부터
현재까지 남아 있는 3개 스미야구라(隅櫓)와 오모테니노몬(表二の門),
니노마루테이엔(二の丸庭園), 금으로 만든 한 쌍의 사치호코가 특징이다. 성의 1층부터 5층까지는 박물관으로 꾸며져
방문자에게 개방되며 맨 위층의 전망대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서 한 층씩 내려오며 전시실을 관람할 수 있다. 박물관에는
오와리 도쿠가와 가문의 유물 등 나고야 성과 나고야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나고야성 전망대에서는
아름다운 나고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며 한 시간 정도 잡으면 넉넉하게 나고야 성을 감상할 수 있다.
TEL 0522-31-1704 ADD. 愛知県名古屋市名古屋市本丸1-1 TIME 09:00~16:30(천수각은 ~16:10) 휴무일 12월29일~1월1일
PRICE 어른 500엔 어린이 100엔 HP www.nagoyajo.jp

JR센트럴 타워즈 JRセントラルタワ-ズ

MAP CODE 4 316 034*01

JR나고야역에 위치한 지상 51층의 오피스타워와 지상 53층건물인 호텔 타워로 구성된
초고층 빌딩. 지상 245미터에 있는 오피스타워최상층 “파노라마하우스”에서는 나고야
시내는 물론 날씨가 맑은 날에는 이세만이나 남알프산등의 웅대한 자연의 파노라마를 전망할
수 있다. TEL 0525-86-7999 ADD. 愛知県名古屋市中村区名駅 1-1-4 TIME 각 시설별로 상이
PRICE 어른 1,000엔 어린이 600엔 HP www.towers.jp

나고야 TV타워 名古屋テレビ塔

MAP CODE 4 319 250*41

1954년 일본 최초로 TV통합 안테나와 전망대 기능을 갖추어 세운 방송탑으로 요즘은 안테나
역할뿐 아니라 광고탑 역할도 한다. 전체 높이는 약 180m, 전망대는 지상 90m높이에 있으며
나고야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는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있다. 지상홀에는
매표소와 카페가 있고, 타워3층에는 오락센터와 기념품점,레스토랑등이 입점해 있다.

TEL 0529-71-8546 ADD. 愛知県名古屋市中区錦3-6-15 TIME 1월-3월 10:00-21:00, 4월-12월 10:00-22:00
PRICE 어른 600엔 어린이 300엔

오아시스21 オアシス２１

MAP CODE 4 319 105*45

나고야 시내名古屋

혼슈지방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나고야는 역사적인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을 두루 갖춘 도시이다.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해 왔으며 엑스포를 비롯한 유명한 세계적인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인 활동
또한 끊임없다. 지리적으로 도쿄와 오사카의 중간에 위치해 ‘중앙의 수도’라는 뜻의 주쿄(中京)라고도
불렸으며 지리적 특성으로 일본 동서지역의 문화가 적절히 융화되었다. 양 지역의 식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방색이 강하게 나타나는 나고야식 음식이 많은데 특히 붉은 된장인 아카미소가 유명하다.

access 나고야 중부 국제공항 출발 (50.8km, 50분)

중부공항 출발 ━ 센트레아 라인 ━ 55번 국도 - 도카이(東海)JCT ━ 이세완간(伊勢湾岸)자동차도로(유료) ━ 나고야
미나미(名古屋南)JCT ━ 히가시카타하(東片端)JCT ━ 나고야고속도심간조센(名古屋高速都心環状線) ━ 나고야시내

21세기 오아시스를 표방하는 입체형 공원인 오아시스21은 ‘물’과 ‘빛’을 기본 테마로 만들었다.
지하는 쇼핑가, 1층은 버스터미널이고, 지상은 잔디가 깔린 녹지대다.
순환식으로 흐르는 인공 연못을 통해 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지상에서 역시 천장을 통해
흐르는 물을 볼 수 있는데 건물 전체에 불이 켜지는 야경이 무척 아름다워 각광받고 있다.
낮에는 인근 직장인의 휴식처로, 밤에는 야경 코스로 21세기 오아시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TEL 0529-62-1011 ADD. 京都府京都市右京区太秦東蜂ヶ岡 10 TIME 10:00-21:00 HP sakaepark.co.jp

TIP 사카에 거리(栄)
멋쟁이들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나고야의 최고 번화가인 사카에(栄)지역. 백화점과 명품매장,
인테리어 전문샵과 같은 각 분야별 전문 쇼핑몰들이 즐비해 있다. 또한 선샤인 사카에에서
운영하는 대관람차는 젊은 연인들이 야경을 보며 데이트를 즐기기 위한 장소로 유명하다.

special
interview

일본의 중부지역을 대표하는

송은아 http://blog.naver.com/euna52
여행 테마 : 연인과 함께 떠난 렌터카 여행중부에서 머물렀던 각 지역의 호텔마다 온천 시설이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잘 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밤마다 수질 좋은 온천탕에서 여행의 피로를 싹~풀고 잠자리에
드니 개운했지요.
TIP 일본 중부지역은 휴게소에서 파는 소고기 꼬치 마저 입에서 살살 녹아요! 렌터카 여행의 백미인
휴게소 간식, 특히 ‘히다규 꼬치’ 반드시 챙겨 드세요.

FB Japan Travel-Nagoya,Chubu로 검색!

황지은 http://blog.naver.com/wldmssee2
여행 테마 : 친구와 함께 떠난 렌트카 여행 물좋고 공기좋고 경치좋은 곳에서 피로로 찌든

‘나’를위한 힐링트레블! 무엇보다 좋은 친구와 함께 떠났기에 더 즐거웠던 힐링레서피!
TIP ❶ 뒷자석에서 안전벨트 안매면 벌금낸다. ❷ 기후현에선 언제 어디서나 온천족욕을 할 수있으니
손수건은 필수! ❸ 호바된장은 꼭 구입한다. ❹ 차량 이동 중, 휴게소는 반드시 들리자! 일본 휴게소
음식 베스트들이 모여있는 중부지방이라고 하니 사전조사 필수다.

전영광 www.gloriousld.com
여행 테마 : 친구와 함께 떠난 렌트카 여행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여행, 렌터카

여행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시간을 잊은듯 느린 걸음으로, 어떤 날에는 바람을
가르듯 빠른 걸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호흡과 리듬으로 중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TIP ❶ 빠르게 이동할 때는 고속도로가 좋지만, 중부지역의 매력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ACCESS
일본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나고야 시내로의 접근이 가장 편리한 국제공항!
중부 또는 일본 각지의 관광명소로는, 철도, 버스, 페리, 렌트카, 국내선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

4F

4F

렌가도오리(レンガ通り)
유럽의 거리를 세련되게 표현한 ‘벽돌거리’

쵸칭요코쵸(ちょうちん横丁)
일본의 옛날거리를 재현한‘쵸칭골목’

국도입니다. ❷ 다양한 요리로 만날 수 있는 히다규를 놓치지 마세요.

명세라 http://blog.naver.com/flzhxj
여행 테마 : 친구와 함께 떠난 일본 중부 렌트카 여행 이전까지의 일본여행은 늘 관광객들이 가는

여행 코스대로 다니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녀온 렌터카를 이용한
여행에서는 일본 중부지방의 멋진 곳만 찾아다니며 즐겁게 색다른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TIP ❶ 색다른 일본의 휴게소 체험해보기! ❷ 일본 휴게소마다 유명한 음식도 많으니 꼭 드셔보세요!
❸ 자동차 뒷좌석에도 안전 벨트 착용하세요. ❹ 일본 아침시장을 꼭 체험해보세요!

박성빈 http://novaphoto.net
여행 테마 : 연인과 함께 떠난 여행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을 즐 길수 있는 곳 일본 중부지방.

일본 중부지역은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의 인심 그리고 맛있은 음식,
훼손되지 않은 일본은 문화가 어우러진 숨겨진 여행지입니다.
TIP ❶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지나 레스토랑 등 쉬는 날짜가 제 각각입니다. 찾아가기전에
오픈여부를 꼭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4F
3F

출발로비 겸 종합 선물점(階出発ロビー)
국제선, 국내선 출발로비가 한 층에! 간단한 선물등도 구입가능!

출발역
중부국제공항
중부국제공항
중부국제공항
중부국제공항
중부국제공항
중부국제공항

박용준 http://endeva.tistory.com
여행 테마 :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 열차, 버스 시간을 신경 쓰지 않고 가보고 싶은 곳에 원하는

이벤트플라자(イベントプラザ)
물산점, 전시회 등 즐거운 지역
이벤트가 한 가득!

도착역
메이테츠나고야역
쯔
마쯔자카
삿포로 치토세공항
후쿠오카공항
오키나와 나하공항

시간 동안 머물 수 있어 좋았다.

면세점(免税店)

이동수단
철도
여객선
여객선
항공기
항공기
항공기

시간
30m
40m
50m
1h 40m
1h 30m
1h 30m

TIP 사진 촬영은 고속도로보다는 국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요금(Yen)
1,200		
2,400
2,700
-

윤다미 http://blog.naver.com/damsluv
여행 테마 : 가족과 함께 떠난 중부 렌트카 여행 그동안 일본의 대중교통이 우 리나라보다

쾌적하지 못하다는 선입견이 있어 부모님과 온천여행을 하고싶어도 많이 망설여졌는데
렌터카를 이용하니 자유롭고 부모님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TIP ❶ 휴게소를 이용해야 한다면 SA라고 표시된 휴게소를 선택하세요. ❷ 가이드북에 소개된
식당보다는 현지사람들에게 추천받은 맛집을 찾아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gero spa
Takayama
Hida Furukawa
Shirakawago
kamikochi
kanazawa
Chirihama
Inuyama
Nagoya downtow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