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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방법

일본 소도시여행
화려한 네온사인과 북적이는 인파에서 벗어나 가끔은 순수하게 여행을 즐기고
싶을 때가 있다. 모두가 지나가는 큰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도착하는 작은 도시의 매력은 용감하게 길을 나선 당신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
평범한 여행에 지친 당신에게 주어진 14개의 길은 어느 것을 선택하든 멋진 추
억을 선사할 것이다.

14번의 설레임,
어릴 적 소풍 가기 전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두근거림. 첫사랑의 고백을 담은 편
지를 적던 떨리는 손. 어릴 적 가득했던 그 많은 설레임을 기억할 수 있다면 평범한 일
상 속에서도 당신의 인생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추억 속에서도 빛이 나는 설레임
을 찾아 무뎌진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는 일본 소도시여행을 떠나보자.

아오모리현 青森県

대자연 속의 산소 가득한
트레킹 여행
오이라세 계류 네이처 트레킹 奥入瀬渓流ネイチャーハイク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 가득한 청정지역 아오모리현. 혼슈의

도와다호의 수원(水源)에서부터 약 14km에 걸쳐 형성된 오이라세 계류 계곡. 너도밤나무 등의 나무들과 이끼로 멋을 낸 바위, 그리고 물줄기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 최대의 사과 생산지로 유명하다.

가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훌륭한 풍경들을 감상하며 한국에서는 쉽게 만나볼 수 없는 특별한 트레킹 여행을 즐겨보자.

더불어 아오모리의 대표 관광 콘텐츠 ‘네부타 마츠리’에서는 예
술의 경지에 도달한 등불을 감상할 수 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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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다호

GOAL

C B

도모시라가노타키

A

이시게도

네노쿠치
버스정류장

START
야케야마
버스정류장

도와다호

A

아슈라노나가레 阿修羅の流れ

B

시라이토노타키 白糸の滝

C

구단노타키 九段の滝

D

조시오타키 銚子大滝

E

도와다호 十和田湖

오이라세 계류에서도 가장 유명한 감상 스팟으로, 바위에 부딪쳐 거세게 소용돌이치는 계곡의 흐름이 압권이다.
새하얀 실처럼 가늘게 떨어지는 폭포수를 보며 섬세하고 우아한 감상에 빠질 수 있다.

아오모리현

오랜 세월에 걸쳐 침식된 계단형태의 바위 위를 우아하게 흘러내리는 폭포. 명암의 대조가 특히나 아름답다.
폭 20m에 달하는 폭포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도 멈추게 한다고 표현할 만큼 다이나믹한 물보라를 만들어낸다.

신아오모리역

5

3
아오모리역

6
시치노헤도와다역 4
웨스파
하치노헤역
츠바키야마역 2 히로사키역 1

깊고 푸른 수질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이중식 칼데라호수. 4곳에 전망대가 있어 여러 각도에서 호수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TIP

트레킹 매력 100% 활용법
야케야마 버스정류장부터 시작하는 약 14km 길이
의 오이라세 계류를 산책해보자. 걷는 것이 부담스럽

▹인천

KE
주 3회 운항(수·금·일)

아오모리공항

▹교통 패스: 츠가루 프리 패스 → P50
6

다면 휴게소에서 자전거를 렌트할 수도 있다.
1

towadako.or.jp/towadako-oirase/

oirase-keiryuu-season

JR신아오모리역에서

야케야마역까지 JR버스로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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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사키시 주변을 산책하자!!

아오모리현의 또 다른 볼거리

도호쿠 지방 벚꽃 명소로도 유명한 히로사키성을 중심으로 역사적 건축물이 늘어선 히로사키. 모던한 느낌의 교회와 서양식
건물들이 현재도 남아있어 색다른 분위기를 선사한다. 이국적 정취가 느껴지는 이 거리에서 한적한 산책을 즐겨보자.
2

관광컨벤션협회 www.hirosaki-kanko.or.jp 한

고가네자키 불로불사온천 黄金崎不老ふ死温泉

JR아오모리역에서 JR히로사키역까지 특급열차로 약 30~40분

명물
온천

호리병 모양의 온천탕으로 유명한 아오모리현 대표 온천. 해변
의 바위 위에 자리하고 있어 바다의 특급 풍경을 감상하며 온
천을 즐길 수 있다. 5

히로사키성 弘前城

www.furofushi.com

JR웨스파츠바키야마역에서 송영버스로 5분

에도시대 초기의 중요 건축물인 히로사키성. 특히 천수각의 경우,
일본 내에서도 12개 밖에 남아있지 않은 ‘현존천수
(손실이나 복원 없이 그대로 보존된 천수각)’로 더욱 의미가 깊다.
09:00~17:00(4/1~11/23), 07:00~21:00(벚꽃축제 기간)
입장료 무료(일부 시설 유료)

11/24~3/31

네부타 마츠리 ねぶた祭り

전체

JR히로사키역에서 시야쿠쇼마에 정류장까지 코난버스로 15분

도호쿠 지방 3대 축제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여름축제 ‘네부타
마츠리’. 20여대의 대형 네부타와 함께 음악과 춤이 더해져 한

도보 10분

여름 밤의 열기를 느낄 수 있다. 매년 8월초 개최되어 전 세계

TIP

암스테르담의 성 토마스 교회에서 전해
진 고딕양식 목재제단은 특유의 인상적
인 모습으로 이곳을 대표하고 있다.

스카유온천 酸ヶ湯温泉
에도시대부터 사랑받아온 해발 925m 고지대의 유서 깊은 온

메이지시대부터 많은 외국인 교사들
이 거주했던 히로사키시에는 자연스
럽게 서양문물이 유입되었고, 더불어
서양식 건축양식도 발전하게 되었다.

カトリック弘前教会

10:00~15:00

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아오모리현을 찾는다.

서양식 건물이 많은 이유는?

카톨릭 히로사키교회

천으로, 1954년 국민온천 제 1호로 선정될 만큼 유명하다. 동
시에 천명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큰 노송나무 대욕장
은 남녀혼탕이라 더욱 이색적이다.
6

도보 10분

www.sukayu.jp
JR아오모리역에서 스카유온천마에까지 JR버스로 70분

입장료 무료

일요일(오전)

네부타의 집 와랏세 ねぶたの家 ワ・ラッセ

아오모리 은행기념관 青森銀行記念館
메이지시대에 세워진 아오모리현 최초의 은행 본관. 르네상스풍의 건축양식에 일본 전통의
도조즈쿠리(흙벽돌집) 기술이 더해진 특별한 건축물로 인기가 높다.
09:30~16:30(04/01~11/30까지 개방)

입장료 200엔

화요일, 8/13, 12~3월

아오모리시 문화관광교류 시설인 이곳은 네부타 마츠리의 역
사와 매력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네부타”가 전시되어 있
어 축제 시즌을 놓친 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선사한다.
3

www.nebuta.jp/warasse

따라 다름)

입장료 600엔

09:00~19:00(계절에

JR아오모리역에서 도보 1분

도보 5분

아오모리현까지 왔으면 이건 먹고 가야죠!

구 도오기쥬쿠 외국인교사관
旧東奥義塾外人教師館
아오모리현 최초로 개교한 사립학교의 외국인 교사용 주택.
메이지를 살았던 외국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09:00~18:00

입장료 무료

연중무휴

도와다시 현대미술관 十和田市現代美術館
2008년에 개관한 도와다시 현대미술관은 ‘새로운 체험을 제

도보 5분

공하는 열린 시설’을 꿈꾸며 일본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21명
의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독특하고도 세련된

후지타 기념정원

藤田記念庭園

그 규모가 무려 6,600평에 달하는
모던한 느낌의 고급스러운 일본정원.

작품들은 현대아트의 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사과 りんご

4

일본 내에서도 최대 사과 생산지로 유명한 아오모리현. 신선

towadaartcenter.com 한
입장료 500엔

09:00~17:00

월요일, 연말연시

카페, 아트광장

하치노헤역에서 JR버스로 도와다시 현대미술관 앞 하차

하고도 탐스러운 사과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사과와 관련
된 여러 상품들도 판매하고 있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서양관
8

9

츠루노유 鶴の湯

아키타현 秋田県

뉴토온천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츠루노유는
현준과 승희의 데이트 장면이 촬영된 곳이다.
뽀얗고 진한 우윳빛 온천수가 특징적인 이곳은 온천 매니아들에게
인기가 많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2

www.tsurunoyu.com 한

입욕료 510엔

10:00~15:00

JR다자와코역에서 우고코츠버스로

아루파코마쿠사 하차 후 송영버스(예약필수) 탑승

아이리스 기념관 アイリス記念館
아이리스 기념관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해외 촬영지에 설립된 기념관이다.
아이리스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자!
3

www.irismuseum.com 한
연중무휴

09:30~16:30

입장료 무료

JR다자와코역 역사 2층

사진 제공: 아키타현 한국 코디네이터사무소

아키타현

가쿠노다테 부케야시키 거리
角館武家屋敷通り
17세기 에도시대에 형성된 가쿠노다테는 일본 국가 중요 전통건축물 보존지구로 지정된

아키타역

1
4

아키타현에서 다시 한 번
드라마 ‘아이리스’의 감동을!

2

3

가쿠노다테역

가쿠노다테 역사촌 아오야기 저택 角館歴h史村・青柳家
3,000평의 부지에 격조 높은 가옥들과 600종의 초목이 자라고 있는 정원이 펼쳐지는
가쿠노다테 역사촌 아오야기 저택은 마치 역사 테마 파크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4

빼어난 영상미를 자랑하는 아이리스의 촬영지인

www.samuraiworld.com 한
입장료 500엔

아키타현. 청정지역으로 꼽힐 만큼의 빼어난 자연

인천

경관과 아름다운 온천, 료칸들을 만나볼 수 있다.

KE
주 3회 운항(월·목·토)

09:00~17:00(11~3월은 16:00까지)

연중무휴

JR가쿠노다테역에서 도보 15분

아키타공항

키리탄포 きりたんぽ

더불어 ‘아키타 미인’이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로 미인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무사 마을로, 봄에는 길게 늘어선 수양벚나무가 아름답게 물들어 장관을 이룬다.

다자와코역

긴 꼬치에 밥을 뭉쳐서 구운 것을 뜻하는 키리탄포. 이것을 주메뉴로

펼쳐지는 아키타현에서

만든 키리탄포 나베는 아키타현의 대표 향토요리다.

아이리스의 주인공이

중요 무형민속문화재로
등록된 나마하게는
아키타현에 전해지고
있는 색다른 풍습이다.

되어보자!

아키타현

이나니와 우동 稲庭うどん

오가신잔전승관

일본 3대 우동 중 하나로 탄력 있고 부드러운

뉴토온천
다자와호
사진 제공:
(주)태원엔터테인먼트
아키타공항
가쿠노다테
아키타역

다자와호 田沢湖

식감을 자랑한다. 갓 삶아낸 투명감이 특징으
로 3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 다자와호는 신비로운 에메랄드 빛을 띄고 있다. 다자와호를 상징하는
금색의 다츠코상에는 애틋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드라마 속 현준이가 승희에게
다츠코의 전설을 이야기 하는 장면으로 유명하다. 1

www.tazawako.org 한

JR다자와코역에서 다자와호반까지 뉴토선 혹은 하치만타이선 버스로 15분
10

니혼슈 日本酒
아키타는 일본 국내에서도 쌀이 맛있기로 유명한 지역으로, 쌀이 맛있는 만큼 사케도 유명하다.
11

겐로쿠엔부터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까지!
매력적인 관광명소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가나자와시내를

이시카와현 石川県

하루동안 돌아보며 관광 코스의 정석을 즐기자.
가나자와역 7번 버스터미널에서 주유 버스
→ 하시바초 하차 도보 3분

가나자와 역
金沢駅
1

동쪽광장

히가시 차야가 ひがし茶屋街
에도시대에 게이샤들이 손님을 맞이했던 고급 전통 요정거리인 히가시
차야가는 메이지 초기의 건축물이 남아있는 중요 전통 건축물 보호 지구
이다. 이곳에는 이시카와현 대표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비롯하
여 차와 화과자를 맛볼 수 있는 분위기 있는 찻집들이 많다.
입구(広見)주변

시마 志摩
1820년에 세워진 찻집 ‘시마’는 에도시대 당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학술적으로도 귀중한 문화유산이며, 내부에서는 건물을 천천히 돌
아보며 차를 즐길 수 있다.
www.ochaya-shima.com

이사카와현

입장료 500엔

와쿠라온천

09:00~18:00

연중무휴

하시바초 정류장에서 주유 버스
→ 겐로쿠엔시타·가나자와조 하차 도보 5분

가나자와역
1

고마츠역

일본의 전통이 숨쉬는
작은 교토 ‘가나자와’
이시카와현 중앙부에 위치한 가나자와는 ‘작은 교
토’라고 불릴 만큼 에도시대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

가가온천역
야마시로온천

▹인천

KE
주 3회 운항(수·금·일)

고마츠공항

▹교통 패스: 조카마치 가나자와 주유 1일
프리 패스 → P50
추천런치 메뉴
‘마츠오젠(まつ御膳) 2,800엔’

어 있는 곳이다. 지난 400여 년간 한 차례의 전란도

겐로쿠엔 兼六園

와쿠라온천

겪지 않았기 때문에 옛 도시의 모습과 풍습이 고스
란히 남아 있으며 2009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창

일본 3대 정원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겐로쿠엔은 꽃과 나무, 연못 등 다양한 풍경을
자랑하며, 계절에 따라 새로운 얼굴을 만나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사카와현

www.pref.ishikawa.jp/siro-niwa/kenrokuen/index.html 한

조도시 네트워크’에도 등록된 가나자와는 매년 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가나자와역

08:00~17:00(계절에 따라 다름)

입장료 310엔

연중무휴

전체

고마츠공항
야마시로온천

겐켄오친 兼見御亭
겐켄오친은 겐로쿠엔 고다츠노구치 출구를 나와 1~2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고급 요정이다. 비주얼부
터 여성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요리를 맛보며 다시 한 번 일본의 미(美)를 느껴보자.
www.kenrokuen.jp/kenkenochin

12

08:00~21:30

연중무휴

도보 5분

13

코린보 버스정류장에서 주유 버스 →
무사시가츠지 정류장 하차

이시카와현 관광물산관 石川県観光物産館
겐로쿠엔 옆에 위치한 이시카와현 관광물산관은 이시카와의 명과, 츠쿠다니
(조림), 전통 공예품 등 다양한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화과자 만들기 체

오미초이치바 近江町市場

험, 금박 플레이트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kanazawa-kankou.jp

평일 10:00~18:00,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가나자와시 중심부에 있는 대표 재래시장.
가나자와 시민의 부엌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약 185개의 상점이 있으며, 해산물, 청과, 과자, 어묵,

도보 15분

생활용품까지 모든 것이 있다.
ohmicho-ichiba.com 한
09:00~17:30
시장 입구의 무사시가츠지정류장 부근

가나자와성 공원 金沢城公園

100엔 버스인 "가나자와 후랏토버스"로도
가나자와여행을 즐기세요!!

1583년 초대 번주 마에다가 입성한 이후, 3세기에 걸쳐 본성으

이시카와현의 온천과 체험

로 사용된 가나자와성은 가나자와의 상징적인 건물로 지금도 많
은 이들이 찾는 인기 스팟이다. 특히 조경이 아름다워 역사를 배
경으로 하는 시대극의 무대로 영화에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금박체험 金箔体験

www.pref.ishikawa.jp/siro-niwa/kanazawajou/index.html 한
07:00~18:00(3/1~10/15), 08:00~17:00(10/16~2월 말)

칠기 장식, 병풍, 불단 등에 사용되는 금박을 생산하는 가나

입장료 무료(히시야구라·고줏켄나가야

자와는 일본 국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박

·하시즈메몬 츠즈키야구라 310엔)

연중무휴

을 사용한 공예품 만들기는 가나자와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

전체

별한 체험이다.

도보 15분

금은박 공예 사쿠다 金銀箔工芸さくだ
goldleaf-sakuda.jp

1회 09:00~, 2회 10:30~,

3회 13:00~, 4회 15:00~(약 60분)
연중무휴

체험료 600엔 ~ 3,400엔

조카마치 가나자와 주유버스로

하시바초 하차 후 도보 5분 ▹체험은 본점에서만 가능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金沢２１世紀美術館
‘새로운 문화 창조’와 ‘마을의 새로운 번영 창출’을 목적으로 2004년 10월 9일에 개관한 가나자와 21세
기 미술관은 가족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미술관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www.kanazawa21.jp 한

각 지역에서 1,00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천연온천을 만날 수

전람회존 10:00~18:00, 교류존 09:00~22:00

입장료 무료, 전람회 관람권 별도

전람회존: 월요일, 연말연시/교류존: 연말연시

이시카와현의 온천 石川県の温泉

전체

있는 이시카와현.
시라야마 등 절경 속에서 온천과 삼림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
는 노천온천과 역사 깊은 온천 등 8개의 대표적인 온천마을

도보 15분

을 만나볼 수 있다.

이시카와현까지 왔으면 이건 먹고 가야죠!

나가마치 부케야시키아토 長町武家屋敷跡
실제 에도시대 무사들이 살던 저택을 보존하고 있으며
토담, 용수, 돌길 등 옛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어 유익하다.
부케야시키아토 노무라 저택
www.nomurake.com
08:30~16:30(10월~3월)
14

08:30~17:30(4월~9월),

입장료 550엔

카이센동 海鮮丼
신선한 해산물이 많이 잡히기로 유명한 이시카와현에 가면 꼭 먹어 봐야 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해물 덮밥인 카이센동이다. 특히 ‘오미초이치바’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어 맛
있는 카이센동을 즐길 수 있다.

12월 26일, 27일
15

도야마현 富山県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구로베
우나즈키온천역

立山黒部アルペンルート
3

다카오카역 4

1

다테야마역

조하나역

세계적인 산악 관광 루트인 다테야마 알펜루트는 해발 3,000m 급의 봉우리가 이어진 북 알프스를 관통한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도야마역

도야마현

다.(총 길이 37.2km, 최대높이차 1,975m) 도야마현의 ‘다테야마역’부터 나가노현의 ‘오기자와역’까지 버

1

스, 로프웨이, 케이블카 등 여섯 종류의 이동 수단으로 사시사철 아름답고 웅대한 대자연을 만날 수 있다.
1

2

▹인천

OZ
주 3회 운항(화·금·일)

www.alpen-route.com 한

JR도야마역에서 다테야마역까지 도야마지방철도로 60분

다테야마역 立山駅

도야마공항

도야마현에서 시작되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의 출발점.

▹교통 패스: 시내 전철, 버스 1일 프리 티켓
→ P50

역

다테야마 케이블카 │ 7분 │ 1.3km

비조다이라 美女平

북 알프스를
관통하는 알펜루트로
일본의 대자연과 만나다
일본 혼슈의 중앙 북부에 있는 도야마현은 산과 바다에 둘러싸여 축복받은

표고 약 1,000m에 위치하여 원생림에 둘러싸인 산책로가 매력적이다. 역의 옥상에는 전망 테라스가 있어
아름다운 다테야마 산록의 모습을 감상할 수도 있다. 야생 새들의 보고라고도 알려져 있어 아름다운 야생
새들의 지저귀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역

다테야마 고원버스 │ 30분 │ 15km
즈이류지

도야마역

도야마현
다테야마역
고가야마
갓쇼즈쿠리마을

미다가하라 弥陀ヶ原
구로베댐

표고 약 1,600~2,000m, 동서 9km 남북 3km로 펼쳐지는 일본 최대규모의 습원 미다가하라. 나무판자길

오오기사와

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습지에는 연못이 곳곳에 있어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또한 2012년 람사르
협약에도 등록된 미다가하라는 세계적으로 귀중한 습지로 보호받고 있다.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한국에서 인기 여행코스로도 알려진 ‘다테야마
다테야마 고원버스 │ 20분 │ 8km

구로베 알펜루트’의 소재지가 바로 도야마현. 아름다운 설벽이 장관을 이루
는 이곳은 매년 많은 관광객들로 붐빈다.

3,015m 다테야마

2,450m
무로도

2,316m
다이칸보

2,300m
1,930m 텐구다이라
미다가하라

1,455m
구로베호

977m
비조다이라
도야마역

1,470m
구로베댐

475m
다테야마역

다테야마
도야마지방철도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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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m 아카자와다케
1,828m
구로베다이라

1,433m
오기자와
오마치
온천마을

다테야마 고원버스

다테야마터널
트롤리버스

다테야마
로프웨이

구로베
케이블카

도보

간덴터널
트롤리버스

노선버스

17

도야마현의 또 다른 볼거리와 온천

세계유산 고카야마 갓쇼즈쿠리 마을
世界遺産五箇山の合掌造り集落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카야마는 아름
무로도
구로베 댐

다운 전원 풍경이 펼쳐지는 작은 마을이다.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주택양식인 ‘갓쇼
즈쿠리’는 눈의 중량을 견디기 위한 가파른
경사의 지붕 형태가 합장(갓쇼)을 하고 있는

무로도 室堂

모양과 닮았다 하여 이름 지어졌다.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무로도. 3,000m 급의 웅대한 산

2

www.gokayama-info.jp

들이 이어지며 일본 알프스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연못인 미쿠리가이케와 화산활동을 볼 수

고카야마 종합안내소 09:00~17:00

있는 지고쿠다니 등을 볼 수 있어 박력 있는 자연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연중무휴

역

고카야마 종합안내소

다테야마터널 트롤리버스 │ 10분 │ 3.7km

JR다카오카역앞에서 세계유산버스로 60분

다이칸보 大観峰

우나즈키온천 宇奈月温泉

암벽에 만들어진 다이칸보역 옥상에는 전망대가 있어 구로베호와 우시로 다테야마 연봉의

일본 최고 깊이를 자랑하는 V자 형태의 구로베 협곡 입구에

아름다움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다. 그야말로 이곳은 알펜루트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곳이다.

자리 잡은 우나즈키 온천마을. 도야마의 대표 관광지 알펜루

역

트와 함께 늘 관광객이 모여드는 이 온천마을은 온천수가 투

다테야마 로프웨이 │ 7분 │ 1.7km

명하기로 유명하다.
3

구로베다이라 黒部平

www.unazuki-onsen.com

우나즈키온천역

JR구로베우나즈키온천역에서 알펜라이너 버스로 약 30분

역

구로베 케이블카 │ 5분 │ 0.8km

도라에몽의 고향-도야마현
구로베호 黒部湖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만화 ‘도라에몽’의 작가인 후지코 F 후지오의 출신지가 바로 도

지하 터널 안에 있는 구로베코역. 일본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자리한 호수를 관망하며 산책을

야마현 다카오카시. 도라에몽 관련 스팟을 만나볼 수 있는 다카오카시는 도라에몽 팬

즐길 수 있다. 특히 구로베호 유람선 “카르베”에서 보는 경치는 그야말로 예술이다.

들에게 성지라고 불리고 있다.
JR다카오카역 주변에는 ‘도라에몽 산책길’이 있어 도라에몽 등장인물들의 동상을 만

도보 │ 15분 │ 0.6km

날 수 있으며, 분엔도 서점에서는 다카오카 한정 도라에몽 굿즈도 판매하고 있어 한층
즐거운 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카오카 코조공원, 다카오카

구로베댐 黒部ダム
1963년에 완성된 구로베 댐은 산에 둘러싸인 아치형 수력발전 댐으로 일본 최대급을 자랑한
다. 6월 26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는 물안개와 함께 거대한 스케일로 방류되는 모습을 가까
이서 관람할 수 있으며 이때 방수량은 무려 초당 10㎥이상이다.
간덴터널 트롤리버스 │ 16분 │ 6.1km
다이칸보

오기자와 扇沢

역

역

오토기노모리공원 등에서 국민 만화 도라에몽을 만나볼 수 있다.
4

www.info-toyama.com/doc/loculture/vol05/page04.html

도쿄와 가까워 졌어요!

호쿠리쿠 신칸센 개통

2015년 3월 14일, 호쿠리쿠 신칸센이 새롭게 개통되어 평균 3시간 26분 걸리던 도쿄와의 거리가 2시간 8분으로
대폭 줄었다. 조신에츠와 호쿠리쿠 지역을 경유하고 도쿄~오사카 간을 연결하여 더욱 유용하다.
hokuriku-w7.com

도야마

18

ⓒFujiko Pro

도야마~도쿄(도내) 일반 12,730엔(편도, 지정석)

2시간 8분
호쿠리쿠 신칸센

도쿄

19

가족과 함께 즐기는 특별한 아웃도어 여행
시즈오카현 静岡県

후지산 패러글라이딩 富士山パラグライディング
후지산 기슭에 위치한 스카이 아사기리(スカイ朝霧)는 후지산을 바라보며 패러글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공중에서 후지산을 바라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이제껏 느낀
적 없는 상쾌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전문가와 동행하여 초보자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으니 필
요한 것은 오직 용기뿐.
1

www.skyasa.com
연중무휴(악천후 시 휴무)

후지산을 바라보며 즐기는
익사이팅 아웃도어 여행

09:00~18:00

체험료 8,000엔(코스에 따라 다름)

JR후지노미야역에서 시즈오카버스 아사기리고원 정류장 하차

후지산 등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후지산을 실제로 등산할 수 있는 시기는 오직 7~9월 즈음뿐이다.

일본의 상징 후지산과 함께 드넓은 녹차 밭과 온천 그리고 다양한

3,776m에 달하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후지산은 철저한 사전준비만 한다면 초심자라도 문제없

해산물로 유명한 시즈오카현. 깨끗한 물과 따스한 기후 덕분에 녹

이 등반할 수 있다. 산 정상에서 감상하는 구름 아래의 아름다운 뷰는 후지산을 정복한 이들만이

차와 와사비의 고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더불어 도쿄와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면에서도 훌륭하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2

www.fujiyama-navi.jp/fujitozan 한
후지노미야 코스: 시즈오카역에서 후지노미야 5합목까지 후지큐버스로 2시간 10분

30분
30분

▶

등산코스(총 4개): 후지노미야 코스, 고텐바 코스, 스바시리 코스, 요시다 코스(야마나시현)

▶

소요시간은 일반적으로 등산 4~7시간, 하산 3~4시간.

▶

후지산 개산 기간 중 각 등산로 입구와 산 정상에 외국인 대상 무료 wi-fi존 설치.

▶

5합목 등에서 배포하는 카드에 있는 ID와 패스워드로 최초 로그인 후

요시다 코스

30분
40분
50분
60분
20분

후지노미야 5합목
(여기까지 버스 이용 가능)

72시간 동안 사용 가능.

스바시리 코스

후지노미야 코스(후지산종합지도센터)
고텐바 코스

TIP

고텐바시 온천회관 御殿場市温泉会館
후지산을 바라보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공공 온천시설로,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

1 2

후지산
고텐바역 3

오이가와철
도S

L

시즈오카현

8
9

20

▹인천

후지노미야역

시즈오카역

신카나야역 5
가나야역

4

미시마역
6

OZ
주 3회 운항(월·목·토)

이 가능해 더욱 인기가 높다. 신경통과 류마티스 등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 미용에

후지산시즈오카공항

7

슈젠지역

▹교통 패스: 시즈오카1DAY패스 → P50

도 좋다. 날씨가 좋으면 후지산 정상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어 몸과 마
음의 피로를 한 번에 씻어낼 수 있다.
3

gotemba-onsen.jp
월요일

전체

10:00~22:00

이용료 500엔

JR고텐바역에서 셔틀버스로 20분
21

후지 사파리파크 富士サファリパーク

오차노 사토 お茶の郷

약 70종 9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후지산이 보이는 동물원으로 유명하다. 후지산 아래 자유롭게 거니는 동물들의 모습

일본 No.1 녹차 생산지인 시즈오카현의 ‘녹차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곳. 시즈오카 녹차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녹차박물관’과 말차

을 정글버스와 지프차에 탑승하여 보다 가까이 탐험할 수 있다. 특히 자가용을 타고 자유롭게 입장할 수도 있어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느

시음이 가능한 ‘체험 교실’이 있다. 일본 전통 양식의 다실과 아름다운 정원도 인기가 높으며 날씨가 맑을 땐 멀리 후지산도 전망할 수 있다.

낄 수 없는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KBS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사랑이가 방문하여 주목을 받았다.

8

4

www.fujisafari.co.jp
연중무휴

09:00～17:00(계절에 따라 다름)

제 1주차장 휴게실

www.ochanosato.com 한

09:00~17:00

입장료 600엔

화요일, 연말연시

JR가나야역에서 택시로 5분

입장료 2,700엔(시간대에 따라 다름)

JR고텐바역에서 노선버스로 35분

그린피아 마키노하라 グリンピア牧之原
오이가와철도SL 大井川鉄道SL

녹차의 제조공정을 견학할 수 있는 시설로, 4월 하순부터

옛 모습으로 보존된 증기기관차를 타고 기차 여행을 떠나보자. 창 밖의 풍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면 오차무스메 전통복장으로 변신

경을 보고 있노라면 잊고 있던 ‘낭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며 어

도 가능하여 잊지 못할 재미난 추억이 된다.

릴 적 향수를 느끼게 한다. 명물 에키벤(도시락)을 먹으면 더 이상 바랄 것

9

10월 초순의 수확기에는 녹차 잎 수확 체험도 가능하다.

이 없을 만큼 행복 그 자체. 날씨가 선선하고 풍경이 아름다운 봄과 가을에
는 인기가 높은 관계로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해놓는 센스를 발휘할 것.
5

www.oigawa-railway.co.jp 한

grinpia.com

10:00~17:00

견학료 무료(체험료 별도)
연말연시

JR가나야역에서 택시로 20분

신카나야역에서 SL 출발

시즈오카현까지 왔으면 이건 먹고 가야죠!

구노잔 도쇼구 久能山東照宮
2010년 국보로 지정된 이곳은 일본 역사의 큰 획을 그은 도쿠가와 이에야
스를 모시는 신사다. 도쇼구가 위치한 구노잔 산까지는 로프웨이로 연결되
어 있어 주변 풍경을 즐기기에 안성맞춤. 계절마다 특급 경치를 자랑하며
특히 가을이 되면 훌륭한 단풍 경승지가 된다.
6

www.toshogu.or.jp
관람료 500엔

09:00~17:00(계절에 따라 다름)

연중무휴

전체

JR시즈오카역에서

시즈테츠버스 니혼다이라 정류장 하차 후 로프웨이로 5분

장어 うなぎ
일본인들에게 여름 보양식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장
어(우나기)는 시즈오카가 자랑하는 특산물 중 하나다. 시
즈오카는 일본 최초로 장어 양식에 성공한 이래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육질이 좋은 장어에 맛난 양념 소스가 곁
들어져 한국인들의 까다로운 입맛에도 안성맞춤!

와사비 わさび

슈젠지 온천 修善寺温泉

사비 역시 시즈오카의 특산물로 손꼽힌다.

슈젠지 온천.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가츠라강을 따라 온천 료칸과 카페

와사비는 본디 깨끗한 수질과 낮은 수온의 까다로운 생장조건

그리고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오밀조밀 자리하고 있다. ‘작은 교토’라는 별

이 필요하지만 시즈오카의 자연은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환경

명에 걸맞게 일본 전통 온천마을의 운치가 여행의 멋을 더한다.

을 제공한다. 덕분에 시즈오카는 일본 최대의 와사비 생산지이

7

shuzenji-kankou.com
JR미시마역에서 이즈하코네철도 슈젠지역 하차 후 시즈테츠버스로 10분

22

특유의 톡 쏘는 매콤함으로 생선회 등 요리의 맛을 더해주는 와

이즈반도에서 가장 유서 깊은 온천마을인

와사비 맥주

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23

일본의 샐러리맨들이 나고야 출장을 그토록 기대하는 이유는
바로 나고야의 군침도는 먹거리!

나고야 名古屋

히츠마부시 ひつまぶし
장어 생산 대국 아이치현에서 만들어진 히츠마부시는 잘게 다진 구운 장어를
밥 위에 올린 요리이다. 히츠마부시를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녹차를 부어먹는 ‘오차즈케’ 가 대표적이다.
▹추천 맛집: 호라이켄

미소 니코미 우동 味噌煮込みうどん
아카 미소(일본 된장)를 베이스로 한 냄비 우동.
1인용 냄비에 담겨 나오는 미소 니코미 우동은 뜨거운 상태에서
후후 불며 먹어야 제 맛이다.
▹추천 맛집: 야마모토야

테바사키 手羽先
가볍게 양념한 닭 날개를 튀겨 매콤 달콤한 소스와 후추, 깨를 뿌려먹는 테바사키
는 이자카야 안주로서 ‘맛있다! 싸다! 빠르다!’ 이 3박자를 갖추고 있어 일본 전국
으로 퍼져나간 나고야 출신 명물 음식.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도 충분하다.
▹추천 맛집: 세카이노 야마짱

나고야 기후역 방향
2
3

나고야의 맛을 찾아
떠나는 식도락 여행
국내에서는 토요타 자동차의 본사가 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켜 주는 음식점까지.
도쿄, 오사카에 뒤지지 않는 새로운 매력을 가진 나고야는 당신
의 오감을 만족시켜줄 준비된 도시이다.

텐무스 天むす

나고야역

1

새우 튀김이 들어간 삼각김밥. 일반적인 삼각김밥의
크기보다 작아서 간식으로도 안성맟춤.

5

스가키야 라멘(체인점) スガキヤラーメン
▹인천

일본 내에서는 지명도가 꽤 높은 대도시이다. 최신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쇼핑 거리부터 까다로운 입맛의 나고야 사람들을 만족시

4

▹김포

KE, OZ
매일 운항

7C
매일 운항

착한 가격에 하얀 국물이 특징인 스가키야 라멘은 나고야 시민이라면 모르는

센트레아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센트레아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교통 패스: 나고야 관광루트 버스 ‘메구루’ 1DAY
티켓 및 나고야 시내 1일 승차권 → P50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라멘이다.

TIP

나고야에 왔다면 아침식사는 카페에서!
나고야의 ‘모닝’은 오전에 음료를 시키면 토스트와 삶은 달걀 등이 함께 제공되
는 나고야식 아침 식사를 뜻한다. 가게에 따라 샐러드와 디저트가 포함되는 등 어
느 가게가 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코메다 커피 コメダ珈琲
나고야시에 본사를 둔 코메다 커피는 나고야시 곳곳에 점포를 운영할 만큼
인기가 많으며, 11시까지는 모든 음료에 토스트와 삶은 달걀이 무료로 제
공되는 나고야의 모닝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추천 디저트 메뉴로
나고야 관광 PR부대 “나고야 오모테나시부쇼타이”

는 ‘시로 느와르’가 있다).

지점마다 다름

ⓒ2009 Nagoya Omotenashi Busho-Tai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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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성

나고야현의 또다른 볼거리

토요타 산업기술 기념관 トヨタ産業記念館

쇼핑천국
나고야역!!

나고야에 본사를 둔 토요타 그룹이 공동으로 설
립한 참가형 박물관.

30분

나고야역 센트레아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나고야역

공항 뮤스카이

미드랜드 스퀘어 ミッドランドスクエア
사카에역

나고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다양한 상가들
이 입점해 있으며 일본 최고의 높이를 자랑
하는 옥외 전망 시설을 갖추고 있다.

유니몰 지하상가
나고야역과 바로 연결된 지하상가. 앞에서 소개한
나고야의 먹거리를 편하게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

다카시마야 タカシマヤ

후시미역

나고야역 바로 앞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으며
음식점, 잡화점, 옷 가게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어 눈이 즐거운 백화점이다.

나고야시 과학관 名古屋市科学館

나고야성 名古屋城

전체

일본의 3대 성으로 손꼽히며 나고야를 대표하는 나고야성

오스칸논역
무엇이든
No.1

오스 상점가 大須商店街

은 에도 막부를 창건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통일을

4개의 거리에 둘러싸인 오스 상점가
는 1,200개의 점포와 시설이 들어서
있는 서민적인 쇼핑 스팟이다.

이룩한 후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축조한 성이다.
4

전체

No.1 수족관 규모

www.nagoyajo.city.nagoya.jp 한
09:00~16:30(천수각, 혼마루고텐은 16:00까지)
입장료 500엔

No.1 플라네타륨

12/29~1/1

전체

지하철 시야쿠쇼역 하차 도보 5분

No.1 초전도(超電導) 리니어

센트레아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中部国際空港セントレア
아이치현의 현관인 센트레아 나고야 중부국제공항은 다양
한 가게와 레스토랑이 갖추어진 공항으로 유명하다. 4층

나고야항 수족관 名古屋港水族館

나고야시 과학관 名古屋市科学館

리니어 철도관 リニア・鉄道館

나고야가 자랑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수족관. 남관에는 남극 등 세

나고야시 과학관은 일본 최고를 넘어 세계 최대급 규모의 플라네

고속 철도 기술의 발전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박물관이다. 이

가도리(벽돌 거리)', 오른 편에는 일본풍의 '초칭 요코초'가

계의 바다가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으며, 북관에서는 돌고래와 흰

타륨을 보유한 곳으로 기네스 북에도 인정되었다. 실제 밤하늘의

곳의 관광 포인트는 일본 최대급의 면적을 자랑하는 철도 모형

자리하고 있다. 특히 '초칭 요코초'는 일본의 옛 거리를 재

돌고래 등 대형 포유류를 만나볼 수 있다. 이곳의 명물이자 하이라

풍경을 360도 파노라마로 완벽하게 재현한 모습은 눈을 뗄 수 없

디오라마! 도카이도 신칸센 등 대표적인 건물들과 사람들의 일

현해 놓은 듯한 모습으로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

이트인 ‘돌고래 쇼’는 꼭 잊지 않고 구경해야 할 포인트!

을 만큼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상 풍경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

한, 앞 페이지에 소개된 나고야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유

1

2

도 인기가 높다.

명 맛집들이 입점되어 있어 출국 전 다시 한 번 나고야의 맛

www.nagoyaaqua.jp 한
09:30~17:30(골든 위크, 여름방학 시즌 09:30~20:00,

겨울철 09:30~17:00)
전체
26

입장료 2,000엔

월요일

지하철 나고야코역 하차 후 도보 5분

www.ncsm.city.nagoya.jp
09:30~17:00

전시실+ 플라네타륨 800엔

월요일, 매월 세 번째 금요일, 12/29~1/3
지하철 후시미역 하차 후 도보 5분

전체

3

에 위치한 스카이 데크를 중심으로 왼편에는 유럽풍의 '렌

museum.jr-central.co.jp
10:00~17:30

입장료 1,000엔

을 느낄 수 있다.
화요일

5

www.centrair.jp 한

전체

지하철 긴조후토역 하차 후 도보 2분
27

미야가와 아침시장 宮川朝市

기후현 岐阜県

일본 3대 아침시장으로 불릴 만큼 유명한
다카야마의 대표 관광명소
www.asaichi.net
전체

06:30~12:00

다카야마역에서 도보 10분

다카야마 근교 볼거리1

시라카와고 지역

白川郷

갓쇼즈쿠리 마을 合掌造り集落
1995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시라카와고는 일본 선조들의 생활과 전
통을 엿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한 관광지다. 폭설이 내리는 지역인 만큼 눈의
중량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합장을 연상시키는 가파른 지붕 양식 ‘갓쇼즈쿠리’
가옥들로 유명하다.
2

2

히다후루카와역 3
다카야마역

4

다카야마 근교 볼거리2

후루카와 古川

게로온천

세토가와와 시라카베도조가이

기후역

瀬戸川と白壁土蔵街
나고야역 방향

다카야마 高山

다카야마의 또 다른 옛 거리 히다 후루카와.
잉어가 헤엄치는 세토가와를 중심으로 옛 가옥들이 이어지는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및 도야마공항 이용

기후현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다카야마. 일본의 북 알프스가 펼쳐지는 아름
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다카야마는 일본의 전통 문화와 오랜 역
사가 숨쉬는 도시이다. 에도 문화와 교토 문화가 융합되어 독자적인 문화를

다카야마노히버스센터에서 버스로 50분

1

기후현

타임슬립을 한 듯 일본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마을

관광안내소

사진 제공: 기후현 시라카와무라 야쿠바

▹교통 패스: 쇼류도 고속버스 티켓 및 다카야마·
호쿠리쿠 지역 관광 티켓 → P50

시라카베도조(흰 벽의 흙 창고) 거리의 정겨운 풍경은
많은 이들이 후루카와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3

전체

JR다카야마역에서 히다후루카와역까지 전철로 15분

구축한 특유의 매력을 느껴보자.
1

다카야마 시내 중심부 일대

호바 미소 朴葉味噌

나고야역에서 다카야마역까지 특급 와이드뷰히다 열차로 2시간 30분

다카야마 지방 대표 향토요리로, 후박 나무 잎 위에 된장과 파, 표고버섯, 산나물 등을
올려 구운 후 밥 위에 올려먹는 별미.

옛 거리 古い町並み

오쿠히다 온천마을 奥飛騨温泉郷

일본의 정서가 물씬 풍기는 다카야마 옛거리는 다카야마 여행의 단

신히라유, 토치오, 신호타카)으로 이루어진 마을. 대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이 온천지

골 명소로 손꼽힌다. 마을의 중심이자 상인들의 거리로 화려했던 에
도시대의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어 거리의 양쪽에는 양조장, 과자가
게, 된장 가게, 전통 공예품 가게 등 볼거리와 먹을 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28

다카야마역에서 도보 10분

오쿠히다 온천마을은 일본의 북 알프스가 펼쳐지는 다섯 개의 온천(히라유, 후쿠지,
에서는 노천온천부터 대여온천까지 다양한 온천을 즐길 수 있다.
4

www.okuhida.or.jp 한
다카야마역에서 노히버스로 60분

전체
29

JR구라시키역에서 도보 10분

오하라 미술관 大原美術館

오카야마현 岡山県

그리스 신전 형태의 외관이 인상적인 오하라 미술관은 1930년에 구라시키의
사업가 오하라 마구사부로에 의해 설립된 일본 최초의 사립 서양미술관이다.
이곳에는 화가 고지마 토라지로가 수집한 서양화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화가
고갱과 모네의 작품 등 약 3,000점 이상의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www.ohara.or.jp/201001/jp/index.html
09:00~17:00

TIP

입장료 1,300엔

월요일

구라시키에서 즐기는 민가 료칸 & 런치
구라시키에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민가 료칸 체험. 숙박과 식사는 물론 일본 특유의 단정한 정
원을 바라보며 산해진미를 맛볼 수 있는 구라시키의 민가 료칸에서 색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발견해 보자.

도보 1분

www.kurashiki-tabi.jp/feature/1712 한

구라시키 고고관 倉敷考古館
1950년 에도시대의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아담한 규모의 고고박물관
인 구라시키 고고관에서는 오카야마에서 출토된 토기, 비젠야키(비젠
시에서 만들어진 가마에서 구운 도자기) 등 약 700종의 자료가 전시되
어 있다. 관광 포스터 등에도 등장하는 구라시키 대표 명소.

오카야마현

www.kurashikikoukokan.com
09:00~17:00(3월~11월), 09:00~16:30(12월~2월)
입장료 400엔

월요일, 화요일, 연말연시

JR구라시키역에서 오카야마역까지 전철로 16분
+ 도보 25분

오카야마역 23

자연과 전통이 만나는
아름다운 도시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역

인천

1

KE

고라쿠엔 後楽園
특별 명승지이자 일본 3대 정원 중 하나인 고라쿠엔은 에도시대 초기, 오카

오카야마공항

매일 운항

야마의 영주였던 이케다 미츠마사가 부하인 츠다 나가타다에게 명하여 지어
진 정원이다. 도쿄돔 약 3.5배 크기에 달하는 고라쿠엔에서는 아름다운 자

도쿄와 규슈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인 오카야마현은 구라시키 미관지구,

연 경관과 함께 에도시대의 그림과 이케다 가문의 기록과 문서들을 통해 당

히루젠 고원, 세토나이카이 지역 등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역사와 전통

시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

2

www.okayama-korakuen.jp 한
07:30~18:00(3/20~9/30), 08:00~17:00(10/1~3/19)
입장료 400엔

옛 정취와 모던함이 공존하는 도시
나마코 카베
(나마코벽)

구라시키 미관지구 倉敷美観地区오카야마현
요나코공항
오카야먀현 구라시키시는 아름다운 옛 마을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

고라쿠엔
오카야마역
아있어 1979년 전통적 건축물군 보호지구로도
지정되었다. 구라시
오카야마성
구라사키
오하라미술관
키 강가를 따라 늘어선 흰 벽과 석회 벽이 인상적인 ‘구라시키 미관지

오카야마성 岡山城
1597년 전국시대의 다이묘(호족) ‘우키타 히데이에’에 의해 만들어진 오카야마성은 완성까
지 8년이 걸렸다. 천수각 외벽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어 ‘우조(까마귀성)’라는 애칭이 붙
은 이곳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은 물론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

1

3

www.kurashiki-tabi.jp/see-kurashiki 한

전체

도보 5분

구’에서 옛 정취가 느껴지는 거리를 감상해 보자.
JR구라시키역에서 도보10분
30

연중무휴

www.okayama-kanko.net/ujo/index.html 한
09:00~17:30

입장료 300엔

12/29~31

전체
31

만화천국 사카이미나토
일본을 넘어 세계 각국에 많은 팬을 보유한 인기 만화

돗토리현 鳥取県

‘게게게의 기타로(요괴인간 타요마)’와 ‘명탐정 코난’.
우리나라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두 만화의 원작자가
나고 자란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에서 그 주인공을 만나보자.

사카이미나토역 출발
1

관광안내소

↓

게게게의 기타로
(요괴인간 타요마) ゲゲゲの鬼太郎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의 원작 만화 를 바탕으 로 1968년
TV애니메이션 첫 시리즈가 방영된 이후 현재까지도
꾸 준히 사랑받고 있는 게게게의 기타로.
유령족의 후예라는 설정과 함께, 특 유의 독 특한
매력으 로 오랜 세월동안 사랑받고 있다.

1

미즈키 시게루 로드 水木しげるロード

사카이미나토역

2 3
돗토리역

요나고역
6

자연과 문화의 도시
‘돗토리’로 초대합니다

다이센 돗토리현

구라요시역
4
5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요괴들의 동
상이 JR사카이미나토역에서부터 약 800m의 구간동안 무려 153
개나 세워져 있는 돗토리의 관광명소. 익살스러우면서도 귀여운
요괴들의 표정은 가히 압권이다.
전체

인천

OZ
주 3회 운항(화·금·일)

JR사카이미나토역에서 바로

요나고기타로공항

다른 현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연간 200만 명의 관광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 水木しげる記念館

객이 방문하는 매력적인 도시 돗토리현. 해안 사구 등

기타로를 탄생시킨 만화가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의 기념관. 요

희귀 자연환경과 만화라는 특별한 문화 콘텐츠가 색다

괴의 대가라 불리는 그의 숨겨진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만화 원

른 추억을 선사한다.

명탐정 코난 名探偵コナン
1994년부터 현재까지 연재 중인 일본
대표 인기 만화.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어 남녀노소
를 불문하고 사랑받고 있다. 원작자인
아오야마 고쇼 선생님 역시 돗토리현을

고 등도 전시되어 있어 기타로의 팬이라면 한번쯤은 들려보고 싶
은 성지로 손꼽힌다.
mizuki.sakaiminato.net
연중무휴

전체

09:30～17:00

입장료 700엔

JR사카이미나토역에서 도보 10분

게게게의 요괴낙원 ゲゲゲの妖怪楽園

대표하는 아티스트 중 한명으로, 덕분

‘기타로의, 기타로에 의한, 기타로 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

에 돗토리에는 코난 로드와 아오야마 고

로 구성된 놀이시설. 요괴 라떼와 오뎅 등 기타로로 가득한 먹거

쇼 후루사토 기념관 등 코난을 만나볼

리와 캐릭터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흥미롭다.

수 있는 특별한 관광코스로 가득하다.

www.yokairakuen.jp

09:30～18:00

연중무휴

JR사카이미나토역에서 도보 10분
32

ⓒMizuki Productions

ⓒMizuki Productions ⓒGosho Aoyama/shogaku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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돗토리현의 또 다른 볼거리와 온천
다이센 大山
돗토리현이 포함된 주고쿠(中国)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그 일대는 다
이센오키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등산과 트레킹을 통해 녹
음이 푸르른 다이센의 자연을 직접 느껴보는 것도 뜻 깊은 여행이 된다.

등산 & 트레킹 登山＆トレッキング
다이센의 등산 코스는 전문가는 물론 초보자도 대환영! 너도밤나무와 물
참나무의 자연림 속을 거닐며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느껴보자. 등산이 부
담스러운 이들은 가볍게 트레킹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매력을

돗토리 사구 鳥取砂丘
일본을 대표하는 3대 사구 중 하나인 돗토리 사구는 바다와 접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

해안사구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더불어 풍경지로서의 매력뿐만 아
니라 그 속에서 함께 아웃도어를 즐길 수 있는 체험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2

www.torican.jp 한

JR돗토리역에서 버스로 22분

샌드보드 サンドボード

느낄 수 있다.

미토쿠산 三徳山

6

www.daisenking.net/tozan

다이센오키국립공원에 속한 이곳은 깨끗한 자연
덕분에 트레킹지로도 손색이 없다. 산중턱의 깎아
지른 듯한 절벽 동굴에 세워진 ‘나게이레도 불당’이
유명하며 국보로 지정될 만큼 특별하다.
4

www.mitokusan.jp

스노보드를 꼭 닮았지만 눈이 아닌 모래 위에서 즐기는 샌드보드.

08:00~15:00

돗토리 사구의 탁 트인 하늘을 감상하며 추위 걱정 없이 여름에도

입장료 600엔

스피드를 만끽할 수 있다.

연중무휴

www.torican.jp 한

JR구라요시역에서 노선버스로 40분

패러글라이딩 パラグライティング
돗토리 사구를 발 아래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다. 사구와 함께 반짝이는 바다를 내려다보면
이제껏 맛보지 못한 해방감이 전해진다.
www.zero-para.co.jp

모래 미술관 砂の美術館
모래로 만든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하고도 장대한 예술품이 인상적인 모래의 미술관.
시즌에 따라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 몇 번을 찾아도 신비로운 돗토리 사구의 명소다.
3

www.sand-museum.jp
홈페이지 참조

전체

09:00～20:00

입장료 600엔

돗토리사구에서 도보 10~20분

미사사 온천 三朝温泉
세계 제일의 라돈 함유랑을 자랑하는 미사사 온천.
라듐이 분해되어 만들어진 라돈은 신진대사를 도
와 면역력 증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한 온천수와 함께 온천마을의 운
치를 즐길 수 있어 더욱 좋다.
5

spa-misasa.jp 한
JR구라요시역에서 노선버스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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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5분

호리카와 관광 堀川めぐり

시마네현 島根県

마츠에성을 감싸듯 유유히 흐르는 호리카와 강.
그저 멀리서 감상하는 것도 멋지지만 유람선에 올라타
그 풍경 속에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된다.
소박한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에 뱃사공의
구수한 입담과 노래가 더해져 한층 매력적이다.
www.matsue-horikawameguri.jp
오테마에 광장 승선장, 후레아이 광장 승선장

도보 10분

시오미나와테 塩見縄手
마츠에성 북쪽 해자를 따라 조성된 약 500m의
아름다운 산책길. 마츠에시 전통미관지구로 지정될 만큼
이즈모
1 마츠에역
타이샤마에역
3
신지호
2 야스기역

근사한 풍경이 펼쳐진다. 다양한 시설들이 함께하고 있어
산책의 즐거움이 가득하다.

시마네현

시오미나와테
거리에 있어요!!

화과자 만들기 체험 和菓子体験

일본 ‘화과자’ 3대 명소로 손꼽히는 마츠에. 다도(茶道)를 사랑했던 마츠
다이라 가문의 7대 번주 ‘후마이공’의 영향으로 발전하게 된 마츠에의 화

여자라서 더욱 즐거운
우아하고 달콤한 여행

과자는 ‘후마이 코노미’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화과자를 직
접 만드는 체험도 빼놓지 말고 경험해보자.

마츠에 근교 볼거리

요나고공항 이용
▹교통 패스: 엔무스비 퍼펙트 티켓 → P50

아다치 미술관 足立美術館

시마네현은 한국과도 무척 가까운 위치에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
단골 관광지다. 예로부터 ‘인연’을 이어주는 명소로 알려져 있으
며 섬세하고도 달콤한 스팟이 많아 특히 여성 관광객들에게 강추.

일본 미술계의 거장 ‘요코야마 다이칸’ 등 뛰어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어

마츠에시 순환버스인
레이크라인버스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 특히 일본 정원 부문에서 매년 랭킹 1위를 차지하는
아름다운 정원을 보유하고 있어 찾는 이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2

이즈모타이샤

마츠에성부터 시작하는
‘인연’ 만들기 여행

www.adachi-museum.or.jp

09:00~17:30(계절에 따라 다름)
연중무휴

기념품점

입장료 2,300엔

JR야스기역에서 무료셔틀버스로 20분

이즈모타이샤 出雲大社

과거 일대를 통치했던 호리오 요시하루가 건설한 마츠에성은 에도시대 초기의

인연을 맺어주는 신(神)이자 신중의 신으로 불리는 ‘오쿠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는 시마네현의 상징적 건축물이다.

니누시노미코토’를 모시는 신사. 음력 10월이 되면 전국

특히 천수각의 경우, 일본 내에서도 12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현존천수

의 모든 신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고 하여 10월을 ‘가미아

(손실이나 복원 없이 그대로 보존된 천수각)’로 더욱 의미가 깊다.
www.matsue-tourism.or.jp/m_castle
입장료 560엔
36

마츠에성
마츠에역
아다치미술관

시마네현

마츠에성 松江城

1

신지호

연중무휴

전체

07:00~19:30(계절에 따라 다름)

JR마츠에역에서 레이크라인버스로 10분

리즈키(神在月;신이 있는 달)’라 부른다.
3

www.izumooyashiro.or.jp

연중무휴

이치바타전차 이즈모타이샤마에역에서 도보 13분
37

히로시마현 広島県

매년 여름에 개최되는
“미야지마 수중 불꽃 축제”

이츠쿠시마신사 厳島神社
1,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츠쿠시마신사는 건물
의 대부분이 국보 혹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세계 문
화유산이다. 푸른 바다와 초록빛 미센의 원시림이 어
우러진 붉은 빛 신전은 헤이안시대의 우아함을 느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만조가 되면 건물 아래까지 바닷물이 차오르지만 땅
에 기둥이 박힌 것이 아닌 건축물의 무게만으로 버
티고 있어 더욱 놀랍다. 전 세계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이 건축양식을 감상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

히로시마현

는 명소다.
1

히로시마역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섬,
미야지마에서의 하루

도보 8분

2 3

미야지마구치역

1

오모테산도 상점가 表参道商店街

미야지마

▹인천

히로시마현은 일본 내 두 개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역사와

OZ
매일 운항

히로시마공항

싸인 축복받은 현으로 사계절 각기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로시마식 오코노미야키. 야
키소바면이 들어있는 것이

선물가게 등 70여개의 점포를 만나볼 수 있다.

특징이다.

히로시마에 있는 또다른 세계문화유산

도보 6분

평화기념공원 平和記念公園

미야지마구치 페리 선착장

미야지마 페리 선착장

오토리이 大鳥居

도보히로시마현
12분

세계 평화를 기원하여 피폭 중심지 가까이에 세워진 공원이다.
원폭 투하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과 원폭 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원폭사망자 위령비, 국립 히로시마 원폭 사망자
추도평화기념관, 히로시마 국제 회의장 등이 있다.
2

관광안내소

히로시마공항일본
신의 영역과 속세를 구분하는 신성한 문 ‘도리이(鳥居)’는

원폭 돔 原爆ドーム

더 특별하다. 간조에는미야지마
오토리이 기둥 밑까지 걸어가 직접 만져볼

평화기념공원 내에 있는 원폭돔은 제 2차 세계대전 말기

수도 있지만 만조가 되면 바닷물이 차올라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인류 사상 최초로 사용된 핵 무기에 의해 피폭된 건물로, 1996년 12월

독특한 풍경이 펼쳐진다. 확연하게 다른 두 모습의 오토리이는 다른

핵무기의 위험성을 전하는 상징물로서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히로시마역

신사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뽐낸다.
38

노면전차 겐바쿠돔 마에 정류장에서 도보 6분

각지에서 때때로 만나볼 수 있지만 미야지마의 상징 오토리이는 조금

히로시마평화기념관

広島焼き

오사카만큼이나 유명한 히

300m의 오모테산도 상점가에서는 음식점과

JR미야지마구치역

JR미야지마 페리로 10분

히로시마야키

이츠쿠시마신사를 향하는 길에 조성된 길이

▹교통 패스: 히로시마 전철 1일 승차권
→ P50

문화의 도시임과 동시에 산과 바다 등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

www.miyajima-wch.jp/jp/itsukushima

3

전체

www.city.hiroshima.lg.jp/www/dome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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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요시도 秋芳洞

야마구치현 山口県

아키요시다이 남단에 위치한 동양 최대의 석회동굴. 총 길이는 약 10km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 관광코스는 약 1km이며, ‘고가네바시라’, ‘햐쿠마이자라’ 등 26개의
명소를 만나볼 수 있다. 동양 최대의 석회 동굴이라는 명성에 맞게 대자연의 조형미
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특별 천연기념물 아키요시도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즐겨보자.
2

08:30~16:30

입장료 1,200엔

JR신야마구치역에서 버스로 아키요시도 버스센터 하차 후 도보 5분

긴타이쿄 錦帯橋
일본을 대표하는 목조 다리인 긴타이쿄는 1673년에 만들어진 이후, 몇 번의 유실과 보
수를 반복하였다. 계속되는 유실 속에서도 1953년 목조다리로 재건하였고, 지금의 긴
타이쿄는 2002년부터 2004년에 걸쳐 보수를 통해 완성된 것이다.
3

kintaikyo.iwakuni-city.net

08:00~17:00

입장료 300엔

JR이와쿠니역에서 긴타이쿄 버스센터까지 버스로 20분

루리코지 瑠璃光寺
5

야마구치현

1 2

야마구치현 특유의 자연 속으로
배를 타고 떠나는 색다른 여행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야마구치현은 신비로운 대자연의 절경이

1471년 무로마치시대 후기의 장군이었던 스에 히로

히가시하기역
4

야마구치역

후사의 부인이 남편의 명복을 빌기위해 창건한 절로,
3

루리코지 5층탑이 유명하다. 국보이자 일본 3대 목

이와쿠니역

탑에 꼽히는 이 탑은, 죽은 오우치 요시히로의 동생

신야마구치역
6

이 형을 애도하기 위해 1442년에 만들었으며, 야마

시모노세키역
시모노세키항

부산항

구치시의 상징이라고도 불린다.
부관페리
매일 운항

4

JR신야마구치역에서 버스로 30분 이동 후 겐

초마에 정류장에서 도보 10분

시모노세키항

끊임없이 펼쳐짐과 동시에 역사적 전통과 옛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

하기 萩

운 도시이다.

삼각주에 만들어진 성곽 도시인 하기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옛 마을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하기성 주변 지역은 에도시대의 지도를
그대로 쓸 수 있을 만큼 잘 보존되어 있다. 역사, 문화, 풍물에 잠길 수 있는 도시 하기에
서 일본 전통의 분위기를 느껴보자.
5

석회암은 약 3억년 전 지각 변동에 의해 산호초가 융기되어 생긴 것이다. 빗물
에 녹는 성질을 가진 석회암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아키요시다이 카르스트는
국가 지정 공원 및 특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며 사계절 모두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1

www.karusuto.com 한
JR신야마구치역에서 버스로 아키요시도 정류장 하차 후 도보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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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히가시하기역 하차

하기

아키요시다이 秋吉台
석회암 용식에 의해 생성된 일본 최대의 카르스트 지형으로, 이곳의 아키요시

www.hagishi.com 한

야마구치현
아키요시다이
카르스트
간몬교

루리코지
야마구치역

간몬 해협 関門海峡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와 후쿠오카현 북규슈
시 사이의 해협. 바다 밑으로는 간몬 철도 터널과
간몬 국도 터널이 뚫려 있고 부산과 칭따오, 타이
창을 오고 가는 국제선이 발착하는 시모노세키
바다의 현관문이다. 6

www.kanmon.g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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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섬 나오시마
카가와현 香川県

쿠사마 야요이의 「노란호박」으로 유명한 카가와현의 작은 섬 나오시마.
과거 ‘제련소가 있는 민둥섬’으로 외면 받았던 나오시마는
‘아트’를 만나 세계가 주목하는 ‘예술의 섬’으로 다시 태어났다.
1

다카마츠항에서 미야노우라항까지 페리로 50분

이에프로젝트

느린 걸음 감성이 꽃피는
예술의 섬 여행

家プロジェクト
7개의 낡은 민가를 보수하여
‘집’이라는 공간 그 자체를 작품
화한 예술 프로젝트로, 현지 주
민과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진행

카가와현은 일본을 구성하는 4개의 섬 중 가장 작은 ‘시코쿠’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일상 속

에 속한 지역으로, 시코쿠 본토를 비롯하여 여러 개의 섬들로

에 스며든 예술’이라는 점에서 나오시마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www.benesse-artsite.jp/arthouse

구성되어 있다.

10:00～16:30(긴자 제외)

공통티켓 1,030엔(긴자 제외), 1곳 410엔, 긴자 510엔

세토내해의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각기 다른 아트로 가득한

월요일(긴자: 월·화·수)

미야노우라항에서 베넷세하우스 셔틀버스로 10분

섬들은 카가와현의 많은 매력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그 대표격인 ‘나오시마’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예술의 섬이다.

아이러브유 I ♥ 湯
이에프로젝트에 참여한 오타케 신로가 설계한 이곳은 실제로 나오시
마 도민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이색적인 대중목욕탕이다.
외관은 물론 내부 인테리어에서부터 욕조와 욕탕의 타일장식까지 예
술작품으로 승화된 특별한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www.benesse-artsite.jp/naoshimasento
14:00～21:00(주말 및 공휴일 10:00～21:00)
입장료 510엔

월요일

미야노우라항에서 도보 5분

이에우라항 쇼도시마
미야노우라항 1
나오시마

3

2

오기지마

다카마츠항

지중미술관 地中美術館

4 다카마츠역

카가와현
5 6

2004년 나오시마 남측에 설립된 미술관으로, 세토내해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건물 대부분이 지하에 매설된 독특한 구조이다.

고토히라역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관내에는 클로드 모네, 제임스 렐,
월터드 마리아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인천

OZ
주 3회 운항(화·금·일)

www.benesse-artsite.jp/chichu

다카마츠공항

10:00～18:00(계절에 따라 다름)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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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2,060엔

츠츠지소 정류장에서 베넷세하우스 셔틀버스로 7분
43

카가와현의 또 다른 볼거리

베넷세하우스 ベネッセハウス

고토히라 琴平

나오시마를 대표하는 시설로, 아트 프로젝트의 시작이

온천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고토히라는 일본 각
지에 위치한 고토히라 신사의 총본산이 자리하고

된 종합문화예술시설이다.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미술관

있어 예로부터 참배를 목적으로 많은 이들이 찾

과 호텔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그 자체로도 하나의 작

는 성스러운 곳이다. 산 위의 본궁까지는 785개

품이 된다. 그야말로 예술과 휴식 그리고 자연이 조화된

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지만 카가와현이 내려다보

공간이다.

이는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어 그만한 가치

www.benesse-artsite.jp/benessehouse-museum
08:00～21:00
연중무휴

가 있다. 오모테서원과 다카하시 유이치관 등 본

입장료 1,030엔

궁으로 올라가는 길 곳곳에 전시관이 있어 더욱

호텔 객실 및 로비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참배길목에 자리한 현

츠츠지소 정류장에서 베넷세하우스 셔틀버스로 3분

존하는 일본 최고의 연극 극장 ‘구 곤피라 대극장’
도 빠지지 말고 구경해야 할 포인트.
5

이우환 미술관 李禹煥美術館

JR다카마츠역에서 JR고토히라역까지 특

급 시만토 열차로 35분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세계적 아티스트 이우환과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이루어진 미술관으로 자연, 건
물, 작품이 조화를 이룬다.
www.benesse-artsite.jp/lee-ufan

10:00~18:00(3/1~9/30), 10:00~17:00(10/1~2월말)

관람료 1,030엔(15세 이하 무료)

츠즈지소 정류장에서 베넷세하우스 셔틀버스로 5분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휴관)

리츠린공원 栗林公園
국가 특별 명승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리츠린공원은 다카마츠시내 관

또 다른 예술의 섬

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로 손꼽힌다.
에도시대 초기 풍의 다이묘 정원으로 꾸며져 있으며 뛰어난 구역 분할과 정

데시마 豊島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인 ‘세토내해 국립공원’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데시마는 2010년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의 첫 무대가 되었던 특별한 섬이다. ‘데시마 미술관’과 ‘데시마 요코
오칸’ 등 다양한 현대아트를 즐기며 평화로운 세토내해를 바라볼 수 있다.
2

이에우라항

다카마츠항에서 이에우라항까지 고속선 35분

오기지마 男木島

원석의 배치 등이 세련된 멋을 뽐낸다. 봄에는 매화와 벚꽃, 여름에는 창포
와 연꽃, 가을에는 단풍 그리고 겨울에는 동백까지. 각 계절의 가장 아름다
운 모습을 담아내고 있어 ‘한걸음마다 하나의 풍경’을 자아낸다.
4

ritsuringarden.jp/jp
입장료 410엔

연중무휴

07:00~17:00(계절에 따라 다름)
공원 내 기념품샵 ‘리츠린안(栗林庵)’

JR리츠린코엔 기타구치역에서 도보 3분

카가와현까지 왔으면 이건 먹고 가야죠!

항구에 설치된 ‘오기지마의 혼’을 비롯하여 ‘오기지마 골목 벽화 프로젝트’ 등
풍경과 조화로운 예술이 대표적이며, 특히 어르신들의 보행보조기(온바)를 이용한 이동
하는 입체 작품 ‘온바 팩토리’는 따스함이 더해진 예술로 유명하다.
3

다카마츠항에서 오기지마항까지 페리로 40분

사누키우동 さぬきうどん
사누키우동의 본고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카가와현 사람들

2016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개최

의 우동에 대한 열정은 특별하다. 맥도날드보다 우동가게가 많

세토내해의 섬들을 무대로 펼쳐지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의 예술제로, 2010년

에게 카가와현 여행은 필수!

에 시작하여 3년에 한 번 봄·여름·가을 기간 동안 개최된다.
세계적인 건축가와 아티스트 그리고 섬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작품들이 전
시되며, 단순한 작품 감상에서 끝나지 않고 그 섬이 가진 역사와 문화를 함께 느낄 수 있
어 더욱 의미가 깊다. 그 역사는 짧으나 예술제 기간 동안 전세계에서 평균 100만 명이 방
문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2016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개최
▹봄: 3월 20일~4월 17일(29일간) ▹여름: 7월 18일~9월 4일(49일간)
▹가을: 10월 8일~11월 6일(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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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큼 어딜 가도 맛좋은 우동을 먹을 수 있어 우동마니아들

나카노 우동학교 고토히라점 中野うどん学校 琴平店
카가와현의 명물 사누키우동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우동학교로, 우동 제조의 모든 공정
을 체험해볼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핸드메이드 우동은 그 자리에서 바로 먹거나 기념으로 포
장해 가져갈 수도 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는 강사들의 익살스러운 지도와 해설은 큰 웃
음을 준다.
6

www.nakanoya.net/school
체험료 1,500엔(2~14명까지)

09:00~15:00(완전 예약제)

연중무휴

JR고토히라역에서 도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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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히메현 愛媛県

세토우치 시마나미 해도에서 즐기는 자전거 여행
시마나미 해도 코스는 에히메현의 이마바리에서 히로시마현의 오노미치를 잇는 총 길이 약 70km의 코스로
일본 최대 규모의 국제 사이클링 대회가 개최된 적도 있다.

오노미치

세토내해의 6개 섬들을 연결한 이곳에는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특별한 체험
을 위해 모여들곤 한다.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해상(海上) 사이클링과 해상 산책은 평생 잊지 못

무카이시마

할 짜릿한 경험이 된다. 길 중간에 15개의 자전거대여소가 있으며 외국인들도 부담 없이 자전거 여행을 즐
길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즐기는
세토내해의 건강한 여행

1

인노시마

www.go-shimanami.jp 한

이쿠치지마

무카이시마
1 시마나미해도

오미시마

시코쿠 섬에 자리한 전통이 숨 쉬는 고장 에히메현. 일본에

이쿠치지마
하카타지마
오시마

서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도고온천’과 시코쿠 최대의 성곽

이마바리역
4

즐겨보자.

오시마

08:00～20:00(계절에 따라 다름)

급류 관조선

자전거 대여료 1,000엔~(보증금 1,000엔)

◀ 시마나미

해도
사이클링코스

선라이즈 이토야마

2층 로비

JR하시하마역에서 택시로 5분, JR이마바리역에
서 택시로 15분

2

하카타지마

선라이즈 이토야마 サンライズ糸山

연중무휴

을 보유한 ‘마츠야마성’ 등 에히메현이 지닌 매력을 마음껏

오미시마

자전거 대여소(이마바리시 사이클링 터미널)
인노시마

이마바리

마츠야마역 3

에히메현
5

이요오즈역

우치코역

6

일본 3대 급류 ‘급류 관조선’ 急流観潮船
일본 3대 급류로 꼽히는 ‛구루시마 해협’의 조류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크루즈!

인천
46

OZ
주 3회 운항(화·금·일)

마츠야마공항

www.imabari-shimanami.jp//kurushima

관람료 1,500엔 50분

09: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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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도고온천으로 타임 슬립!!

에히메현의 또 다른 볼거리

도고온천 본관 道後温泉本館

우치코 内子

일본의 역사서 ‘일본서기(日本書紀)’에도 기록된 일본에서 가장 오랜 역

국가중요전통건축물 보존지구인 ‘요카이치 · 고코쿠 지구’에는 에도시대

사를 자랑하는 도고온천마을의 중심 관광지인 이곳은 미야자키 하야오

와 메이지 시대에 걸쳐 번영을 이룩했던 과거의 목조건물이 약 600m에

감독의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등장하는 온천장의 모델

걸쳐 이어져 있다. 전통 목조 극장 ‘우치코좌’ 등 볼거리가 가득해 좋은 산

로도 유명하다. 고풍스러운 외관과 아늑한 내관을 보고 있노라면 오랜 세

책코스가 된다.

월 꾸준히 사랑 받는 이유를 알 수 있다.
www.dogo.or.jp

2

06:00~23:00

연중무휴

5

전체

www.we-love-uchiko.jp
JR우치코역에서 레트로버스 “차가마루”로 5분

JR마츠야마역에서 노면전차로 25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무대 千と千尋の神隠しの舞台
명작 애니메이션의 무대가 되었던 도고온천의 감동을 직접 경험해보자.

도련님의 방 坊っちゃんの間
소설 ‘도련님(봇짱)’에서 도고온천을 아름답게
표현한 소설가 나츠메 소세키를 기리는 공간.

본관의 온천체험

本館での温泉体験

명성보다는 부담없는 가격으로 본관에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마츠야마성과 로프웨이

목욕 코스는 총 4코스로 세트권을 구매하면

松山城とロープウェイ

유카타 대여, 다과 등을 즐기며 유바바의
온천에 와있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마츠야마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가츠야마산 정상

입욕료 410엔~1,550엔

에 세워진 마츠야마성. 벚꽃의 명소로 유명하며
특히 로프웨이를 타고 즐기는 파노라마 뷰는 압
권이다.
3

오즈 가류산장 大洲 臥龍山荘

www.matsuyamajo.jp/ropeway
08:30～17:30(계절에 따라 다름)
로프웨이와 천수각 이용권 1,020엔

인력거 人力車

전체

도고온천거리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보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

연중무휴

노면전차 오카이도역에서 도보 5분

타월 미술관 ICHIHIRO

봇짱열차 坊っちゃん列車

タオル美術館 ICHIHIRO

1888년부터 67년간 운행했던 증기기관차는 소설 ‘도련

타월을 테마로 한 세계 최초의 미술관. 내부에는

님(봇짱)’에 등장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를 복원한 열차

목화에서 실이 되기까지의 방적 공정과 타월 제

인 봇짱 열차를 타면 마츠야마 시내와 도고온천 구간을

조 공정을 견학할 수 있는 코스가 준비되어 있으

돌아볼 수 있다.

며 다양한 타월 아트 전시와 기념품 코너도 만나

‘작은 교토’라 불리는 오즈에서도 가장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가류노
후치를 바라보고 있는 별장. 일본 정원의 아름다움을 정석으로 표현하
고 있다.
6

www.garyusanso.jp
연중무휴

09:00～17:00

입장료 500엔

JR이요오즈역에서 택시로 5분

볼 수 있다.
4

www.towelmuseum.com
09:30~18:00, 매주 토요일, 연휴 때(마지막 날

호조엔 放生園

제외)는 20:00까지(갤러리 견학은 30분 전까지)

도고온천역 앞에 자리한 작은 공원. 정각이 되면 소설 ‛도련님
(봇짱)’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봇짱 가라쿠리 시계’와 따스한 ‘족욕탕’이 준비
되어 있는 인기 관광 스팟이다.
48

전체

입장료 800엔
1월 3, 4번째 주 화요일
JR이마바리역에서 택시로 25분

49

“일본 소도시여행”을 할때 편리한 교통 패스
전국 ▶ 청춘 18티켓 青春18切符

아오모리현 ▶ 츠가루 프리 패스 津軽フリーパス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일본 전국의 JR선 보통열차(쾌속 포함)의 자유석에 자유롭게 승차할 수 있는 티켓으로, 1일권 5장이 포함되어 있어
혼자서 5일간 여행 시에 사용하거나 동행자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요금: 11,850엔
▹발매기간: 2015.7.1~2015.8.31, 2015.12.1~2015.12.31
▹이용기간: 2015.7.20~2015.9.10, 2015.12.10~2016.1.10
▹판매처: JR히가시니혼 주요역의 매표소, 한국의 지정 여행사 등
▹문의처: JR히가시니혼 문의센터(050-2016-1600)
▹홈페이지: www.jreast.co.jp/kr/pass/seishun18.html

지정 구간 내의 JR히가시니혼, 코난철도, 츠가루철도, 코난버스를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다.
▹요금: 일반 2,060엔(2일)
▹판매처: 지정 구간 내의 JR히가시니혼 미도리노 마도구치 외
▹문의처: 츠가루나비 홈페이지
▹홈페이지: www.tsugarunavi.jp/freepass

이시카와현 ▶ 조카마치 가나자와 주유 1일 프리승차권 城下町金沢周遊１日フリー乗車券

동일본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경제적인 패스로, 신칸센을 포함한 JR히가시니혼 전 노선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패스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의 5일간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요금: 22,000엔(플렉시블 5일간)
▹판매처: 한국 내 지정 여행사(한국에서 교환권 구입 후, 일본에서 패스로 교환)
▹문의처: JR히가시니혼 문의센터(050-2016-1600) ▹홈페이지: www.jreast.co.jp/kr/eastpass/index.html

가나자와 시내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버스와 겐로쿠엔 셔틀버스, 지정 구간 내의 노선버스 등을 하루 동안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는 승차
권으로, 시마,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등 여러 시설의 입장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요금: 일반 500엔
▹유효기간: 발행 당일
▹판매처: 가나자와역 7번 버스터미널 승강장 부근 가나자와역 히가시광장 교통안내소, 버스 내부 등
▹문의처: 텔레폰 서비스센터(076-237-5115)
▹홈페이지: www.hokutetsu.co.jp/kr

중부지역 ▶ 다카야마·호쿠리쿠 지역 관광 티켓 高山・北陸エリア周遊チケット

도야마현 ▶ 시내 전철, 버스 1일 프리 티켓 市内電車・バス１日ふりーきっぷ

주목받는 관광지인 게로온천, 다카야마, 도야마, 가나자와, 가가온천으로 가는 재래선 특급 이용은 물론, 버스로 세계 유산 시라카와고와
고카야마에도 갈 수 있어 유용한 티켓이다.
▹요금: 일반 13,500엔
▹판매처: 한국 내 지정 여행사(한국에서 교환권 구입 후, 일본에서 패스로 교환)
▹문의처: 한국 내 각 지정 여행사
▹홈페이지: http://touristpass.jp/ko/

도야마역에서부터 280엔 이내의 구간에 있는 노선 버스와 전철 (도야마역~미나미 도야마역 사이의 구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티
켓. 티켓 좌측에 있는 날짜를 동전으로 긁어 표기하는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요금: 일반 620엔
▹판매처: 전철 도야마역, 미나미 도야마역(시내 전철 안에서도 구입 가능)
▹문의처: 도야마 치테츠 텔레폰 센터(076-432-3456)
▹홈페이지: www.chitetsu.co.jp/?p=1002

동일본 ▶ JR 이스트 패스 JR EASTパス

중부 지역 ▶ 쇼류도 고속버스 티켓 昇龍道高速バスきっぷ
다카야마, 시라카와고를 포함하여 가나자와, 나고야 구간 내의 지역 고속버스와 중부국제공항~고마츠공항을 잇는 교통편(버스, 전철)을 기
간 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티켓이다.
▹요금: 일반 6,000엔(3일권), 7,000엔(4일권), 8,000엔(5일권)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3일, 4일, 5일
▹판매처: 한국내 지정 여행사
▹교환처: 센트레아 중부국제공항, 메이테츠 나고야역, 가나자와역, 고마츠공항
▹문의처: 오마이호텔(1566-7005)
▹홈페이지: www.meitetsu.co.jp/kor/ticket-info/shoryudo.html

호쿠리쿠 지역 ▶ 호쿠리쿠 패스 北陸パス
호쿠리쿠 신칸센과 더불어 지역 내 특급, 쾌속, 보통열차의 자유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로, 사전 예약 없이 일본 도착 후에 구입
하는 경우에는 500엔이 추가된다.
▹요금: 5,000엔(연속 4일)
▹판매처: 한국 내 지정 여행사(한국에서 교환권 구입 후, 일본에서 패스로 교환)
▹문의처: JR니시니혼 고객센터(076-265-5655)
▹홈페이지: www.westjr.co.jp/global/kr/travel-information/pass/hokuriku

호쿠리쿠 지역 ▶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 티켓 立山黒部アルペンきっぷ
세계 최고의 산악 관광 루트인 다테야마 쿠로베 알펜루트를 지나는 로프웨이, 트롤리버스 등을 탑승할 수 있는 티켓으로, 8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나고야시내~도야마~알펜루트~시나노오마치~나고야시내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코스의 티켓이 준비되어 있
으니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요금: 18,610엔
▹발매기간: 2015.4.1~11.23
▹이용기간: 2015.4.16~11.30(2015.4.27~5.6, 2015.8.11~20 이용불가)
▹판매처: 티켓 출발역 및 주변 JR주요역 혹은 주요 여행사 지점 및 영업소
▹문의처: JR도카이 텔레폰센터(050-3772-3910)
▹홈페이지: railway.jr-central.co.jp/tickets/otoku_tateyamakurobe

시즈오카현 ▶ 시즈오카 1DAY 패스 しずおか1DAYパス
하루 동안 지정 구간 내의 시즈테츠 전차와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1일 승차권으로, 로프웨이 이용 시 50%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요금: 2,000엔 ▹판매처: 시즈오카역 앞 안내소, 한국 지정 여행사 등
▹문의처: 시즈테츠 저스트라인 주식회사 시즈오카역(054-254-5115)
▹홈페이지: www.justline.co.jp/images/313.pdf

나고야 ▶ 나고야 관광루트 버스 ‘메구루’ 1DAY 티켓 なごや観光ルートバス「メーグル」1DAYチケット
나고야역, 토요타 산업기술 기념관, 나고야성 등 나고야의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버스 ‘메구루 버스’를 하루 동안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티켓으로, 지정 시설과 가게에서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요금: 일반 500엔
▹운행일: 화요일~일요일
▹판매처: 메구루 버스 차내 판매
▹문의처: 나고야시 교통국 조신 영업소(052-521-8990)
▹홈페이지: www.nagoya-info.jp/ko/routebus

나고야 ▶ 나고야 시내 1일 승차권 名古屋市内１日乗車券
나고야 시내의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다.
▹요금: 지하철 1일 승차권 740엔
▹판매처: 나고야 지하철, 버스 티켓 구매소
▹문의처: 나고야시 교통국(052-522-0111)
▹홈페이지: www.kotsu.city.nagoya.jp/korean/korean_tickets.html

시마네현 ▶ 엔무스비 퍼펙트 티켓 縁結びパーフェクトチケット

시코쿠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패스로, 시코쿠의 철도 노선 1,100km를 달리는 모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프리 패스이다.
▹요금: 6,300엔(2일), 7,200엔(3일), 7,900엔(4일), 9,700엔(5일) ▹판매처: 한국 내 지정 여행사(한국에서 교환권 구입 후, 일본에서 패스로 교환)
▹문의처: JR시코쿠 전화안내센터(0570-00-4592)
▹홈페이지: www.jr-shikoku.co.jp/global/kr

마츠에, 이즈모 지역의 전차와 버스를 3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 요나고공항에서 마츠에역까지 버스도 탑승 가능하며 30개 이상
의 시설과 입장료를 할인받거나 상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요금: 일반 3,000엔(3일)
▹판매처: 마츠에시 국제관광안내소(JR마츠에역 북쪽출구), 공항연락버스 차내 등
▹문의처: 마츠에 시영버스(0852-60-1111)
▹홈페이지: www.san-in-tabi.net/ticket/enmusubi.html

산인지역 ▶ 히로시마 야마구치 패스 広島・山口パス

히로시마현 ▶ 히로시마 전철 1일 승차권 広島電車１日乗車券

하카타에서 야마구치, 히로시마까지 산요신칸센(하카타~미하라 간) 및 지역 내의 특급, 쾌속, 보통열차의 자유석, JR니시니혼 미야지마 페
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이다.
▹요금: 11,000엔(5일간)
▹판매처: 한국 내 지정 여행사(한국에서 교환권 구입 후, 일본에서 패스로 교환)
▹문의처: JR니시니혼 고객센터(0570-00-2486) ▹홈페이지: www.westjr.co.jp/global/kr/travel-information/pass/hiroshima_yamaguchi

하루 동안 히로덴 전철 전선(시내선, 미야지마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다.
▹요금: 일반 600엔 ▹판매처: 히로시마역 전차안내소, 미야지마구치역 매점 등
▹문의처: 히로시마 덴테츠 주식회사 텔레폰센터(0823-36-3626)
▹홈페이지: www.hiroden.co.jp/en/ecotickets.html#oneDay

시코쿠 지역 ▶ All 시코쿠 레일 패스 All 四国レールパ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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