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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사용법

와카야마 현을 여행할 때 와카야마 드라이브 가이드에 소개된 관광 관련 정보,
지역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알찬 여행을 즐겨보세요.

계절별 추천 
드라이브 

코스

와카야마 
관광 명소

02

12구마노

24유아사 / 아리다 / 히다카

36시라하마 / 스사미

18고야산

30구시모토 / 고자가와

04Spring

 08Autumn

06Summer

10Winter

42와카야마 시

< 반드시 읽어주세요 >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2020년 1~3월에 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내용, 요금 등 각종 정보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계절에 따른 변경, 임시 휴무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요금에
소비세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게재된 내용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이 불가능하오니 미리 양해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란에 표시된 소요시간은 표준적 예시입니다. 계
절이나 날씨, 도로 사정, 시간표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맵코드가 실려 있어
목적지 검색이 편리합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화면에 맵코드를 입력하면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맵코드 지원 내비게이션인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999 999 000*00

영업시간

휴일

요금

전화번호

주차장

도보

렌터카 이용 시 주의점 48
미치노에키(국도 휴게소), SA, PA(고속도로 휴게소) 50
오래된 민가에서 보내는 일상에서 벗어난 시간 52
꼭 가봐야 할 카페 & 디저트 54
과일 수확 체험 추천 장소 55

< 아이콘 설명 >

≪장르≫

≪데이터≫

≪교통편≫

관광

맛집

카페

차

온천

쇼핑

체험

역



Adventure World
Shirahama Onsen

Shirarahama Beach
Nanki Shirahama Airport

Wakayama Castle

Koyasan

Kumano
Hongu Taisha 
Grand Shrine

Kumano
Hayatama Taisha 
Grand Shrine

Kumano Nachi
Taisha 
Grand Shrine

Ryujin Onsen

Yuasa Important Preservation District
for Group of Traditional Buildings

Hongu Onsen-kyo

Katsuura Onsen

Hashigui-iwa Rock

Nachi
Water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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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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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카야마 지역 지도

난키 시라하마 공항

시오노미사키

유아사
아리다
히다카

간사이 국제공항

고야산고야산

시라하마
스사미 구시모토

고자가와

시라하마
스사미 구시모토

고자가와

구마노구마노

유아사
아리다
히다카

와카야마 시

간사이 국제공항

와카야마 시

미에, 나고야 방면

나라 방면오사카, 교토 방면

Nachi Katsuura Shingu Road

Nanki Tanabe IC

Nanki Shirahama IC

Shingu Minami IC

Arida ICArida IC

Wakayama ICWakayama IC

Susami Minami IC

Nachi Katsuura IC

Shingu Minami IC

Nachi Katsuura IC

Gobo Minami IC

Kainan ICKainan IC

Wakayama
JCT

Wakayama
JCT

Rinku
JCT

Rinku
JCT

Izumi Sano JCTIzumi Sano JCT
Sennan ICSennan IC

Hashimoto ICHashimoto ICKatsuragi Nishi ICKatsuragi Nishi IC

Iwade Negoro ICIwade Negoro IC

Kami Tonda IC

Nanki Shirahama IC

Kami Tonda IC

Inami IC

Gobo Minami IC

Inami IC

Minabe IC

Nanki Tanabe IC

Minabe IC

Susami IC

Susami Minami IC

Susami IC

와카야마
전철

JR 선

JR
 선난

카
이

 본
선

난
카

이
 고

야
선

고보

유아사

기시

가다

와카야마 시

와카야마 고쿠라쿠바시
고야산

구시모토

시라하마

기이 타나베

미나베

기이 가쓰우라

나치

신구

하시모토

히네노

간사이공항

간사이 국제공항

Wakayama IC

940엔
30분・35㎞

0엔
50분・45㎞

Nanki 
Shirahama IC

Susami Minami IC

0엔
20분・25㎞

Wakayama IC

Arida IC

900엔
25분・30㎞

Arida IC

Nanki Tanabe IC

1,530엔
35분・45㎞

Nanki Tanabe IC

Nanki 
Shirahama IC

0엔
20분・15㎞

구시모토

구시모토

Ichiya(Taiji) IC
0엔
25분・20㎞

0엔
30분・20㎞

Shingu Minami IC

0엔
40분・25㎞

Wakayama IC

Katsuragi Nishi IC

350엔
30분・30㎞

고야산

Nanki Tanabe IC

구마노 혼구 타이샤
0엔
40분・35㎞

0엔
70분・60㎞

신구

Area
Map

WAKAYAMA

도쿄 1.5시간

교토 1.5시간

오사카 1시간

나고야 2시간

간사이 국제공항
범례

JR 철도

사철

국도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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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와카노우라
和歌の浦

Stay

 

Drive Course

1

11DAY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가까운 와카야마 시내. 벚꽃이 활짝 피는 와카야마 성과 '다마 열
차'를 타고 가서 즐기는 딸기 수확 체험, 다음날에는 태평양이 보이는 아리다 미칸 해안
도로에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코스.

전국적으로 유명한 와카야마 라멘

©DESIGNED BY EIJI MITOOKA + DON DESIGN ASSOCIATES

*자동차 이용 시, JR 와카야마역 혹은 이다
키소역 근처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기시역과 이다키소역에서는 귀여운 고양이 역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역장의 배웅을 받으며 과일을 따러 가볼까요?

와카야마 전철 기시가와 선, 고양이 역장

추천

©DESIGNED BY EIJI MITOOKA + DON DESIGN ASSOCIATES

기시역과 이다키소역에서는 귀여운 고양이 역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역장의 배웅을 받으며 과일을 따러 가볼까요?

와카야마 전철 기시가와 선, 고양이 역장

유아사
아리다
히다카

와카야마 시

35 185 748*18

와카야마 시내 중심부, 녹음의 가운데에 자
리 잡은 흰 벽의 천수각에는 기슈 도쿠가와
가문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최상층에서
는 와카야마 시내를 볼 수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 SNS용 사진 찍기에 
아주 좋습니다.

와카야마 성
和歌山城

9:00~17:00 (폐관 17:30)

무휴  410엔

073-422-8979  있음

14:00

18:00

 Wakayama IC에서 15분

P.47 A-1MAP

35 173 488*46

60 분기시가와 관광 딸기 수확 체험 협회
貴志川観光いちご狩り協会

1월부터 4월까지 딸기 수확 체험을 개최합니다. 지역 특산품인 딸기
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가족 단위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0년 2월 1일~5월 중순(예정), 9:00~14:00(폐원 

15:00)  기간 중 무휴  어른 1,500엔, 초등학생 1,000

엔 3세이상 700엔  0736-64-7212  있음

 Wakayama IC에서 25분P.47 B-1MAP

2

1

14:30

+

和歌山電鐵貴志川線＆猫の駅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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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 잘 맞추면 하얀색의 향
긋한 귤꽃이 피어있는 모습
을 볼 수 있습니다. 

와카야마 성1

Wakayama IC

기시가와 관광 딸기 
수확 체험 협회2

11111111DAY

19km / 31분

아리다 미칸 해안도로3

유아사 정 유아사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4

10km / 19분

1.0km / 3분

28km / 46분

6.8km / 16분

17km / 31분

22DAY

런치 코스

미칸 해안도로 중간에 있어 하늘과 바다의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지역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테스티모네 テスティモーネ

추천

33

28km / 46분22DAY

와카노우라Stay

유아사Stay

Start

유아사 정 유아사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湯浅町湯浅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146 426 104*74

런치 코스

12:00

귤 밭 가운데를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 넓은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길가에 거대 풍차와 전망대가 있으며 석양이 아름다운 곳으로도 알려
져 있습니다.

아리다 미칸 해안도로
有田みかん海道

986 251 193*43

종일  무료  0737-22-3624 (아리다 시청)  있음

 Arida IC에서 20분P.29 A-1MAP

 Arida IC에서 20분P.29 A-1MAP

옛 모습을 간직한 유아사는 에도시대(1603년~1868년)에는 92곳의 간장 가게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간장의 본고장. 옛날 건물을 이용한 숙박 시설이나 역사민속자료관이 있습니다.

10:00~16:00 역사민속자료관(평일 12:00~13:00 폐관)  수요일  

무료  0737-63-2525 (유아사 정 사무소)  있음

3

4

11:00

15:00

 Arida IC에서 10분P.29 A-1MAP

986 254 339*56

11:00~15:00(14:00 라스트 오더), 17:30~22:00(20:00 라스트 오더) 

화, 수요일  런치코스 1,000엔, 1,500엔, 2,000엔  0737-83-2310  있음

고야산

구마노

시라하마
스사미

구시모토
고자가와

유아사
아리다
히다카

와카야마 시

유아사
아리다
히다카

간사이 국제공항

와카야마 시

간사이 국제공항

Nachi Katsuura Shingu Road

Nanki Tanabe IC

Nanki Shirahama IC

Susami IC

Susami Minami IC

Gobo Minami IC

Katsuragi Nishi IC

Hashimoto IC

Kainan IC

Wakayama IC

Wakayama
JCT

Arida IC

Wakayama IC

Arida IC

Iwade Negoro IC

Kami Tonda IC

Inami IC

Nachi Katsuura IC

Shingu Minami IC

Nanki Tanabe IC

Nanki Shirahama IC

Susami IC

Susami Minami IC

Katsuragi Nishi IC

Hashimoto IC

Kami Tonda IC

Nachi Katsuura IC

Shingu Minami IC

Minabe IC

Gobo Minami IC

Kainan IC

Wakayama
JCT

Iwade Negoro IC

Inami IC
Minabe IC

1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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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누를 타고 고자가와 강의 자연을 만끽해 보세요. 처음이라도 친절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가족 단위 손님들에게도 인기입니다. 물이 맑고 투명
해서 하늘을 날고 있는 듯한 신기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자가와 강 어드벤처 클럽
古座川アドベンチャー倶楽部

8:30~17:00 (예약 접수 ~18:00)

10월~다음해 2월  3시간 코스 어른 6,000엔, 어린이 4,500엔  

0735-70-0772, 090-1672-5522  있음

Drive Course

2

11DAY

자연환경이 풍부한 와카야마 현에서는 수려한 자연 경관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
자가와 강의 투명한 하천에서 카누를 타고, 해변에서 드라이브, 그리고 세계유산 '나치 
폭포'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고자가와 강의 깊은 곳에 우뚝 선 천연기념물 ‘이치마이이와’

Stay 가쓰우라 온천

勝浦温泉

Stay

구시모토
고자가와

구마노

324 394 742*24

하시구이이와
橋杭岩

구시모토에서 오시마 섬 방면으로 40여 개의  크고 작은 돌기둥이 줄지어 서 있는 
천연기념물. 고보 대사가 아마노자쿠(악귀)와 하룻밤 사이에 다리를 놓는 내기를 
벌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324 245 108*12

16:30

13:00

 Susami Minami IC에서 40분P.33 A-1MAP

종일  

무휴  

무료  0735-62-3171  

있음

 Susami Minami IC에서 35분

P.33 A-2MAP

18:00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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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가와 강 
어드벤처 클럽1

Nanki Shirahama IC

하시구이이와2

11111111DAY

10km/14분

나치 폭포3

가미쿠라 신사4

22km/30분

1.0km/5분

10km/19분

54km/59분

29km/35분

헤이안 시대(794년~1185년) 귀족 의상을 입고 나치산을 산
책하며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의상은 남성, 여성, 아동용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료)

헤이안 의상 체험
平安衣装体験

추천

가미쿠라 신사
神倉神社

약 80미터의 절벽에 위치한 거대한 '고토비키 바위'는 구마
노의 신들이 처음 내려왔다는 전설의 바위이며, 구마노 신
앙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33

10km/19분22DAY

가쓰우라 온천Stay

신구Stay

Start

일본의 대표적인 여름 간식은 빙수. 차가운 얼음이 
목을 넘어가면 몸까지 서늘해집니다. 말차, 밀크, 
팥 맛이 인기.

7:00~16:30、보물전

8:30~16:00

무휴  

보물전 300엔  

0735-55-0321  

있음
구마노 나치 타이샤는 구마노산잔 가운데 하나로, 나치
폭포를 자연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도 보인다는
나치 폭포는 133m 높이로 일본 최대의 낙차를 자랑합니다.

246 002 271*53

246 193 464*10

90 분

　　나치산 주변의 수국

추천

324 743 737*02 7:00~7:30 정도  토, 일요일, 축제 

전일, 월 2회 부정기 휴일, 어획이 없는 

날  어시장 2층 견학은 무료, 가쓰우라 

어시장 체험은 중학생 이상 1,000엔, 초

등학생 이하 500엔 (난키 가쓰우라 료칸 

조합 가맹 숙소 숙박자 한정)   

0735-52-0048  있음

222DAY
30 분7:00

계절에 따라 다양한 참치가 줄지어 누워 있
는 모습이 압권입니다. 
어업협동조합 직원의 안내로 이른 아침 경
매시장을 체험하는 코스도 있습니다.

참치 시장 견학
まぐろ市場見学

10:00

15:30

 Nachi Katsuura IC에서 10분

 Nachi Katsuura IC에서 
25분

P.15 A-2MAP

종일  무휴  무료  0735-22-2533  있음

P.15 A-1MAP  Shingu Minami IC에서 10분

나치 폭포
那智の滝3

4

간사이 국제공항간사이 국제공항

고야산

와카야마 시

유아사
아리다
히다카

구마노

시라하마
스사미

구시모토
고자가와

Nachi Katsuura Shingu Road

구마노

구시모토
고자가와

Nachi Katsuura Shingu Road

Katsuragi Nishi IC

Hashimoto IC
Wakayama

JCT
Iwade Negoro IC

Wakayama IC

Kainan IC

Arida IC

Gobo Minami IC

Inami IC

Minabe IC Nanki Tanabe IC

Nanki Shirahama IC

Kami Tonda IC

Susami IC
Susami Minami IC

Katsuragi Nishi IC

Hashimoto IC
Wakayama

JCT
Iwade Negoro IC

Wakayama IC

Kainan IC

Arida IC

Gobo Minami IC

Inami IC

Minabe IC

Nanki Shirahama IC

Kami Tonda IC

Susami IC
Susami Minami IC

Nachi Katsuura IC

Shingu Minami IC

Nanki Tanabe IC

Nachi Katsuura IC

Shingu Minami IC

1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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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야산의 사원 중 52곳에서 템플 스테이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수행체험이 가능한 곳도 많
아 차분하게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템플 스테이 체험
体験

추천

취침
就寝

석식
夕食

동물성 단백질을 전혀 사용
하지 않는 사찰요리

18:00

사경 
写経

석식 후에는 사경에 도전. 심신이 안정되
는 순간

16:00

아지칸
阿字観

가부좌를 틀고 명상체험. 
무념무상

8:00

아침 예불
朝の勤行

아침 일찍 일어나 선조를 공양
하는 근행을 체험

7:0022:00

DAY 1 DAY 2

Drive Course

3
일본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 중 한곳으로 여겨지는 고야산부터 역동적인 풍경이 매력
적인 오이시 고원을 둘러보는 드라이브 코스. 비단을 수놓은 듯 산을 물들이는 단풍과 
제철 과일을 즐겨보세요. 

11DAY

 템플 스테이 체험

고야산
高野山

Stay
15:00

사례

10:30

12:00

205 632 265*35

니우쓰히메 신사
丹生都比売神社

세워진 지 1,700년이 넘는 오래된 신사로 세계유산으로 등록되
어 있습니다. 고보 대사를 고야산으로 이끌었으며, 신사 소유의 
영지를 기부했다고 전해지는 니우쓰히메를 모시고 있습니다.

종일  무휴 

무료  0736-26-0102  있음

 Katsuragi Nishi IC에서 25분

P.21 A-1MAP

205 459 086*63

단조가란은 고보대사가 고야산에서 처음 열었던 중요한 장소. 
곤폰다이토를 비롯하여 곤도 등 19개의 당과 탑이 있습니다. 가
을이면 단풍이 단상을 화려하게 수놓아 찾는 이들의 눈길을 사
로잡습니다.

곤폰다이토, 곤도 8:30~17:00  무휴 

곤폰다이토 200엔, 곤도 200엔  0736-56-3215  있음

 Katsuragi Nishi IC에서 40분

P.21 B-1MAP

단조가란
壇上伽藍2

1

+
+
구마노

유아사

고야산

 아리다 / 히다카

08



일본산 밀과 천연 효모, 오이시 고원의 
용천수로 만든 빵으로 고원에서 점심
은 어떠세요? 소프트 크림도 있습니
다. 

오이시 고원 주변 
맛집
生石高原周辺のおいしいもの

추천

다. 

니우쓰히메 신사1

Wakayama IC

단조가란2

11111111DAY

17km/32분

오이시 고원  
(산의 집 오이시)3

아리다 거봉 마을4

20km/27분

22km/31분

51km/77분

42km/43분

22222222DAY

고야산 
(템플 스테이)Stay

아리다Stay

Start

고야 류진 스카이라인을 달려 오이시 고원으로. 가을에는 단풍이 아
름답습니다.

146 503 612*71

아리다 거봉 마을에는 포도 따기 체험이 가능한 농원
이 20곳 이상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제철을 맞은
거봉은 알이 굵어지고 색도 진한 자색을 띄게 됩니다. 
매년 8월 20일 전후에는 오프닝 행사가 개최됩니다.

8월 상순~9월 하순, 8:00경~18:00경  

기간중 무휴  무제한 시식 코스 (농원에서 준비

한 포도에 한정) 1시간 어른 1,500엔, 초등학생 1,000

엔, 4세 이상 500엔  

0737-32-4484 (기간중)  있음

P.29 B-1MAP

10:00

14:30

146 684 190*16

360도 전망이 펼쳐지는 고원. 정상에서는 주위의 산줄기와 세토내해에 떠 있는 
아와지시마 섬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답지만, 특히 고원의 억새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오이시 고원(산의 집 오이시) 
生石高原

9:30~16:30 (산의 집 오이시)  기상 경보 발령 시, 연말연시 10일 정도  

무료  073-489-3586 (산의 집 오이시)  있음

 Arida IC에서 40분

P.47 B-1MAP

 Arida IC에서 40분

33

51km/77분22DAY

3

아리다 거봉 마을
有田巨峰村

4

고야산고야산

간사이 국제공항간사이 국제공항

유아사
아리다
히다카

유아사
아리다
히다카

와카야마 시

구마노

시라하마
스사미

구시모토
고자가와

Nachi Katsuura Shingu Road

Katsuragi Nishi IC

Hashimoto IC

Katsuragi Nishi IC

Hashimoto IC

Gobo Minami IC

Arida ICArida IC

Inami IC
Minabe IC

Gobo Minami IC

Inami IC
Minabe IC

Wakayama IC

Kainan IC

Wakayama
JCT

Iwade Negoro IC

Nanki Tanabe IC

Nanki Shirahama IC

Susami IC

Susami Minami IC

Kami Tonda IC

Nachi Katsuura IC

Shingu Minami IC

Wakayama IC

Kainan IC

Wakayama
JCT

Iwade Negoro IC

Nanki Tanabe IC

Nanki Shirahama IC

Susami IC

Susami Minami IC

Kami Tonda IC

Nachi Katsuura IC

Shingu Minami IC

1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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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노 혼구 타이샤 주변에는 유노미네, 가와유, 와타라세 3개의 온천이 있습니
다. '쓰보유'와 '센닌부로'를 비롯하여, 공중목욕탕과 노천탕 등 여러 가지 타입
이 있어 가볍게 당일치기로 즐길 수 있습니다.

구마노 혼구 온천향 
熊野本宮温泉郷

Drive Course

4
구마노고도와 관련된 산속 온천에서 해변의 시라하마 온천까지 '온천 순례'. 
다음날은 판다로 유명한 테마파크에서 하루를 만끽하는 코스.

유노미네 온천 원천의 온도는 90도로 지역 주
민은 달걀을 삶기도 합니다.

11DAY

구마노가와 강

다나베 시

유노미네 온천

센닌부로

구마노 혼구 타이샤

와타라세 온천

P.10

P.10

P.10

P.10

478 318 186*27

재난을 피하고, 집안의 번영을 기원
하는 부적과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기를 기원하는 삼족오(다리가 
셋인 까마귀) 부적

유노미네 온천
湯の峰温泉

478 256 785*28

6:00~22:00 (유노미네 온천 공중목욕탕)  

무휴  260엔, 약탕 390엔  

0735-42-0074  있음

와타라세 온천
渡瀬温泉

478 227 692*82

6:00~21:30 (와타라세 온천 대노천탕)

무휴  900엔  

0735-42-1185  있음

센닌부로
仙人風呂

12월~다음해 2월, 6:30~22:00  

기간 중 무휴 (악천후 시 휴무)   무휴  

0735-42-0735  있음

478 228 198*55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와카야마를 대표하는 명소. 혼구(本
宮), 신구(新宮), 나치(那智) 3곳의 성지를 구마노산잔이라
고 하며, 산으로 둘러싸인 구마노 혼구 타이샤는 구마노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첫 도달점입니다.

구마노 혼구 타이샤
熊野本宮大社

13:00

15:30

8:00~17:00, 보물전 9:00~16:00  보물전은 부정기 휴무  

무료  0735-42-0009  있음

 Nanki Tanabe IC에서 65분

P.10MAP

 Nanki Tanabe IC에서 65분P.10MAP

2

1

시라하마
스사미

구마노
+

온천향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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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노 혼구 타이샤1

Nanki Tanabe IC

구마노 혼구 온천향
(유노미네 온천)2

4.4km/8분

어드벤처 월드3
7.0km/15분

60.0km/75분

57km/70분

 

구마노 혼구 
온천향Stay

시라하마 온천Stay

184 015 005*74

어드벤처 월드
アドベンチャーワールド

동물과 직접 만날 수 있어 인기가 많은 테마파크. 특히 판다
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판다 러브는 인기가 높습니다.  사
파리 파크에서는 기린에게 간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린
월드 돌고래쇼도 놓치지 마세요.

9:30~17:00 (여름방학에는 야간 연

장)  부정기 휴무  

18세 이상 4,800엔, 중학생 3,800

엔, 4세~초등학생 2,800엔  

0570-06-4881 (내비 다이얼)  

있음

시라하마
白浜

Stay

시라하마 절경을 감상하며 해변 드라이브.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이어지
는 산단베키, 천 장의 돌 다다미를 깐 것 같은 센조지키, 엔게츠도로 가는 
길에서 보는 석양의 아름다움을 즐겨보세요.

시라하마의 절경

절경

 추천

2222222222DAY

인기 있는 판다 모양의 고기만두, 펭귄 팥빵
과 백곰 커스터드가 새롭게 등장 

 Nanki Shirahama IC에서 15분

P.39 B-3MAP

18:00

17:00

33

60.0km/75분22DAY

11111111DAY

Start

10:00

높이 50미터에 달하는 주상절리 
암벽이 2킬로에 걸쳐 이어집니다. 
바위에 파도가 부딪히는 광경 또한 
역동적입니다.

3

11

간사이 국제공항간사이 국제공항

고야산

와카야마 시

유아사
아리다
히다카

구마노

Nachi Katsuura Shingu Road

구마노

Nachi Katsuura Shingu Road

구시모토
고자가와

시라하마
스사미
시라하마
스사미

Katsuragi Nishi IC

Hashimoto IC
Wakayama

JCT
Iwade Negoro IC

Wakayama IC

Kainan IC

Arida IC

Gobo Minami IC

Inami IC

Minabe IC

Katsuragi Nishi IC

Hashimoto IC
Wakayama

JCT
Iwade Negoro IC

Wakayama IC

Kainan IC

Arida IC

Gobo Minami IC

Inami IC

Minabe IC Nanki Tanabe IC

Nachi Katsuura IC

Shingu Minami IC

Nanki Tanabe IC

Nachi Katsuura IC

Shingu Minami IC

Nanki Shirahama IC

Susami IC
Susami Minami IC

Kami Tonda IC

Nanki Shirahama IC

Susami IC
Susami Minami IC

Kami Tonda IC

1

3

2



자연 속에서

구마노가와 강에서는 신나는 액티비티와 크루즈로 하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이지에서는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돌고래와 고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워터 제트선에서 아름다운 

협곡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더 즐겁고 활기차게 !

신나는 
급류 래프팅 

액티브액티브

구마노

478 238 279*15

도로쿄 유람 (워터 제트선)

기타야마 강 상류 31km에 달하는 협곡 '도로쿄'. 그중에서도
'도로핫쵸'의 풍경이 장관입니다.

瀞峡めぐりの里 熊野川 (ウォータージェット船)

9:30~14:30 (1일 6편)  무휴  왕복 3,500엔  

0735-44-0331 (구마노관광개발)  있음

 Shingu Minami IC에서 30분P.13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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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좋은 커피와 함께 

여행지에서 독서를

폐교가 된 구 구주초등학교 건물을 리뉴얼한 카
페. 점주 취향의 서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
다.

북 카페 구주
ブックカフェ クジュウ

신구 시

기타야마 강

도로쿄 유람 (워터 제트선)

북 카페 구주

미치노에키 오쿠토로

기타야마 촌 관광센터

오쿠토로 공원

P.12

P.13

P.50

P.13

P.13

일본에서 뗏목 래프팅 

체험이 가능한 곳은 이곳뿐

이런 곳에 서점이 ?

오쿠토로 공원 캠프장에는 방갈로와 온천이 
있고, 당일치기 바비큐도 가능합니다.

힐링힐링

물보라를 맞으며 즐기
는 뗏목 래프팅 

478 417 292*47

11:00~18:00  화요일~목요일    자가 재배 커피 400엔 / 가토 쇼콜라 450엔  

0735-30-4862  있음

 Shingu Minami IC에서 35분P.13MAP

542 068 358*60

기타야마 촌 관광센터

래프팅, 오쿠토로 공원 캠프장, 온천 이용은 기타야마 촌
관광센터로 문의하십시오.

北山村観光センター

9:00~17:00  무휴  

0735-49-2324  있음

 Shingu Minami IC에서 55분

P.13MAP

도로쿄 지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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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에서 펼쳐지는 
두근거리는 체험

고래

돌고래

다이지에서

돌고래,고래와함께즐거운시간을!

324 653 742*25
다이지 정립(町立) 고래 
박물관

여름에는 해수욕장에서 고래와 함께 수영할 수 있으며,  
돌고래나 고래에게 물고기를 주는 '먹이주기 체험'도 인
기가 있습니다. 크게 입을 벌린 모습에 놀랄지도 몰라요. 

太地町立くじらの博物館

8:30~17:00  무휴  고래 박물관, 다이지 구지라하

마 공원 공통입장권 어른 1,500엔, 초·중생 800엔, 

체험 플랜(별도요금) 먹이주기 체험 300엔 (9:00~

15:30), 돌고래 트레이너 체험 1,000엔

(예약 필수, 집합 시간 13:00)  

0735-59-2400  있음

 Ichiya(Taiji)IC에서 10분P.15 B-2MAP

324 652 413*75
돌핀 리조트

'돌핀 스윔'에서 돌고래 지느러미를 잡고 수영하는 꿈같
은 체험을 해보세요. '먹이주기 체험'에서는 돌고래의 볼
에 뽀뽀할 수 있습니다.

ドルフィンリゾート

9:00~17:00 (예약필수)  부정기  

입장료 중학생 이상 200엔, 4세 이상 100엔/체험 플랜(입장료 포함) 먹이주기 체험 

1,000엔, 돌핀 스윔 중학생 이상 10,300엔, 5세 이상 8,200엔 

0735-59-3952  있음
 Ichiya(Taiji)IC에서 5분

P.15 A-2MAP

돌고래나 

고래를 만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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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노가와 강

나치 가쓰우라 정

신구

신구 시

기호 정

기이 가쓰우라기이 가쓰우라

다이지 정

Shingu MInami

Nachi Katsuura

구마노 하야타마 타이샤

다이지 정립(町立) 
고래 박물관

가쓰우라 온천

구마노 나치 타이샤

가메하치야

보다이

가쓰라기

야키니쿠 다이닝 가즈

돌핀 리조트

가미쿠라 신사

 가쓰우라
 항 니기와이 시장

야키니쿠 
히게

P.14

P.6

P.7

P.15

P.17

P.17

P.17

P.14

P.7

P.16

P.16

AA

11

22

BB

AA BB

11

22

Buy
MUST

가메하치야 亀八屋

데쓰멘모찌가 명물. 구마노산잔 참
배 도중 한 승려가 다이지에 들러 제
조법을 전했다고 합니다. 쌀가루와 
홋카이도산 팥으로 정성껏 만든 모
찌는 소박한 맛으로 매진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8:30~판매종료 상황에 

따라 영업 종료  

수, 금, 일요일  

데쓰멘모찌 1개 120엔  

0735-59-2258  

있음

324 623 351*75

P.15 B-2MAP

ボイジャービール

보이저 맥주
(VOYAGER BREWING Co.)

184 223 863*10

크래프트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 2
층의 프리 스페이스에서 공장을 둘
러볼 수 있으며, 탭 룸에서는 갓 만
든 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맥주의 
브랜드명은 NASA 우주탐사선의 이
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9:00~18:00  

화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   코퍼 (COPPER) 

390엔 / 골드(GOLD) 390엔 

/ IPA (아이피에이) 430엔   

0739-34-3305  있음

 Nanki Tanabe IC에서 5분P.25MAP

  Ichiya(Taiji)IC에서 10분

615 600 512*23
네무노키 식당

세계유산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
길'로 등록된 나카헤치 코스에 있는
오래된 집을 이용한 카페. 지역의 식재
료로 만든 런치는 대표 메뉴 4종류와
'오늘의 정식'이 있습니다.

ねむの木食堂

11:00~17:00  

수요일, 둘째, 넷째 화요일  

갓 소보루 덮밥과 튀김정식 1,320엔/

스사미산 이노부타 치즈돈가스  1,320엔

0739-64-1400  있음

 Nanki Tanabe IC에서 25분

P.25MAP

구마노 P.15MAP

구마노는 대자연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지역입니다. 자연이 만든 절경과 온천, 특별한 액
티비티, 참치와 구마노 와규 등 와카야마를 즐겨보세요.

간사이공항 구마노 혼구 타이샤 기타야마촌다나베 (Nanki Tanabe IC) 70분 40분80분 

간사이공항 구마노 혼구 타이샤 신구다나베 (Nanki Tanabe IC) 70분 40분80분

간사이공항 다이지 나치 가쓰우라 신구다나베 (Nanki Tanabe IC) 90분 15분 25분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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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63 836*84
야키니쿠 히게
焼肉ひげ

목장에서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구매한 와카야마현 브랜드 소고기 
'구마노 규'는 육질이 촘촘하며 감칠맛이 나고, 구우면 고소한 향이 
납니다. 창업 45년 된 가게의 오리지널 소스가 고기와 잘 어울립니
다.

11:30~14:00, 17:00~22:00  화요일 (공휴일의 경우 대체휴일 있

음)  갈비살 1,600엔 등  

0735-21-3488  있음

 Shingu Minami IC에서 20분P.15 A-1MAP

324 743 708*16
가쓰우라 항 니기와이 시장
勝浦漁港にぎわい市場

 Nachi Katsuura IC에서 20분P.15 A-2MAP

생참치와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푸드코트와 해산물과 와카야
마 명물을 판매하는 직판 코너가 있습니다. 참치 해체쇼는 매일 열리며, 구
매도 가능합니다.

8:00~16:00 (푸드 코트 ~15:00)  화요일  

0735-29-3500  있음

신선한 참치를 먹을 수 있는 가쓰우라
일본 최대의 생참치 어획량을 자랑하는 가쓰우라항에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가 가능한 '니기와이
시장' 오픈. 

당일 항구에서 경매한 참치를 해체하는 니기와이 시장 명물 참
치 해체쇼가 이벤트 코너에서 매일 개최됩니다. 

참치 해체쇼 まぐろ解体ショー

부드럽고 쫄깃한 날개다랑
어의 매력을 즐겨보세요

모치빈쵸 아쓰기리동
(두껍게 썰어 올린 
날개다랑어 덮밥)　

1,200엔
モチ備長厚切り丼

참치 대뱃살, 중뱃살, 
황새치 등 맛을 비교하
며 즐겨보세요.

초밥 
8개 세트 
2,980엔

まぐろ8貫セット

갓 튀긴 참치를 타르타르
소스, 산초와 함께 드셔
보세요.

자연산 참치 
빅 구시카쓰 

500엔
天然まぐろ ビッグ串カツ

16



구마노 

324 743 885*01
야키니쿠 다이닝 가즈
焼肉ダイニング和

상점가 안에 있는 정육점 직영 가게로 주말이면 가족 손님이 많습
니다. 저렴한 메뉴부터 엄선한 구마노 규까지 여러 가지 메뉴가 있
습니다.

17:00~21:30 (날마다 변동)  목요일  특선 와규 1인분 1,600

엔~/고베 비프 1인분 1,000엔~ 

0735-52-2458  있음

 Nachi Katsuura IC에서 20분P.15 A-2MAP

324 773 050*63

가쓰라기 桂城

 Nachi Katsuura IC에서 20분

P.15 B-2MAP

참치의 본고장 가쓰우라에서 다양한 참치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생
선회, 참치 가스, 조림, 철판구이, 된장국 등이 세트로 구성된 참치 정식
과 참치 가마살 소금구이 등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11:30~13:40, 17:00~21:30  

월요일, 4번째 일요일  

참치 정식 1,600엔 / 참치 가마살 

소금구이 800엔 ~   

0735-52-1845  있음

324 743 881*76
보다이
母大

 Nachi Katsuura IC에서 20분

P.15 B-2MAP

기이 가쓰우라역 바로 앞에 있으며, 카페 같은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습니다. 제철 해산
물과 지역산 채소를 재료로 한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11:00~13:30 (라스트 오더),  17:00~22:00 

(라스트 오더)  화요일  참치가스 정식 1,500

엔 / 생참치 회 정식 1,600엔  

0735-52-0039  있음

17

 
구
마
노



세계유산 고야산은 1,2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불교의 성지입니다.　
고야산에서 역사 산책, 수행 체험은 어떠세요.

 ‘성지’ 고야산에서 심신이 차분해지고 
안정되는 경험을 해보세요.

고야산은 산 전체가 하나의 절이자 경내지로 '일산경내지(一山境内地)'라고 불립니다. 2대 성지인 단조가란과 

신비로운 오쿠노인을 비롯하여 곳곳에 볼만한 유적들이 많습니다.

오쿠노인 奥之院

205 462 505*88

곤고부지 金剛峯寺

고야산에 있는 117개 사찰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곳으로 넓은 경내에는 고
야산 최대 규모의 주전, 맹장지 그림이 멋진 별전 외 운해 속을 헤엄치는 두 
마리 용을 형상화한 반류테이가 있습니다.

205 460 162*87

지금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고보 
대사의 사당이 있는 오쿠노인은 고보 대사 신앙의 최대 성
지입니다. 수백 년 된 삼나무들 속에 20만 기가 넘는 묘비
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성지를 탐방하다

8:30~16:30  무휴  참배 자유

0736-56-2002  있음

 Katsuragi Nishi IC에서 45분

P.21 C-1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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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칸은 밀교에서의 명상법으로 사찰에서는 아침의 맑은 공

기 속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좌선을 하고, 눈을 감고 차분히 

명상하는 시간은 귀중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등불이 켜진 절의 경내, 장엄한 분위기 속 승

려의 독경 소리가 울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

나서 참가해 보세요.

고마란 밀교에 전해오는 비법으로 불 속에 깃들어 있다고 알려

진 부동명왕을 불러 기도하는 의식입니다. 고보 대사가 당나라

의 밀교승려였던 게이카아자리에게 배운 밀교의 중요한 수행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경은 불교의 경전을 옮겨 적는 수행으로 부처

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행하였습니다. 소원

을 담아 정성스럽게 옮겨 적으면 소원이 이루어

질지도 모릅니다.

아
지
칸

고
마
 기
도

아
침
 예
불

사
경

단조가란
壇上伽藍

자세히  P.8

C a f e  T i m e

8:30~17:00 

무휴  

경내 자유, 당내 500엔 

0736-56-2011 

있음

 Katsuragi Nishi IC에서 40분

P.21 B-1MAP

본온샤
梵恩舎

205 461 120*72

오래된 민가를 개조한 가게. 지역산 채소를 듬뿍 사용한 
이탈리아와 프랑스 가정 요리, 베지테리언 런치가 인기입
니다. 직접 만든 케이크도 추천합니다.

7:00~17:00  월요일, 화요일 (동절기는 부정기)

베지테리언 런치 1,000엔 / 오늘의 케이크 300엔  

0736-56-5535  있음

 Katsuragi Nishi IC에서 45분

P.21 C-1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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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이 가득한
가쓰라기 정에 가자!
가쓰라기 정에서는 일 년 내내 다양한 과일 수확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중 간식으로 와카야마 과일은 어떠세요?

무제한 시식 코스(30분) 초등학생 이상 2,000엔, 4~5세 
1,000엔

무제한 시식 코스 중학생 이상 1,200엔~, 유치원·초등학생 
700엔

수확품은 본인이 구입합니다. 1kg까지 1,000엔, 1kg이 넘을 경
우 1kg당 700엔, 무한리필 1,000엔, 초등학생 이하 500엔

중학생 이상 500엔, 유치원·초등학생 300엔 (입장료)

카페는 넓은 과수원 안에 있습니다. 제철 과일 파르페와 딸기 파르페

따 놓은 과일 무제한 시식 코스 1인 2,000엔(복숭아 2개 선물 
포함)

무제한 시식 코스 중학생 이상 800엔~, 유치원·초등학생 500
엔

* 과일 수확 요금은 농원 마다 다릅니다. 가져가실 과일에는 별도 요금이 발생합니다

토마토
 5월 하순~10월 중순

감
10월 하순~12월 상순

밤
9월 중순~10월 상순

포도
8월 초순~9월 하순

딸기
2월 상순~4월 하순

복숭아
6월 하순~8월 중순

20

Cafe

가세다

니시
카세다

나테

구도야마·사나다 뮤지엄

간논야마 후르츠 팔러

가쓰라기 정의
유명한 관광 농원

나야마 농원

P.55

P.20

P.20

P.55

観音山フルーツパーラー

간논야마 후르츠 팔러
106 169 041*65

감귤류를 재배하는 과수원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제철 과일을 듬뿍 올린 파르페
를 즐겨보세요.

과수원 안에서 과일을 쌓아 올린 명물 파르페를!

10:00~17:00  연말 연시  

제철 과일 파르페 1490엔 / 딸기 파르페 

1690엔  

0736-74-3331  있음

P.20MAP

 Kinokawa HigashiIC에서 3분

かつらぎ町の各観光農園

감의 산지로 유명한 가쓰라기 정은 다른 여러 과일의 산지로도 알려
져 있습니다. 딸기, 포도, 복숭아, 귤, 배, 토마토, 매실, 밤 등 수확
체험이 가능한 과일의 종류가 많고, 마음껏 먹어볼 수 있는 프로그
램도 있습니다.

일 년 내내 과일 수확이 가능한 과일의 마을

가쓰라기 정의 유명한 관광 농원

문의  가쓰라기 정 사무소

가쓰라기 지도



전국시대(15세기 말~16세기 말)의 유명한 무장 사나다 유키
무라와 사나다 가문 3대의 구도야마 생활을 패널 전시와 드
라마 형식의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갑옷과 투구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九度山・真田ミュージアム

9:00~16:30 (폐관 17:00)  월, 화요일 (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휴무)  500엔, 초중학생, 250엔  0736-54-2727  

있음 (공영주차장 이용)

205 727 555*27
구도야마·사나다 뮤지엄

205 786 262*40
가나자와 쥬오켄

찹쌀떡과 양갱, 도라야키 등 화과자를 옛날 그대로의 방법으
로 만드는 가게. 전통 화과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체
험 후에는 직접 만든 화과자를 녹차와 함께 맛볼 수 있습니
다.

金澤寿翁軒

8:00~19:00  무휴 딸기 찹쌀떡 1,944엔 (10개입) / 체

험료 3,500엔~  0736-42-2011  있음

 Koyaguchi IC에서 5분P.21 A-1MAP

P.21 A-1MAP

 Koyaguchi IC에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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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야산 P.21MAP

고보 대사 구카이가 조성한 산 정상의 성지, 고야산. 고야산 주변에서 과일 수확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고야산과 과일 수확 체험을 함께 즐겨보세요.  

구도야마 정

하시모토 시

하시모토하시모토

고
야
구
치

난카
이 
고야
선

Koyaguchi

Hashimoto

구도야마

미치노에키 
가키노사토 
구도야마

가나자와
 쥬오켄
가나자와
 쥬오켄

니우쓰히메 
신사
니우쓰히메 
신사

구도야마·
사나다 뮤지엄
구도야마·
사나다 뮤지엄

구와라쿠 감잎 초밥

오야쓰노 지칸 
카페 스타일

시코안

P.50

P.21

P.8

P.21P.21

P.22

P.23

P.53

AA

11

AA

11

후쿠치인

고야산 레이호칸
미로쿠이시혼포 가사쿠니

하나비시

중앙식당 산보

고야산 다이시도본온샤

하마다야

곤고부지

단조가란

오쿠노인

후젠

P.23

P.22

P.22

P.23P.19

P.23

P.18

P.8

P.18
P.23

BB

11

CC

BB CC

11

간사이공항 고야산가쓰라기 (Katsuragi Nishi IC) 25분40분

간사이공항 구도야마 고야산하시모토 (Koyaguchi IC) 10분 40분45분



205 460 143*51
하나비시
고야산 중앙, 오다와라 거리에 있는 유명한 가게. 승려들이 수행하는 과정에
서 만들어진 고야산 사찰요리를 계절에 맞춰 다채롭게 차려냅니다. 직접 만
든 참깨 두부의 부드러움을 느껴보세요. 

花菱

205 727 349*07
구와라쿠 감잎 초밥

감의 고장 구도야마에 있는 감나무 잎 초밥 전문점. 예로부터 약효가 있
다고 전해지는 감나무 잎으로 감싼 초밥으로 고등어, 연어, 표고버섯, 도
미 등을 이용한 초밥이 있습니다.

九和楽柿の葉寿司

8:00~매진까지  월요일 (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3종 세트(고등어·연어·표고버섯) 1,250엔·1,290엔  

0736-54-2600  있음

P.21 A-1MAP

 Koyaguchi IC에서 5분

11:00~18:00 (예약 필요)  부정기, 8월, 11월은 휴무 없음   

요류젠 5,400엔    0736-56-2236  있음

P.21 C-1MAP  Katsuragi Nishi IC에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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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460 230*80
중앙식당 산보

오픈한지 80년이 넘은 식당. 고야산 사찰에 제공해온 사찰요
리를 바탕으로 만든 창작 요리가 추천 메뉴입니다. 지역의 곡물
과 채소를 사용한 정성이 담긴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中央食堂さんぽう

11:00~16:30 (재료 소진 시 영업 종료)

부정기  

정진요리 도시락 2,200엔 / 아와후덴가쿠 도시락 1,700엔  

0736-56-2345  있음

P.21 C-1MAP  Katsuragi Nishi IC에서 40분

고야산



205 430 895*34
하마다야

메이지 시대(1868년~1913년)에 창업한 노
포. 고야산의 물과 겉껍질을 벗겨낸 참깨, 
요시노산 칡을 사용해 만든 참깨 두부는 고
소하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
러운 식감의 참깨 두부는 디저트로도 좋습
니다.

濱田屋

9:00~17:00  부정기  참깨두부(사

각형) 1,600엔  0736-56-2343  있음

P.21 B-1MAP

 Katsuragi Nishi IC에서 40분

향을 제조, 판매하는 점포. 많은 종류의 향 중 마음에 드는 향을 골라보
세요. 심신을 맑게 하는 향이 들어있는 '향주머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야산 다이시도
高野山大師堂

9:00~17:00  월요일 (성수기와 무휴)  

향주머니  1개 1,100엔  0736-56-3912  없음

P.21 C-1MAP  Katsuragi Nishi IC에서 45분

205 461 1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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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야쓰노 지칸 
카페 스타일
おやつの時間カフェスタイル

205 728 422*00

지은지 90여 년 된 료칸을 카페로 개조하여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사용
한 '구도야마 런치(매주 메뉴가 바뀜)', 지역에
서 만든 두유와 특산품 감으로 만든 시럽과 함
께 먹는 '사나다 푸딩'이 인기입니다. 

11:00~16:00  부정기  구도야마 런치 1,180엔  090-8446-8208  

있음 (공영주차장 이용) P.21 A-1MAP  Koyaguchi IC에서 10분

麩善

사찰요리에 빠지지 않는 밀개떡을 
약 200년 동안 만들어 온 노포. 선
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사사마키 안
부'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채취한 
조릿대 잎으로 감싸 풍부한 맛을 느
낄 수 있습니다.

9:00~17:00  

월요일 (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사사마키 안부 1개 150엔 

 0736-56-2537  

있음

P.21 B-1MAP

 Katsuragi Nishi IC에서 40분

후젠
205 460 462*13

みろく石本舗 かさ國

오다와리 거리 대로변에 있는 노포. '미로쿠이시'라고 쓰여있는 큰 간판
이 인상적입니다. 오쿠노인에 있는 유명한 돌에서 이름을 딴 명과 '미로
쿠이시'는 행운을 가져오는 선물로 인기가 많습니다. 

8:00~18:00  부정기  미로쿠이시 10개 1,100엔 / 구루미 모찌 120

엔  0736-56-2327  있음

P.21 C-1MAP  Katsuragi Nishi IC에서 45분

미로쿠이시혼포 가사쿠니
205 460 117*45

Buy
MUST



有田川鉄道公園

아리다가와 
철도 공원

146 524 411*33

실제로 운행했던 증기기관차와 열차가 전시
되어 있고, 승차 체험도 가능합니다. 철도 교
류관에는 아리다 철도와 JR 기세 본선을 재현
한 아리다가와 정의 디오라마가 전시되어있으
며 운전이 가능합니다. 

10:00~16:30 (폐관 17:00) 

수, 목요일 (공휴일의 경우 개관)  

어른 200엔, 초, 중학생 100엔  

0737-52-8710  있음

P.29 B-1MAP

 Arida IC에서 10분

유아사
아리다
히다카

아라기지마&자오바시
あらぎ島と蔵王橋

아라기지마는 ‘섬’이 아닌 ‘논’. 녹색 융단을 깔아 놓은 듯한 여름, 황금색 논이 빛나는 가을, 그리고 눈이 쌓인 겨울의 모습 등
각 계절마다 아름다운 경치를 뽐냅니다. 또 하나의 절경인 자오바시는 약 160m의 현수교로 해외 영화배우도 방문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화제의 지역 
아리다&미나베를 

관광객을 매료시키는 와카야마의 절경 스폿만끽!

田舎カフェかんじゃ

이나카 카페 간쟈
527 637 541*28

'느긋하게 온화한 분위기를 즐기기 바란다'는 주인
의 바람이 담긴 카페.
아리다가와의 산초와 지역산 재료를 사용한 메뉴
가 매력적입니다.

Cafe

11:00~17:00  월 ~ 금요

일 (공휴일은 영업)  파운드 

케이크 (산초) 350엔, 페페론치

노 (샐러드, 요구르트 포함) 

1,000엔  0737-25-1315  

있음

 Arida IC에서 60분

아라기지마
あらぎ島

527 605 802*70

  0737-22-4506 

(아리다가와 정 상공관광과)

 Arida IC에서 60분

자오바시
蔵王橋

527 600 857*61

  0737-22-4506 

(아리다가와 정 상공관광과)

 Arida IC에서 50분

P.29 B-1MAP

P.29 B-1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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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be
기제쓰쿄미나베 바이린

혼마몬 후루사토 산지직판장

미치노에키 기슈 
빈쵸탄 기념 공원

Café 
de Manma

기슈 우메보시칸

보이저 맥주
 (VOYAGER BREWING Co.)

네무노키 식당

meguru
 산 위의 작은 양과자점

P.25

P.29

P.51P.25

P.25

P.15

P.15

P.54

일본 최대의 매실 산지에서 매실 요리를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해보세요.
미나베 정은 매실 중 최고 품종인 난코 매실로 유명하며, 우메보시(매실 장아찌)의 생산량이 일본 최고입니다.
와카야마 매실로 오리지널 매실 제품을 만들어 보세요.

紀州梅干館

기슈 우메보시칸
184 367 268*76

제조회사 직판장인 이곳에는 우메보시(매
실 장아찌)와 매실주, 매실잼 등 다양한 종
류의 매실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8:30~17:00 무휴 (공장 견학은 토요

일 부정기 휴무, 일요일, 공휴일 뮤휴)  견

학 무료  0739-72-2151 

있음

P.25MAP

기슈 난코 매실을 듬뿍 사용해 풍미가 깊은 세 가지 매실주를 만들어 
보세요. 만든 매실주는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매실주 만들기 체험

カフェドマンマ

Café de Manma
184 309 312*80

잔잔한 미나베의 바다를 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경관 좋은
카페 레스토랑. 난코 매실을 토
핑한 피자 등 매실 풍미가 가득
한 요리와 오리지널 디저트가
인기.

Cafe

10:00~16:30 (라스트 오더), 토, 일, 공휴일 

9:00~, 런치 11:00~15:00  

수요일 (공휴일의 경우 영업)  

파스타 런치 1,200엔   

0739-72-2361   있음

P.25MAP

 Minabe IC에서 5분

 Minabe IC에서 5분

南部梅林

미나베 바이린
184 400 565*32

'한눈에 백만 그루의 매화나무가, 그 향기는 10리까지(一目百万、香り十
里)'로 유명한 일본 최대의 매화나무숲입니다. 꽃이 필 무렵, 매실 향기
가득한 이곳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1월 하순~3월 상순 8:00~17:00  기간 중 무휴  300엔   

0739-74-8787 (미나베 관광협회)   있음

P.25MAP

 Minabe IC에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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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스포츠를
즐기자

낚시

카약

가족들과 함께 
가볍게 낚시를 즐겨보세요.

뗏목과 선창에서 일 년 내내
전갱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와 어린이도 쉽게 잡을 수 있어요!

302 731 474*28
유라 바다 낚시 공원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 파도가 잔잔해서 겨울
에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해상 낚시터도 있는 드문 형식의
낚시 공원입니다. 전갱이, 감성돔, 그리고 일 년 내내 보
리멸을 잡을 수 있습니다.

由良海釣り公園

6:00~18:00（6월~8월 5:00~, 11월~다음해 3월

7:00~17:00）  목요일 (공휴일 제외), 연말연시, 악천후 

시  어른 1,650엔, 6~15세 1,100엔  0738-65-3263  

있음

 Hirogawa IC에서 20분

P.29 A-2MAP

무인도 가루모지마를 향해 패들링자연이 만든 터널을 빠져나갑니다.

터널 안에는 신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146 424 775*37
스하라 시사이드 하우스

すはらシーサイドハウス

바다 카약의 목적지는 유아사만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 가루모
지마 섬. 스노클링으로 물고기 떼를 쫓아다니다가 느긋하게 런
치 타임을 즐겨보세요.

9:00~18:00  12월1일~3월말  온천 포함 1일 만끽 코스 중학생 이상 11,000

엔 (바다 카약, 가이드료, 도시락, 온천 입장료. 주차요금, 보험료 포함)  

0737-63-6550  있음
 Yuasa IC에서 10분

P.29 A-1MAP

소중한 가족인 애완동물과 함께 바다로!

무인도 체험을 떠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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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개의 계단을 세어보며 
올라가자!

색과 향, 흔들리는 빛을 즐기면서 걷다보면, 이윽고 전망대로 향하는
급한 계단이 나타납니다. 계단을 다 올라 전망대에 도착하면, 등나무
꽃 산책길과 함께 와카야마 현에서도 큰 규모로 손꼽히는 쓰바키야
마 댐이 보입니다. 급한 계단을 오르기 힘든 분, 체력에 자신이 없는
분, 또는 고령자분들을 위하여 전망대까지 별도 루트도 있습니다. 느
긋하게 등나무 꽃을 감상하면서 완만한 산길을 즐겨 보세요.

미야마 마을 후지마쓰리

【주소】와카야마 현 히다카 군 히다카

가와 정 오아자 우부유가와 202  

4월 중순~5월 초순  

어른 500엔, 초, 중학생 200엔

0738-57-0180 (후지마쓰리 실행위

원회 사무국)

 Arida IC에서 55분

2
항산화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등나무

등나무 꽃은 4월 하순에서 5월에 걸쳐 피
어납니다. 보라색, 흰색, 핑크색 꽃봉오리
가 가득한 등나무 터널에서는 새콤달콤한 
향이 가득합니다. 꽃봉오리가 바람에 흔들
리면 발끝으로 쏟아지는 햇빛이 흔들려 빛
으로 샤워를 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 시기
에 맞추어 '미야마 마을 후지마쓰리'가 개
최되며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겹겹이 수놓은 듯한 고운
빛의 산들이 이어지는
등나무 꽃 산책길

일본인이 사랑하는 꽃 중 하나인 등나무 꽃. 히
다카가와 정에 있는 등나무 꽃 산책길은 인기
있는 등나무 꽃 명소입니다. 길이는 1,646m,
고저차는 96m나 되며, 전망대에서 보이는 산
위로 끝없이 펼쳐진 등나무 꽃은 마치 꿈틀대
는 용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미야마 마을에는 일본에서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하는 등나무 꽃 산책길이 있습니다. 

등나무의 향기를 따라 전망대까지 걸어가

면 쓰바키야마 댐이 보이는 경치가 펼쳐집

니다. 

일본에서 제일 긴

등나무 꽃 산책길

큰 소리로 외치면 

가슴속이 시원

쓰바키야마 댐 호반의 경치

쓰바키야마 댐 전망대에 가자!



유아사 | 아리다 | 히다카 P.29MAP

간장과 와사비, 매실 등 일본 음식문화의 진수를 즐길 수 있으며 그림같이 아름다운 풍경
도 즐길 수 있습니다. 와카야마의 깊은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싱싱한 잔멸치를 이용한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식당. 와카야
마의 특산품 유아사 간장, 아리다 귤의 꿀과 기슈의 매실 장
아찌로 만든 소스가 잔멸치와 잘 어울립니다.

11:00~14:00, 17:00~20:00  

부정기 (낮 시간은 휴무)

생 잔멸치 덮밥 1,100엔  

0737-62-2667  있음

P.29 A-1MAP  Yuasa IC에서 5분

146 396 383*67
가도야 식당かどや食堂

간사이공항 유아사 (Yuasa IC)아리다 (Arida Minami IC) 5분50분

간사이공항 히다카 (Kawabe IC)60분

간사이공항 미나베 (Minabe IC)75분

28

302 580 844*16
갓포 미사키
割烹 岬

‘미사키 료칸’ 1층에 있는 식당. 와카야마 특산 다금바리를 
이용한 회, 소금구이, 초밥, 와인 찜, 전골, 튀김 등을 즐길 수 
있는 코스 요리와 덮밥, 정식 등 간단한 요리도 즐길 수 있습
니다.

11:00~20:00  화요일  풀코스 12,900엔

0738-64-2975  있음

 Yuasa IC에서 35분P.29 A-2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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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田久助吟製

송나라로부터 전해진 제조법으로 만든 긴잔지 
미소. 쌀, 콩, 보리를 쪄서 누룩과 혼합한 후 오
이, 가지, 생강 등 각종 채소와 함께 숙성해 먹는 
긴잔지 미소는 조미료로 사용되기보다는 그대
로 반찬으로 먹습니다.

9:00~18:00  부정기 

긴잔지 미소 300g 690엔~

0737-62-2623  있음

오타 큐스케 긴세 미소 공장
146 426 070*68

P.29 A-1MAP  Yuasa IC에서 5분

ほんまもんふるさと産地直売所

혼마몬 후루사토 
산지직판장

184 369 585*46

527 576 501*48
산채요리 아카다마

이 지역의 향토요리인 ‘와사비 초밥’이 대표 메뉴. 와사비 잎으로
감싼 와사비 초밥은 시메사바(고등어 초절임), 은어조림, 와사비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장도 가능합니다.

山菜料理 赤玉

11:00~14:00, 17:00~21:00  수요일 (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와사비 초밥 정식 1,200엔  0737-25-0371  있음

 Arida IC에서 60분P.29 B-1MAP

JA(농업협동조합) 기슈의 직판장. 특산 우메보시
(매실 장아찌)는 물론, 우메보시를 달콤한 디저
트로 만든 ‘토마토 매실 tomato- ume’ 등 다양
한 종류의 우메보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9:00~18:00  무휴  

토마토 매실 tomato-ume 1,300엔  

0739-72-1191  있음

P.25MAP

 Minabe IC에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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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 오시마를 즐기는
혼슈 최남단의 시오노미사키. 등대와 시오노미사키 관광 
타워에 오르면 푸른 태평양이 펼쳐집니다. 한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바다의 아름다움을 감상해보세요!

324 061 082*30
시오노미사키
潮岬

낭떠러지에 세워진 새하얀 등대. 나선 계단을 올라 최상층에
서 태평양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1층에서는 등대 자료
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324 060 116*08
시오노미사키 등대
潮岬燈台

9:00~16:00（5~9월은~16:30）  무휴  200엔  

0735-62-0141  있음

 Susami Minami IC에서 35분P.33 A-2MAP

일출과 석양을 모두 볼 수 있는 

희귀한 장소

100년 동안 바다를 오가는

배들을 안내한 등대

1. 전망

난키 구마노에서 즐기는 

자연의 신비

3. 자연 체험

P.33 A-2MAP

구마노 지역의 형성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구마노 지역이 이루어진 
과정을 재현한 체험 장치와 프로젝션 매핑 등을 통해서 즐겁게 배울 수 있
습니다.

324 061 107*60
난키 구마노 지오 파크 센터
南紀熊野ジオパークセンター

9:00~17:00  연말연시  무료  

0735-67-7100  있음

 Susami Minami IC에서 35분

구시모토
고자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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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트렌드
시오노미사키에서 다리를 건너 기이 오시마로. 장대한 바다의 풍경, 맛있는 카페, 
세련된 아웃도어 리조트 등 오시마에는 하루종일 즐길 거리가 넘쳐납니다. 

푸른 숲 속에 나무로 지은 코티지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바
비큐 세트를 즐기고 난 후, 밤에는 노천탕에서 하늘에 가득한 별
을 바라보는 감동을 느껴보세요.

체크인 14:00~17:00, 체크아웃 7:00~10:00  무휴  

코티지 1동(2명) 7,000엔~ / 바비큐 셋트 1인분 3,500엔~ (예약

제, 필요한 도구, 식자재 포함)  0735-65-0840  있음

 Susami Minami IC에서 40분P.33 A-2MAP

324 131 833*48
난키 구시모토 리조트 
오시마
南紀串本リゾート大島

9:00~18:00 (카페 10:00~16:30 라스트오더)  월, 화요일(공휴일의 경우 영업)  

0735-65-0065  있음

 Susami Minami IC에서 35분P.33 A-2MAP

갓 구운 따뜻한 빵을 맛볼 수 있는 카페. 자가 
효모와 엄선한 재료로 구운 빵이 무려 50~60
종류나 된답니다. 잠시 휴식하기에 좋은 카페
입니다.

324 187 127*30
빵과 카페 nagi
パンとカフェナギ

코티지를 통째로 빌려 

기이 오시마의 

느긋하게 지내기

맛있는 빵집

2. 체험과 숙박

4. 맛있는 빵

알록달록 유리와 비즈를 붙여서 램프를 만드는 
체험. 테이블 램프. 캔들 홀더, 모자이크 코스터 
중에서 골라서 만들 수 있습니다.

10:00~17:00  무휴  

모자이크 코스터 2,100엔 (예약제)   

0735-65-0840

1시간~

나만의 
터키 램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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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239 383*44
구시모토 해중공원
串本海中公園

구시모토 바다의 산호초 풍경을 재현한 수족관으로 해중 전
망탑과 관광선으로 실제 바닷속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9:00~16:00 (개관 ~16:30)  무휴

어른 1,500엔, 초중학생 700엔, 3세이상 200엔

0735-62-1122  있음

 Susami Minami IC에서 20분P.33 A-2MAP

구시모토 바다 체험
구시모토 지역의 해양 생물을 볼 수 있는 수족관과 수중 관광선을 
통해서 람사르 조약에 등록된 아름다운 바다를 체험해보세요.

반잠수형 해중 관광선 
스테라마리스 호

테이블 산호 군락과 열대어를 글라스 보트를 통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반잠수형 관광선을 타고 바
닷속 탐험을 즐겨보세요.

9:00~15:00, 30분 마다 운항  

1,800엔(구시모토 해중공원 세트권 이용 가능)

半潜水型海中観光船
ステラマリス

칼럼

바다 카약, 카약 낚시 체험, 가시노자키의 풍경을 즐기는 산책 프
로그램이 있습니다.

324 215 664*15
비치 하우스 라판
ビーチハウスラパン

4~10월 9:00~17:00  수요일  

바다 카약 60분 중학생 이상 5,500엔, 5세 이상 4,500엔,

/ 피싱 카약 중학생 이상 3시간 2,700엔

090-3356-8305   있음

 Susami Minami IC에서 30분

P.33 A-2MAP

가족, 커플, 친구와 함께 카약을 타고 바다로!
シーカヤック

카약 위에서 느긋하게 즐기는 낚시
フィッシングカヤック

바다 카약 카약 낚시

25분

먹이를 주면 바다거북이 나타납니다.

200엔  (1일 25팀 선착순)

ウミガメの餌やり体験

작고 귀여운 아기 바다거북을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다. 

12:30~14:30 (일요일, 공휴일은~15:00)  무료

ウミガメタッチング

수심 6.3m의 바다는 산호와 열대어의 세계.

9:00~16:00 (폐관 16:30)  1,800엔(구시모토 해중

공원 세트권 이용 가능)

海中展望塔

바다거북 먹이주기 체험 바다거북 터치 해중전망탑5분 10분 70분

글라스 보트에서 보는 바다

산호초가 아름다운 바다로!

혼슈 최남단의 아웃도어 기지

구시모토 바다 체험
구시모토 지역의 해양 생물을 볼 수 있는 수족관과 수중 관광선을 
통해서 람사르 조약에 등록된 아름다운 바다를 체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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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모토 | 고자가와 P.33MAP

끝없는 수평선이 펼쳐지는 구시모토의 바다와 맑고 투명한 강물이 흐르는 고자가와 강. 
바다와 강을 즐기려면 여기로! 왕새우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맛집 투어도 가능합니다.

324 632 726*85
다키노하이
고자가와 강 지류의 폭포. 200미
터 길이의 암석 위에 무수한 돌개
구멍을 만들며 흐르는 폭포의 모
습을 감상해보세요.

滝の拝

종일  무휴  무료  

0735-72-0180 (고자가와 정 지역

진흥과)  있음

P.33 A-1MAP

 Susami Minami IC에서 55분

324 368 593*28

SENDAN
고자가와 강가에 있는 나무가 우거진 아지트 같은 분위기의 카페 겸 잡화점. 
제철 과일과 채소를 이용한 디저트, 런치 메뉴가 인기입니다. 주방, 생활 잡화
들도 놓치지 마세요.

センダン

11:30∼16:30 (라스트 오더)  수~금요일 

케이크 세트 850엔  0735-70-4470  있음

P.33 A-1MAP

 Susami Minami IC에서 45분

간사이공항 구시모토 고자가와Susami Minami IC 30분 15분1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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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192 226*57
가시노 낚시 공원 센터

기이 오시마의 가시노 항구 앞에 있는 식당으로 계절 한정 메뉴에 도
전해보세요.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왕새우를 튀김덮밥, 미소 된
장국 정식 등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樫野釣公園センター

 Susami Minami IC에서 40분

P.33 A-2MAP

10:00∼15:30  목요일 (공휴일의 경우 

영업)  닭새우 1마리 텐동 2,900엔  

0735-65-0002  있음

34

324 061 111*22
시오노미사키 관광 타워

눈 앞에 넓게 펼쳐진 태평양을 보면서 추천 메뉴인 지역산 식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참치 가스', '구마노 규 크로켓', '탄두리 치킨'
패티 타워 버거를 맛보세요.

潮岬観光タワー

8:30~16:30 (12월~다음해 2월 ~16:00), 식당 10:00~15:00 

(토, 일, 공휴일은 9:00~)  무휴  300엔 (혼슈 최남단 방문증명

서와 세트)  0735-62-0810  있음

 Susami Minami IC에서 35분P.33 A-2MAP

구시모토
고자가와

혼슈 최남단 방문 증명서도 드려요♪



Buy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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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184 484*05
요리 만코

기다리는 줄이 끊이지 않는 차즈케가 유명한 음식점. 밥 위에 특제 소스가 뿌려진 가다랑
어가 얹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스를, 두번째는 뜨거운 차를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料理 萬口

11:30∼21:30  수요일  

가다랑어 차즈케 1,450엔   

0735-62-0344  있음

 Susami Minami IC에서 30분

P.33 A-2MAP

하시구이이와 앞에 있는 오래된 과자 가게. 
너무 달지 않아서 좋은 우스카와 만쥬는 
이 지역의 유명한 과자입니다.

8:00∼17:00  무휴  

우스카와 만쥬 10개 1,400엔

0735-62-5075  있음

P.33 A-2MAP

 Susami Minami IC에서 30분

尾鷲牧場

혼슈(일본 열도의 가장 큰 섬) 최남단 구시모토에 있는 목장. 목장의 공
장에서 갓 짜낸 우유로 젤라토와 소프트 크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드라
이브 여행 중에 잠시 들러서 신선한 아이스크림을 맛보세요.

11:00∼20:00 (확인 필요)  부정기  

보통 250엔, 대 350엔  0735-62-0447  있음

오와시 목장 (직영매장)
324 211 634*87

P.33 A-2MAP  Susami Minami IC에서 25분

기헤이 하시구이점
324 245 108*25

儀平 橋杭店

古座川ゆず平井の里

고자가와 강 깊은 곳에 있는 히라이 마을에서는 유자를 재배하고 있습
니다. 마을 공장에서는 냉동 보관한 유자즙으로 유즈 폰즈를 만들고 있
는데 무려 유자 5개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9:00~17:00 (식당 ~16:00)  무휴 (식

당은 목, 토, 일요일)  유즈 폰즈 360ml 

600엔 / 할머니의 유자 드레싱 480엔 

0735-77-0123  있음

고자가와 유자 히라이 마을
615 203 691*68

P.33 A-1MAP

 Susami Minami IC에서 50분



시라하마 온천에 푹 빠져보기
가장 마음에 드는 온천은 

어디인가요?

시라하마 온천은 간사이 지방을 대표하는 온천 리조트입니다. 해
안의 노천온천을 비롯하여 공동 욕실 등 7개의 당일치기 온천 시
설이 있어 가까운 목욕탕에 가는 기분으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
습니다. 

시라하마
스사미

눈 앞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즐기는 

해변의 백사장은 시라라하마 

1300년 역사의 온천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P.53

태평양에 접한 해안에 샘솟는 온천은 시라하마 온천 중에서
도 상징적인 존재. 욕조가 거의 바다에 맞닿아 있어 바위에 부
딪치는 파도를 바로 앞에서 느낄 수 있는 개방감은 시라하마
에서도 최고입니다. 

사키노유 崎の湯

8:00~16:30(폐관 17:00), 4~6월, 9월 ~17:30(폐관 18:00), 

7~8월 7:00~18:30(폐관 19:00)  무휴

3세 이상 500엔  0739-42-3016  있음

시라라하마 白良浜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는 602m에 달하는 모래해
변은 일본의 해변 100선에도 뽑혔습니다. 이름처
럼 새하얀 모래가 사각거리는 백사장은 햇살을 받
아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하와이의 와이키키해변과
는 자매결연을 맺은 해변입니다.

자유  무휴  무료  

0739-43-6588(시라하마 정 관광과)  있음
 Nanki Shirahama IC에서 15분

P.39 B-2MAP

 Nanki Shirahama IC에서 15분P.39 B-2MAP

184 010 744*14

184 041 2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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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수건 대여 욕실용품 구비 없음드라이기 무료 
대여

8세기의 역사서인 ‘일본서기’에도 등장하는, 에히메 현의 도고온천, 효고 현의 아
리마 온천과 함께 일본 역사깊은 3대 온천 중 하나입니다. 만요시대(8세기)부
터 알려진 유자키온천, 다이쇼시대(1913~1925)에 개발된 시라하마 온천 등 7곳
의 온천지를 통칭 시라하마 온천이라고 부릅니다. 

시라하마 온천은 어떤 온천인가요?

엔게츠도를 바라보면서 

눈부실 정도로 새하얀 

족욕을 즐겨봅시다.

시라라하마를 한눈에

P.39 B-2MAP

가마쿠라 상점
鎌倉商店

온천에서 삶은 달걀은 보통 삶은 달걀과는 다르게 흰자가 반숙이고 
노른자가 완숙인 상태가 되어 ‘반대달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온천욕 후에 맛보는 것은 어떠세요. 

9:30~17:00(토, 일요일, 공휴일에만 영업)  부정기  

반대달걀 1개 100엔  0739-42-3747  없음

184 010 718*52

미후네아시유
御船足湯

8:00∼22:00, 7, 8월은 7:00~  

무휴  무료  

0739-43-6588(시라하마 정 관광과)  

있음시라라하마의 상징인 엔게츠도를 바라보며 족욕을 즐길 수 있습
니다. 저녁에는 석양과 엔게츠도의 경치가 아름다워, 관광객에게 
인기있는 장소 입니다. 

 Nanki Shirahama IC에서 15분

P.39 B-2MAP

소토유(료칸 밖에 있는 온천) 중 유일한 목조 건축물. 시라라하마 
바닷가에 있는, 2층 욕실에서는 창문 너머로 태평양이 바라보입니
다. 넓은 바다가 석양으로 물들 때 즐기는 온천은 매우 로맨틱합니
다. 

시라라유 白良湯 7:00~21:30(폐관 22:00)  목요일  입욕료 

대인 420엔, 초등학생 140엔, 유아(0세~) 80엔  

0739-43-2614   있음

 Nanki Shirahama IC에서 15분

P.39 B-2MAP

184 041 560*75

184 041 857*23

 Nanki Shirahama IC에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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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wai i

시라하마 | 스사미 P.39MAP

오랜 전통을 가진 시라하마 온천과 백사장이 아름다운 해수욕장, 그리고 수많은 절경. 귀여
운 판다를 만날 수 있는 어드벤처 월드,  광대한 수산물시장 등도 있어 가족 나들이에 딱 맞는 
곳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에너지’가 테마인 신기함
이 가득한 어뮤즈먼트 시설. 눈의 감각을 
이용한 미스터리 존과 트릭아트 하우스 등, 
넘치는 즐거움으로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
을 거예요.

시라하마 에너지 랜드
白浜エネルギーランド

평형감각을 잃은 듯한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건물 바닥도 벽도 천장도 수평

상태에서 18도 쯤 기울어져 있어 똑바로 

걷지 못할지도…

トリックアートハウス

강추!

트릭아트 하우스

Let ` s  GO ! !

9:30~15:30(폐관 17:00, 계절에 따라 변동)  

화요일, 단, 공휴일에는 개관  입장료 (9

개 놀이기구 이용료를 포함한 패스포트 요금)

대인 2,000엔, 초·중생 1,400엔, 3세~미취학

아동 600엔 / SUPER 3D 360 에네곤

씨어터 300엔  0739-43-2666  

있음

 Nanki Shirahama IC에서 15분

P.39 B-2MAP

184 041 325*02

간사이공항 스사미(Susami IC)시라하마 (Nanki Shirahama IC) 15분100분

하네다공항 난키 시라하마공항7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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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우 가  많 아 !

정 말  색
깔 이  화

려 하 네 !

시라하마 정
시라하마

기이 톤다

난키 시라하마 
공항

시라하마 정 사무소

사키노유

미후네아시유

스시야타

센조지키

가마쿠라 상점

도레토레 시장 난키 시라하마

가게로 카페

어드벤처 월드

시라라유

시라하마 에너지 랜드

나기사 맥주

산단베키

마루소
 가마보코 점

시라라하마

엔게츠도

미치노에키 쓰바키하나노유

리코리나

P.37

P.11

P.38

P.36
P.37

P.40

P.11 P.37

P.41

P.11

P.41

P.36
P.41

P.11

P.40

P.51

P.55
BB

22

33

CC

BB CC

22

33

구마노 카이도

Susami

Susami Minami

미치노에키 스사미

스사미 정립(町立)
 새우와 게 수족관

고이비토미사키와 메오토나미 부시 드 커피

르 쉘 P.50

P.39

P.39
P.39

P.41

AA

11

AA

11

스사미 정립(町立) 
새우와 게 수족관

새우와 게에 특화된 수족관. 기이반도에 살
고 있는 새우와 게를 중심으로 거대한 게와
화려한 색깔의 작은 새우 등, 전세계 갑각류
약 150종 1,000마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すさみ町立エビとカニの水族館

9:00~17:30(폐관 18:00, 시기에 따라 변동)

무휴  대인 800엔, 초·중생 500엔, 유아 

300엔, 3세 미만 무료   0739-58-8007    

있음

Fun!

0739-34-3200(스사미 정 관광협회)

파도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모양으로 메오토나미(부부파도)라 불리
며 유명해진 곳으로, 파도와 파도가 만나는 로맨틱한 모습 때문에
고이비토미사키(연인곶)라 불립니다.

고이비토미사키(연인곶)와 
메오토나미(부부파도)

11:30~17:00(라스트 오더)  

목요일, 악천후 시  오늘의 피

자 1,550엔, 런치 세트 +450엔  

0739-33-7400  있음

457 027 279*48
스사미 팔경의 하나인‘메오토나미’(부부파도)를 내려다보는 고이비토미
사키(연인곶)에 있는 카페. 큰 창문에서 멀리 수평선까지 볼 수 있습니다. 
런치 세트는 오늘의 피자, 샐러드와 음료가 함께 제공됩니다.

부시 드 커피 ブッシュドコーヒー

457 052 346*85

457 052 346*28

 Susami Minami IC에서 5분

P.39 A-1MAP

 Susami IC에서 20분P.39 A-1MAP

 Susami IC에서 20분P.39 A-1MAP

恋人岬と婦夫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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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야타 すし八咫

 ‘이케스와로다’의 한켠에 있는 스시 카운터. 큰 창으로 가득 펼쳐지는 푸른 파
다를 바라보며 시라하마의 제철 재료로 가득한 스시 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생전복구이도 인기만점!

시라하마
스사미

무엇을  드릴까요?

11:30~14:00(폐점 14:30), 17:30~21:30(폐점 22:00)  무휴  초밥 2,500

엔~ / 해산물 히쓰마부시 1,620엔  0739-33-9090（이케스와로다)

184 010 684*61

 Nanki Shirahama IC에서 15분P.39 B-2MAP

도레토레 시장 난키 
시라하마

현지 가타타 어업협동조합 직영의 거대한 시
장입니다. 신선한 해산물, 현지산 채소와 과
일 등 와카야마 현의 특산물이 진열되어 있습
니다. 갓 잡아 싱싱한 가이센동(해산물덮밥)
을 맛볼 수 있는 ‘도레토레 요코쵸’에서는 시
라하마의 제철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とれとれ市場南紀白浜

8:30~18:30, 식당 도레토레 요코쵸는 

10:00~17:30(라스트 오더)   부정기  매

실 만쥬 5개 500엔 / 참치 도로 절임 500엔  

0739-42-1010  있음

184 045 245*60

 Nanki Shirahama IC에서 15분

P.39 C-2MAP

40



 

맛 있 는  지 비 에( 사 냥 고 기 ) 를  드 셔 보 세 요

르 쉘 ル・シェル

스사미의 풍요로운 자연에서 기른 야생 사슴으로 요리한 지비에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멧돼지와 돼지를 교배시킨 이노부타 메뉴도 있습니다. 감칠맛이 
가득한 ‘야마노 고치소(산의 대접)’는 어떨까요.  

11:30~14:00, 17:30~19:30  무휴  스사미산 사슴고기 로스트, 이노부타 소

시지 1,800엔  0739-55-3630(호텔 베르베데레)  있음

가게로 카페

 ‘가게로’, ‘유즈모나카’ 등 시라하마를 대표하는 
과자로 유명한 후쿠비시가 운영하는 카페. 폭신
폭신한 과자의 생크림 샌드 ‘나마카게로’가 인기. 
점심으로 돈가스 샌드위치는 어떨까요.

カゲロウカフェ

8:00~18:00  무휴  나마가게로 100엔, 돈

가스 샌드위치 820엔, 음료 400엔~  

0739-42-3129  있음

457 162 866*44

184 042 625*50

시라하마의 지역 맥주인 '나기사 맥주'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제조
법으로 맥아를 당화시키고 숙성하여 제조합니다. 맥주의 풍미와 함께
소박한 보리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장견학도 가능합니다.

나기사 맥주 ナギサビール

9:00~18:00, 공장견학 ~17:00   수요일 (공휴일의 경우는 영업)  

레귤러 보틀 1병 390엔(330ml)  050-3820-8958  있음

953 551 650*32

P.39 B-3MAP

마루소 가마보코 점
丸双蒲鉾店

가마보코 전문점으로 전통의 맛을 이어 온 노포. 가
마보코구이, 가마보코찜, 가마보코튀김 등이 있고, 
어떻게 잘라도 판다의 얼굴을 볼수 있는 ‘긴타로 판
다 가마보코’는 정말 귀엽습니다. 

8:00~17:00  일요일, 공휴일  

긴타로 판다 가마보코 1줄 270엔  

0739-45-0151  있음

184 019 251*05

 Nanki Shirahama IC에서 5분P.39 C-3MAP

 Nanki Shirahama IC에서 15분

P.39 B-2MAP

 Nanki Shirahama IC에서 30분P.39 A-1MAP

 Nanki Shirahama IC에서 10분

Buy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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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to drive

밀크 공방
(구로사와 목장 내)
ミルク工房(黒沢牧場内)

구로사와 목장 오리지널 소프트크
림과 아이스크림, 우유, 젖소 무늬 
케이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카야마 시

구로사와 하이랜드 
구로사와 목장

146 770 195*78

黒沢ハイランド・黒沢牧場

와카야마에서 유명한 목장. 초원에 젖소들을 방목 사육합니
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며, 양궁 등 각종 스포
츠와 바비큐도 즐길 수 있습니다.

9:00~17:00  부정기  

대인 400엔, 3세~중학생 200엔  

073-487-1677  있음

P.47 B-1MAP

 Kainan Higashi IC에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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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d taste

527 784 784*66
미사토 천문대
みさと天文台

간사이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명
소로 은하수를 볼 수 있습니다. 플라네타리움 ‘꿈 우주공간'에
서는 계절 별자리와 은하수 이야기를 들으며 느긋하게 밤하
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3:00~19:30 (수요일은~17:00), 밤 하늘 투어(야간관찰회) 목

요일~일요일, 공휴일 19:30~, 금, 토, 공휴일의 전날 20:30~  

월, 화요일(공휴일의 경우는 다음날 휴업)   

입장료 무료, 밤하늘 투어 200엔  

073-498-0305  

있음

ベーカリーテラスドーシェル

베이커리 테라스 도쉘
35 026 365*10

가게를 가득 채우는 고소한 빵냄새. 일본산 밀을 사용하여 
직접 빵과 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망 좋은 테라스에서 즐
겨보세요. 

10:00~17:00  월, 수요일   런치 플레이트 1,350엔  

073-489-5324  있음

자연으로 둘러싸인 산악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개성 있는 레스토랑과 빵집을 만나게 됩니
다. 발길을 멈추고 가보고 싶은 그곳!

&

구라토쿠리 (모미노키 식당)
くらとくり（もみのき食堂）

146 897 823*26

쌀 곳간을 리뉴얼하여 편한 공간감을 주는 높은 천장
이 특징. 수량한정 런치는 지역산 채소를 중심으로
제철 재료를 사용해 만듭니다. 요리로 와카야마를 즐
겨보세요.

11:00~17:00 (월, 목, 금 11:30~15:30)  

화, 수요일 

런치(간식 포함) 1,800엔 

090-4569-7477   있음

 Kainan Higashi IC에서 20분

P.47 B-1MAP

 Kainan Higashi IC에서 
40분

P.47 B-1MAP

 Kainan Higashi IC에서 
40분

구매 개수가 제한되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크림 빵. 옆에 
준비된 다다미방 툇마루에서 빵을 즐겨보세요.

11:00~16:30  월~금요일  인기 크림빵 200엔  

073-495-3018  있음

장작구이 돌가마 빵 가쿠진
146 778 210*76

P.47 B-1MAP

 Kainan Higashi IC에서 
25분

薪焼き石窯パン 岳人

P.47 B-1MAP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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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포인트

友ヶ島汽船

도모가시마 기선
884 683 589*36

도모가시마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도모가시마 기선. 가다항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2016년 봄에 ‘라퓨타’가 취항하여 ‘도모가
시마’와 2척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11:00~16:30  수요일 (공휴일은 영업, 4월 28일

~5월 6일, 7월 20일~8월 31일은 무휴)  

대인 왕복 2,000엔, 소인 왕복 1,000엔, 가다 출

발 9:00, 11:00, 13:00, 16:00, 도모가시마 출발

9:30, 11:30, 13:30, 16:30 

073-459-1333 (도모가시마 기선 선착장)  

있음

버기카를 즐겨보자!
도로주행이 가능한 버기카로 가다의 바다
와 산을 느끼며 달려봅시다. 외국인은 국
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이 필요합니다.

080-9754-4020

제2 포대 유적은 2차 대전 후 폭파되어 흔적만 남
아 있습니다. 무너진 벽 등 박력 있는 광경은 압도
적입니다.

884 706 551*66
도모가시마
友ヶ島

기탄 해협 ‘도모가시마’는 4개 섬의
총칭으로, 이 중 정기선으로 건너갈 수
있는 곳은 오키노시마. 섬 안에는 산
책로가 정비되어 있어 자연을 즐기며 유
적을 탐험하는 기분을 만끽 할 수 있습니
다.

벽돌로 지어진 탄약고와 대포를 설치하기 위한 포좌
가 남아있습니다. 터널과 탄약고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제3 포대 유적
第3砲台跡

제2 포대 유적
第2砲台跡

무인도 도모가시마 탐험!
전쟁 중 포대의 흔적과 탄약 창고의 유적이 남아있는 도모가시마.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신기한 자연 경관은 '라퓨타 섬'을 떠오
르게 합니다.

있음 (가다항에 주차)

P.44MAP

 Wakayama IC에서 30분

 Wakayama IC에서 30분

도모가시마
지도

화장실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도모가시마 등대

제3 포대 유적

도모가시마 관광안내소

도모가시마 기선

다카노스야마 전망대

제2 포대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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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48m. 와카노우라만이 한눈에 들어오며 아와지시마와 시고쿠
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다이브

와카야마 마리나 시티
146 816 867*47

和歌山マリーナシティ

유럽풍 거리를 재현한 테마파크, 신선한 해
산물이 가득한 시장, 힐링을 위한 온천과 호
텔 등, 하루 종일 먹고 즐기며 만족할 수 있습
니다. 바다에 둘러싸인 리조트 아일랜드로!

부정기   패스포트 대인 3,800엔, 소인

3,200엔, 포르토 유럽은 무료  

0570-064-358 (총안내: 와카야마 마리나

시티 인포메이션)  

있음

10:00~17:00 (토, 일요일, 공휴일과 계절에 따른 특별 영업시간 

있음)  부정기 

0570-064-358 (총안내: 와카야마 마리나 시티 인포메이션)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아름다운 유럽 풍 항구를
재현한 이국적인 정서가 넘쳐나는 테마파크. 원내
에는 워터 슬라이드와 대관람차, VR 어트랙션 등
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

인기만점! 22m 높이에서 하강하는 워터 슬라이드 어트랙션

ONSEN
MARKET

紀州黒潮温泉

기슈 구로시오 온천

바닷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노천온천. 대욕장에서 와카노우라
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태고의 지층에서 솟아오르는 온천은 신
경통, 근육통, 피로회복에 효과가 좋습니다. 관광한 후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10:00~23:00 (폐관 24:00)  부정기 

대인 880엔, 소인 570엔 

073-448-1126

대관람차 WAKKA

포르토 유럽

(좌) 참치 해체쇼는 매일 3회 
진행. 장인의 기술이 압권

(우) 구로시오 시장에서 구입
한 해산물로 바비큐!

10:00~17:00 (계절에 따라 특별 영업시

간 변동)  부정기  

073-448-0008

구로시오 시장

60년 전 상점가를 재현한 구로시오 시장
에는 제철의 신선한 해산물을 취급하는
특산품점과 음식점이 있습니다. 식사 뿐
아니라 기념품 구입도 가능합니다.

黒潮市場

21

P.47 A-1MAP

 Wakayama IC에서 20분

와카야마 마리나 시티에서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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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카야마 시 P.47MAP

간사이공항에서 접근하기 쉬운 와카야마 시. 와카야마 현에서 제일 큰 번화가가
있는 와카야마 시에서 조금 벗어나면 풍부한 자연 속 목장과 카페가 있습니다.

35 217 465*27
본가 아로치 마루타카 중화 소바(라멘)

선대가 노점에서 시작해 60년 된 가게. 돼지 뼈만을 사용해 정성 들여 끓인 국물의 깔
끔한 맛이 일품입니다. 오뎅도 추천합니다.

本家アロチ丸高 中華そば

17:30~새벽 3:00  일요일  

중화소바(라멘) 650엔  073-432-3313  

없음

P.47 A-1MAP

 Wakayama IC에서 10분

35 215 386*05
마루이 주니반쵸점
マルイ十二番丁店

라멘의 고명이라고 하기엔 상식을 뛰어넘는 양의 파는 놀랍습니다. 손
님의 취향과 요청에 따라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본점은 밤에만 영
업을 하지만 주니반쵸점은 낮에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1:00~20:45 (라스트 오더)  무휴  중화소바(라멘) 820엔  

073-425-6678  있음

P.47 A-1MAP  Wakayama IC에서 15분

884 683 492*52
히이나노유

당일치기 온천욕이 가능한 가다 아와시마 온천 
료칸 히이나노유. 피부에 좋은 온천수는 여성에
게 인기. 파도소리와 바닷바람에 힐링되는 노천
온천. 식사도 가능.

ひいなの湯

11:00~14:30, 15:00~19:00  무휴  

당일치기 입장료 대인1,200엔 (수건 이용 포

함), 소인 600엔. 식사 포함 2,800엔~  

073-459-1151  있음

P.47 A-1MAP  Wakayama IC에서 35분

간사이공항 가이난 (Kainan IC)와카야마 시 (Wakayama IC) 10분35분

오사카(남바) 와카야마 시 (Wakayama IC)7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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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카
와 강

Hanwa Expw
y

와카야마 시

와카우라만 가이난 시

아리다가와 정

기미노 정

와카야마와카야마

미야마에미야마에

구로에

기세이 본선
(기노쿠니선)

가이난가이난
Kainan Higashi

Kainan

Wakayama Minami
smart IC

미사토 천문대

와카야마 맥주 양조장 
산다이메

구로사와 목장

베이커리 테라스 도쉘

기시가와 관광 딸기 
수확 체험 협회

와카야마 성

마루이 주니반쵸점

와카야마 마리나 시티

구로에 칠기관

나테 주조

와카노우라

본가 아로치 마루타카 중화 소바(라멘)

오이시 고원

기노카와 SA

히이나노유

장작구이 돌가마 빵 
가쿠진

구라토쿠리 
(모미노키 식당)

P.43

P.47

P.42

P.43

P.4

P.4
P.46

P.45

P.47

P.47

P.5

P.46

P.9

P.51

P.46

P.43

P.43

AA BB

AA BB

35 216 398*75
와카야마 맥주 양조장 
산다이메

양조장을 함께 운영하는 세련된 이자카야. 갓
뽑아낸 크래프트 맥주와 함께 식사메뉴로는 와
카야마에서 키운 양질의 붉은 살코기를 자랑하
는 ‘기슈 와카우시’ 스테이크가 인기.

和歌山麦酒醸造所 三代目

17:30~22:30 (라스트 오더)  무휴  

AGARA 페일 에일 650엔 / 도지나베 1인분 1,890엔  

073-414-1231  없음

P.47 A-1MAP  Wakayama IC에서 20분

146 879 027*75 146 880 122*10

구로에 칠기관

구로우시

나테 주조

칠기의 마을 구로에. 에도시대(1603년~1868년)의 옻칠 장인 
‘누리시’의 상가를 개조하여 카페로 오픈. 식사, 디저트 모두 
칠기에 담겨 나옵니다. 

구로우시는 나테 주조 양조장에 있는 우물 ‘만요 구
로이시 의 물’로 빚은 준마이슈 (쌀로만 빚은 청주) 입니다.

黒江ぬりもの館

黒牛

名手酒造

11:00~16:30 (라스트 오더)  

화, 수요일 (공휴일의 경우 영업)  런치 700엔~  

073-482-5321  있음

P.47 A-1MAP

 Wakayama IC에서 20분

그린 소프트
고품질의 말차를 아낌없이 사용한 소프트크림은 입에 넣는 순
간 말차의 맛과 향이 퍼져나갑니다. 귀여운 오리 ‘그린쨩’이 
그려진 포장의 하드 타입은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
습니다.

グリーンソフト

10:00~18:00  연말연시  시음 100엔~ 

073-482-1115 (구로우시 자야)  있음

P.47 A-1MAP  Wakayama IC에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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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 시 주의점

일본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은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1) 일본의 운전면허증
(2) 제네바 조약에 따라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증
(3)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 대만의 운전면허증, 법으로 정해진 사람이 작성한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한 것.

렌터카는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통 규칙

Regular

Premium

Diesel

50

일본에서는 자동차가 좌측통행입니다. 적신호는 멈춤을 의미합니다.  

Regular

Premium

Diesel

50

Regular

Premium

Diesel

50

파란색 화살표 신호에서는 신호의 방향으
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gular

Premium

Diesel

50

음주운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전 시 휴대폰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Regular

Premium

Diesel

50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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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r

Premium

Diesel

50

유료고속도로에는 ‘ETC専用(ETC전용)’ 이라고 표시되어 있
는 게이트가 있습니다. 표시된 게이트에서는 ‘전자요금수령 
시스템’을 이용하는 표시입니다. 통과하려면 전용 ETC 기기
와 ETC 카드가 필요합니다. 장비가 없는 경우, ‘一般(일반)’이
라고 표시된 게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장소에 따라 
‘入口(입구)’ 또는 ‘出口(출구)’에서 통행요금을 지불합니다. 

자동차 유료도로의 요금소

P

月極駐車場
●契約者様以外の駐車はお断りします。
●当駐車場内での事故・盗難等について  
　は一切責任を負いません。　
●無断駐車を発見した場合は、罰金として　
　5万円申し受けます。　　　

ETC
HAVE

NOT HAVE

一 般

ETC
HAVE

NOT HAVE

ETC専用

ETC
HAVE

NOT HAVE

ETC専用ETC 一般

렌터카 반환시에는 연료탱크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행
거리를 계산하여 요금이 청구되며 그 비용은 주유소에서의 비용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또한 렌터카를 빌릴 때 사용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연료를 주유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며, 렌터카 회사가 파
손에 대한 수리를 진행할 경우 수리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료탱크는 가득 채워서 반환합니다.

자동차 연료는 보통 휘발유(빨간색), 고급 휘발유(노란색), 
경유(초록색) 3가지가 있습니다. 렌트한 차에 맞는 연료를
주유하여 주십시오.

주요 도로교통 표지판

차량 통행 금지 차량 진입 금지일단 정지

P

月極駐車場
●契約者様以外の駐車はお断りします。
●当駐車場内での事故・盗難等について  
　は一切責任を負いません。　
●無断駐車を発見した場合は、罰金として　
　5万円申し受けます。　　　

ETC
HAVE

NOT HAVE

一 般

ETC
HAVE

NOT HAVE

ETC専用

ETC
HAVE

NOT HAVE

ETC専用ETC 一般

주차금지주정차 금지 최고 제한 속도 일방통행

적법하지 않은 장소,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주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이며, 법적 처리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를 세
우고 관광할 때에는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모든 주차장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P’ 와 같은 간판이 있는 주차장을 찾아 주십
시오. 다만, ‘月極 (월정액)’ 간판은 계약 주차장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주차장을 찾아봅시다. P

月極駐車場
●契約者様以外の駐車はお断りします。
●当駐車場内での事故・盗難等について  
　は一切責任を負いません。　
●無断駐車を発見した場合は、罰金として　
　5万円申し受けます。　　　

ETC
HAVE

NOT HAVE

一 般

ETC
HAVE

NOT HAVE

ETC専用

ETC
HAVE

NOT HAVE

ETC専用ETC 一般

P

月極駐車場
●契約者様以外の駐車はお断りします。
●当駐車場内での事故・盗難等について  
　は一切責任を負いません。　
●無断駐車を発見した場合は、罰金として　
　5万円申し受けます。　　　

ETC
HAVE

NOT HAVE

一 般

ETC
HAVE

NOT HAVE

ETC専用

ETC
HAVE

NOT HAVE

ETC専用ETC 一般

P

月極駐車場
●契約者様以外の駐車はお断りします。
●当駐車場内での事故・盗難等について  
　は一切責任を負いません。　
●無断駐車を発見した場合は、罰金として　
　5万円申し受けます。　　　

ETC
HAVE

NOT HAVE

一 般

ETC
HAVE

NOT HAVE

ETC専用

ETC
HAVE

NOT HAVE

ETC専用ETC 一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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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Kisei Expressway 
Susami Minami IC에서 42번 국도
구시모토 방면으로 차로 27km

Access  Keiwana Expressway
Koyaguchi IC에서 일반도로, 4번,
13번 현도 구도야마 정 사무소 방
면으로 차로 4km

Access  Kisei Expressway
Kamitonda IC 에서 311번 국도
혼구 방면으로 차로 81km

Access  Kisei Expressway
Susami Minami IC에서 42번 국도
오마치자기 방면으로 차로 1km

미치노에키미치노에키
(국도 휴게소)  

미치노에키는 운전자를 위한 국도 휴게소입니다. 24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한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으며, 향토요리, 신선한

채소와 과일, 온천 등 와카야마의 자랑스러운 관광요소가 모여 있습니다. 와카야마 현에서 가장 인기있는 맛있고 즐거운 미치

노에키를 소개합니다.

구도야마의 감 브랜드로 유명한 후유
가키 등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메밀국수(소바)만들기 체험, 가키노
하스시(감나무 잎으로 싼 초밥)만들기,
빵 만들기 체험(유료)을 즐길 수 있습
니다. 어린이를 위해 대형 완구가 설치
된 어뮤즈먼트 광장이 있습니다.

눈 아래로 펼쳐지는 바다 풍경이 일품
인 미치노에키. 신선한 해산물과 향토
요리 등으로 충실한 메뉴의 레스토랑
이 있습니다. 진귀한 ‘새우와 게 수족
관’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미치노에키 가키노사토 구도야마 미치노에키 스사미
道の駅 柿の郷くどやま 道の駅 すさみ

P.21MAP

9:00~18:30　 1월 1일～3일  
119대 
0736-54-9966

205 727 722*28

9:00~18:00 (계절에 따라 변동)
무휴  52대  0739-58-8888

457 027 219*34

도로정보 레스토랑목욕, 족욕 특산품 판매숙박시설 매점무선 LAN 
(wi-fi) 급속충전 스탠드 없음

바다 가운데에 거대한 바위가 늘어서
있는 구시모토 하시구이이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재배한 폰칸
(귤의 한 종류)으로 만든 소프트크림
이 인기.

미치노에키 구시모토 하시구이이와
道の駅 くしもと橋杭岩

P.33 A-2MAP

9:00~18:00  (계절에 따라 변동)   

무휴  

47대  0735-62-5755

뗏목 레프팅을 비롯하여 기타야마촌
관광의 거점 ’오쿠토로 공원’에 있
습니다. 노천탕과 대욕장이 있는 온천
시설은 당일치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
다. 기념품 숍에서는 특산물인 쟈바라
(유자의 일종)를 이용한 주스를 판매
하고 있습니다.

미치노에키 오쿠토로
道の駅 おくとろ

P.13MAP

9:00~17:00 (계절에 따라 변동), 입욕 
시설 12:00~21:00(계절에 따라 변동),레
스토랑 11:00~13:30 (요일에 따라 다름)

화요일  107대　 0735-49-
2324 (기타야마촌 관광 센터)

542 068 358*60

42

000

42

000

311

000

000

13

324 245 108*12

P.39 A-1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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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29

000

26 42

000

없음

레스토랑에서는 와카야마 라멘, 생참치덮
밥 등 이 지역을 대표하는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기념품도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
으며, 여행의 안전을 기원하는 기념촬영 스
팟이 있습니다.  

Hanwa Expressway 기노카와 SA
紀ノ川SA

레스토랑 7:00~21:00, 푸드 코트, 
매점 24시간　 있음  

073-461-8861

35 375 547*41 / 35 375 602*11

Yuasa IC와 Arida Minami IC 사이에 위치.간
사이공항 방면으로 향하는 Yuasa Gobo 
Road의 마지막 휴게소

Yuasa Gobo Road 기비 유아사 PA
吉備湯浅PA

스낵 코너, 매점 8:00~20:00
있음  
0737-53-2408

146 429 105*73 / 146 399 883*87

우메보시(매실장아찌)가 특산인 지역입니
다. 매점에서는 각종 우메보시와 와카야마 
특산 귤을 사용한 과자 등도 판매하고 있습
니다. 

Hanwa Expressway 이나미 SA
印南SA

스낵 코너, 매점 8:00~20:00
있음  
0738-43-1730

302 238 047*62 / 302 208 776*15

기노카와 강과 평야지대를 내려다보는 높이
에서 PA와 미치노에키를 겸하고 있습니다. 
매점에는 지역의 특산품이 가득 진열되어 
있습니다. 세계유산인 고야산으로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Keinawa Expressway 가쓰라기 니시 PA
かつらぎ西ＰＡ

P.20MAP

매점 8:00~19:00, 레스토랑
10:00~19:00　 있음  

0736-22-7810

 106 177 213*48 / 106 177 220*83

P.25MAP

지역의 특산품인 ‘기슈 빈쵸탄 발견관’(유료)이 있어, 목탄의 역사
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에는 새까만 면발의 빈쵸
탄 라멘도 있습니다. 매점에서는 과일과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습
니다.

미치노에키 기슈 빈쵸탄 기념 
공원
道の駅 紀州備長炭記念公園

9:00~17:00 (계절에 따라 변동) 
수요일  18대  0739-36-0226

184 471 889*14

Access  Hanwa Expressway Nanki Tanabe IC에서 42번
국도, 29번 현도 류진 방면으로 차로 10km

P.29 B-2MAP

매점에서는 귤과 잼, 수제 과자 등 지역의 특산품과 가공품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호로호로정에서는 특산품인 호로새를 이
용한 ‘호로호로야키도리’와 ‘호로호로동’이 인기 메뉴입니다.

미치노에키 San Pin 나카쓰

道の駅 San Pin 中津

8:00~18:00 (계절에 따라 변동) 　 무휴  
32대  0738-54-0541

146 106 597*70

Access  Yuasa Gobo Road Kawabe IC에서 26번
현도 미야마 방면으로 차로 9km

P.39 C-3MAP

미치노에키 이름이기도 한 ‘쓰바키하나노유’라는 온천시설이 있습
니다. 세계유산 구마노고도(구마노옛길)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치
유하는 양질의 천연 온천은 공중욕장 뿐 아니라 족욕탕도 즐길 수
있습니다.

미치노에키 쓰바키하나노유

道の駅 椿はなの湯

9:00~21:00 (계절에 따라 변동), 입욕시설 12:00~21:00 (계절
에 따라 변동) 　 화요일　 입욕료 대인 500엔, 소인 250엔 

14대  0739-46-0617

457 362 011*61

Access  Kisei Expressway Nanki Shirahama IC 에서 42번
국도 구시모토 방면으로 차로 7km

SA・PA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의 SA(서비스 에리어), PA(파킹 에리어), 즉 휴게소에는 지역의 특징을 살

린 음식 메뉴와 기념품 등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과 화장실은 24시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운전 도중에 잠깐 쉬어갈 때 이용해 보세요. 

푸드 코트 편의점 ATM (현금자동인
출기)

P.47 A-1MAP P.29 B-1MAP

주유소 급속충전 스탠드

P.29 B-2MAP

레스토랑 매점 목욕, 족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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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민가에서 보내는 일상에서 벗어난 시간

역사적 가치가 높은 오래된 민가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다.

가사마쓰테이
笠松亭

130~150년이나 된 오래된 민가를 숙박지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당시의 생활을 대변하는 귀중한 건물로 일본정부로부터 지정 받은
곳. 대들보와 벽지가 일본 고민가의 정취를 느끼게 하면서도
화장실은 새로지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온천과 향토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소:와카야마 현 아리다 군 아리다가와 정 시미즈 144
체크인 14시~17시 / 체크아웃 11시  
숙박비: 1박 33,000엔 (한동 전체) 정원: 8명
090-8167-7075  6대

Wi-Fi:  있음
Airbnb에서 예약가능
https://www.airbnb.jp/rooms/37224681

< 마사조씨와 함께하는 미타 산책 ( 약 2 시간 ) >
·요금: 1인 2,000엔 (가이드, 음료(차)비용 포함)
2 시간전까지 가사마쓰데이에 예약 필요
·대응 언어:  일본어 (영어 통역은 시간당 별도 1,000엔)
※중국어 대응에 대해서는 예약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 작은 사당을 둘러보는 산책과 온천 ( 약 3 시간 ) >
·요금:  1인 2,000엔 (가이드, 입욕료 포함)
2시간 전까지 가사마쓰데이에 예약 필요
·대응 언어:  일본어 (영어 통역은 시간당 별도 1,000엔)
※중국어 대응에 대해서는 예약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❶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❷지역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오너 미스미 오사무씨
❸당시 모습이 남아있는 집안 . 잘 관리되어 있어 쾌적합니다 .
❹밤에는 지역 식자재를 아낌없이 사용한 향토 요리 (1 인 4,000 엔 ~) 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사진은 향토 요리 으뜸 코스 (1 인 10,000 엔 )

아름다운 계단식 논 ‘아라기지마’ 주변을 지역에서 유명한 아저씨의 안내를 받으며 산책하고 , 연애 성공과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준다는 사당에 들러 소원을 빌어보세요 . 

이외에도 미국 거주 경험이 있는 옆 마을 출신 주민이 영어로 안내하는 마을 산책과 요가 등을 계획 중 입니다 .

지역의 유명한 아저
씨인 마사조씨와 함
께 차를 마시면서 이
야기를 나눕니다 .

사당을 둘러본 다음에 
시미즈온천으로

1

2

3 4

527 606 485*43
아름다운 계단식 논 ‘아라기지마’ 주변을 지역에서 유명한 아저씨의 안내를 받으며 산책하고 , 연애 성공과 잃어버린 물건을 

이런 체험도 !

P.29 B-1MAP

 Wakayama IC에서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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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현관에 놓여진 화로 등 일본의 옛날 생활을 느끼게 하는 도구가 곳곳에
❷3대가 이로리에 둘러앉아 즐기는 소중한 가족의 시간
❸이로리에서 즐기는 스키야키는 특별한 맛
❹자연에 둘러싸인 고민가

오래된 민가에서 보내는 일상에서 벗어난 시간
도심의 시티호텔도 좋지만, 때론 자연에 둘러싸인 숨겨진 
숙박지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보며 
일본만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해 봅시다.

시코안
志高庵

세계유산인 고야산으로 향하는 480번 국도 주변 마을에
있는 집 한 채를 통째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지어진 지
100년이 넘은 집은 처음 와도 왠지 그립게 느껴지고, 
분위기가 좋아 여러 번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도 적지
않습니다.

주소: 와카야마 현 이토 군 가쓰라기 정 시가 233
체크인/아웃: 체크인 15시~19시 / 체크아웃 11시  
숙박비:1박 26,000엔 (세금 별도, 한동 전체) 

정원: 12인
청소비: 5,000엔
서비스비: 4,399엔

090-5971-8050  있음
Wi-Fi 완비
Airbnb에서 예약 가능
https://www.airbnb.jp/rooms/20655044

P.21 A-1MAP

< 대나무 등 만들기 ( 약 60 분 )>
·요금: 1인 2,000엔 (재료비 포함)
·7일 전까지 시코안으로 예약 필요
·대응 언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 일본 전통 북 체험 ( 약 2 시간 )>
· 개최일 : 수요일 17 시경
· 요금 : 무료
· 10 일 전까지 시코안으로 예약
· 대응 언어 : 일본어 , 영어 , 스페인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대나무 등 만들기나
일본 전통 북 체험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가쓰라기
정의 매력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

차로 고야산까지 30분 거리에 있는

고민가 게스트 하우스

4

2

3 1

205 481 225*05
이런 체험도 !

 Katsuragi Nishi IC에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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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anah キラナ

귤 농장이 이어지는 '아리다 미칸 해안도로'의 산길을 따라가다보면 갑자기 나
타나는 삼각형의 지붕. 지역산 채소를 중심으로한 건강한 런치와 몸에도 좋은 
디저트 메뉴가 많습니다. 

주소: 와카야마 현 아리다 시 미야자키 쵸 1225-59 아리다 미칸 해안도로
시간 11시 ~ 일몰   월요일 (계절에 따라 변동 있음)
런치 플레이트 1,320엔, 통밀 스콘 418엔, 스파이스 콜라 605엔

주차장 있음　 080-4173-6534   IC에서 20분

 Arida IC에서 20분P.29 A-1MAP

meguru 산 위의 작은 양과자점
メグル 山の上の小さな洋菓子店

구마노고도에서 가까우며,이름처럼 산 위에 세워진 가게. 제철 과일
을 사용한 케이크와 구운 과자를 판매. 테이크아웃만 가능하지만 가게
앞의 공간에서 경치를 보며 쉬어갈 수 있습니다.

주소:와카야마 현 다나베 시 나카헤치 쵸 다카하라 875-1
10:00~17:00 (매진 시 폐점)  
목, 금요일  케이크 390엔~, 커피 350엔
0739-64-1667 (영업시간에만 접수)  
다카하라 기리노사토 휴게소에 주차 가능

꼭 가봐야 할 카페 & 디저트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며 삼림이 총면적의 3/4 이상인 와카야마 현에는 특별한 카페와 디저트 가게가 많습니다. 
드라이브 하면서 마음에 드는 카페를 찾아보세요.

석양이 비치는 해변의 카페

❶ 오너 아이코 씨와 스태프 유호 씨
❷ 석양 100 선에 선정된 좋은 경
치 스폿으로 인기
❸ 테라스에서 펼쳐진 바다의
파노라마
❹ 지역산 채소를 중심으로 한 건
강한 런치 플레이트는 15 시까지

산속 오두막 같은 하늘의 양과자점

❶ 산 속 오두막처럼 생긴 집 지붕에는 다양한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
❷ 아기자기한 과자는 드라이브 중의 간식으로 딱입니다 .
❸ 아름다운 미소가 인상적인 과자점 오너 구다카 유이 씨
❹ 눈 아래로 숨이 멎을 것 같은 경치가 펼쳐집니다 .

1

2

4

3

3

1 2 4

986 252 572*10

615 693 327*48

P.25MAP  Arida IC에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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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ラナ

146 518 407*07

184 109 144*22
146 307 870*60

기노쿠니 농원
 하야시 농원

리코리나
아사이 농원

農園 紀の國

林農園

リコリ〡ナ

浅井農園

그물 무늬가 아름다운 머스크 멜론은 풍부한 향과 진하고 달
콤한 맛으로 멜론의 왕으로 불립니다. 멜론을 좋아한다면 지
나칠 수 없는 무제한 시식 코스도 있습니다. 

귤의 산지 아리다가와 정의 '아리다 귤'은 감미와 산미의 황금비가 최고.
귤 밭 옆에 차를 대고 가볍게 즐겨보세요.

농원 안이 넓어 유모차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이 키에 맞춘 
낮은 재배 선반도 있어 가족들에게 인기. 프리미엄 딸기는 놀랄 
정도로 커요. 

달콤함과 새콤함의 비율이 절묘한 브라이트웰, 부드럽고 열매가 큰 페스
티벌 등 맛있는 블루베리를 배부르게. 

지역:고보 시 
무제한 시식 코스 : 어른 2,300엔, 초등학생 1,800엔, 3

세이상 800엔, 멜론 수확 체험 (1/8 컷트 시식 포함) : 1개 
2,000엔, 무제한 코스, 멜론 수확 체험 세트 : 어른 4,000
엔, 초등학생 3,500엔, 3세 이상 2,500엔

0738-29-3070 (예약제)  있음

지역:아리다가와 정  어른 600엔, 초등학생 500엔, 초등학생 미만 
400엔 (테이크아웃은 별도 요금)  0737-52-3818 (단체의 경우 예
약 필요)   있음

지역:가미톤다 정
30분 무제한 시식 코스 : 어른 1,800엔, 초등학생 1,500

엔, 3세 이상 1,000엔
0739-83-2150 (예약필요)    있음

지역:히로가와 정   블루베리 : 1,000엔 
(기념품 포함, 테이크아웃은 별도 요금) 

0737-62-3873 (예약 필요)
있음

P.29 B-2MAP

P.29 A-1MAP

P.39 C-2MAP
P.29 A-1MAP

달고 깊은 맛을 자랑하는 멜론 시간제한 없는 무제한 시식 코스의 기쁨

프리미엄 딸기 크기에 감격!

13종의 블루베리가 한곳에

과일 수확 체험 추천 장소
와카야마 현은 과일의 산지 . 계절마다 제철 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갓 딴 과일을 즐길 수 있는 농원을 정리하였습니다 .

1월 3월 4월 7월 11월2월 5월 9월6월 10월8월 12월

귤

멜론

감

복숭아

포도

딸기

블루베리

Fruit
Month

☑

☑

☑

☑

☑

☑

☑

과일 수확 체험 시기

302 292 365*64

302 292 575*73

184 660 145*20

관광 농원 히다카
나야마 농원

선샤인목장 과수원

観光農園日高

名山農園

サンシャイン牧場 果樹園

지역:고보 시  1kg : 1,000엔
0738-29-2348 (예약 필요)   있음

지역:가쓰라기 정  복숭아 무제한 시식 코스 :어른 2,000엔, 초등학생 700엔, 유치원 500엔 (1인 1개 복숭아 따기 + 1개 
포함)

090-4903-2858 (예약 필요)  있음

지역:이나미 정
무제한 시식 코스: 어른 1,000엔, 3세 이상 800엔 (테이크아웃은 별

도 요금) 　 090-4764-2155 (예약 필요) ,0738-44-0351 (네비게이
션 용)  있음

P.29 B-2MAP

P.20MAP

P.29 B-2MAP

과일 수확 체험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성에게 인기인 황금 복숭아

포도 수확 체험 후엔 동물과의 만남

106 088 871*86 Katsuragi Town

Inami Town

Gobo City

Aridagawa Town
Gobo City

Kamitonda Town

Hirogawa Town

봄에는 딸기, 미니 토마토, 꽃, 여름에는 수박과 멜론 수확이 가능합니다. 
예산에 맞추어 딸기, 미니 토마토, 꽃 수확 체험을 함께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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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0.4

Visitwakayama.jp

Go on   a road trip

와카야마 현 관광교류과
640-8585 와카야마 시 고마쓰바라도리 1-1   

전화 +81-73-432-4310   웹사이트 visitwakayama.jp   메일 e0625001@pref.wakayama.lg.jp

www.facebook.com/visitwakayama/

www.instagram.com/visitwakaya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