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4월



●도쿄

●나고야

●

카나자와●

아이치현
P15～21

시즈오카현
P32～34

나가노현
P41～42

기후현
P22～27

토야마현
P37～38

이시카와현
P35～36

P28～29

시가현
P30～31

후쿠이현
P39～40

오사카 미에현

도혹쿠도

2019년10월1 현재의 요금임니다.

국보 이누야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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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t Information
아이치현 세토시

아이치현 도요타시

아이치현 도코나메시

아이치현 미나미치타초

일본최대의 마네키네코 전문 박물관. 고양이모양 
도자기에 페인팅 체험도 할 수 있슴니다. 나만의 오리지널 
마네키네코를 만들어보십시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아이치현내 제일의 단풍 명소.
약 ���� 개의 단풍잎이 염색되어 가을 경치는 압권.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아이치현 다하라시

아이치현 신시로시 
아이치현 도요카와시 

아이치현의 남단, 아쓰미 반도의 최첨단에 서는 
백악의 등대.
태평양에서 이세만·미카와만까지 바라보는 늠름한 
모습은 이라코의 상징인 동시에 "일본의 등대 ��
선"에 뽑혀 있슴니다.눈앞에 퍼지는 푸른 바다와 흰 
등대와의 조합이 아름답고, 맑은 날의 석양이 
가라앉을 무렵 로맨틱한 무드입니다.

아이치현 미나미치타초

아이치현 나고야시 아이치현 다하라시

이세만을 향해 위치해 있는 우쓰미, 산카이, 도요하마의 온천지를 총칭해 ""미나미치타 온천고""라고 부릅니다. 
해변을 따라 드라이브할 수 있는 국도 ���호 주변에 많은 온천 숙박시설이 있으며, 숙박시설에서 즐길 수 있는 
바다의 절경과 미카와만 국정 공원의 경치는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입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아이치 현청 건물은 쇼와 천황의 
즉 위  의 식 을  기 념 하 는  사 업  중  
하나로 쇼와 ��년(����)에 완성한 
역사 있는 건물입니다. 은행 건물의 
건축가로 이름을 떨친 니시무라 
요 시 토 키 와  도 쿄  긴 자 의  와 코  
빌딩을 건축한 건축가 와타나베 
진이 기본 설계를 담당하였으며, 
쇼 와 의  멋 스 러 움 이  이  건 물 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도요카와 이나리는 교토의 후시미 
이나리, 사가의 유토쿠 이나리 신사와 
함께 일본의 �대 이나리 신사 중 
하나로 ����년에 승려 도카이 
기에키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도요카와 이나리는 일본 불교인 조동종
( 曹洞宗 )의 사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도( 神道 )의 
신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여우의 신을 모시고 
있습니때문에 수천 개의 여우 조각이 있읍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신시로시 교외, 아이치현 동부 
구라가케야마에는 요쓰야 
센마이다라는 계단식 논이 있습니다. 
논의 가장 좁은 부분은 약 �미터 
정도로, 가장 낮은 장소에서 가장 높은 
장소까지 높이의 차는 ���미터 
이상입니다. 경사, 논의 서로 다른 
크기와 다양한 형태 때문에 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 모두 수작업의 전통적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향수 어린 거리풍경은 사진촬영지로서도 추천. 
도코나메 도자기 구매와 도예체험도 가능합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년 내내 온화한 미나미치타의 기후를 가득 담은 관광농원입니다. 
이곳의 자랑이라면 바로 계절별로 광대한 부지를 수놓는 꽃밭! 
입장료가 필요하지만, 꽃밭을 마음껏 산책할 수 있습니다. 한 면이 
모두 같은 종류로만 심어져 있는 꽃밭은 화려함 그 자체! 이 빼어난 
경관 덕분에, 이곳은 영화나 TV 촬영 등으로도 사용됐으며, 정보 방송 
등의 취재 장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이치현 한다시
 ���년 이상 이어온 것으로 
전해지는 카미사키( 神前 ) 
신사의 제례로서, 제신인 진무 
천황이 바다로부터 이 땅에 
상륙했다는 전설과의 인연으로, 
�량의 수레를 썰물 때 바닷가로 
끌어내렸던 것으로부터 이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마네키네코 뮤지엄

30 792 712*17

281 457 237*88

371 761 874*83

196 487 254*63

도메이 고속도로  나고아IC에서 차로 약 ��분
도카이 환상 자동차도로 세토아카즈IC 에서 차로 약 �min.

아이치현 도요타시
빨갛고 노란 단풍과 여린 분홍빛의 벚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소는 일본에 단 한곳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이치현 오바라! 
�년에 �번 꽃을 피우는 희귀한 벚꽃 품종인 
사계 벚꽃(시키자쿠라)은 봄과, 그리고 단풍을 
가장 보기 좋은 가을에 꽃을 피워,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아름답고 멋진 경치를 
만들어냅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281 814 227*35

17 281 745*82

오바라 사계 벚꽃 

도카이 환상 자동차도로  도요타 후지오카 IC에서 차로 약
��min.

도카이 환상 자동차도로  쿠라가이케 IC에서 
차로 약��min.

도자기 산책길

301 458 091*72
신도메이 고속도로 신시로IC
에서 차로 약 ��min. 43 542 521*78 도메이 고속도로 도요카와IC에서 차로 약 

�min.

196 482 151*33

4 349 214*7196 147 857*37

미나미 치다도로 코우IC에서 차로 약 �min.

나고야고속도로 히가시베쓰인IC에서 차로 약 
��min.

982 287 099*33
도메이 고속도로 도요카와IC에서 차로 약 
��min.

치다 오단도로  린쿠IC에서 차로 약 �min.

치다 오단도로  아구이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가메자키시오히카리 축제
관광농원 하나히로바

이라고미사키 등대

도요카와 이나리요쓰야 센마이다 

미나미치타 온천고 

아이치현 관청
메메다 강 유채꽃・벚꽃 축제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고란케이

다하라시의 메메다강변에서 
가와즈사쿠라( 河 津 桜 )
라 는  벚 꽃 과  유 채 꽃 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벤트. 
강 변 에  늘 어 선  포 장 마 차  
등 에 는  이  지 역 의  
어 린 이 들 이  손 수  만 든  
"츠루시비나"라고 불리는 

장식이 전시되어 있으며, 강변을 거닐면서 즐기는 스탬프 랠리와 포토 
콘테스트,연주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도메이 고속도로 오토와가마고리IC에서 차로 약 ��min.

미나미 치다도로 토요오가IC
에서 차로 약 �min.

https://www.aichi-now.jp/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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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찾아오시는길

아이치현
아이치현



https://inuyama.gr.jp.e.jm.hp.transer.com/

https://www.nagoya-info.j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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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누야마성 변두리

국보지정 천수각 위에서 바라보는 산천의 풍경이 가히 절경입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메이지기의 건물을 중심으로 “일본 최고급의 증기기관차” “교토 
시영전차”의 체험 승차를 비롯하여, 의상 체험, 미식 등 “메이지”를 보고, 
접하고, 맛보는, 체험형의 야외 박물관입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세계 각지에서 모아진 약 �,���
점의 민족 자료를 전시한 본관 
전시실과 ��개국 ��의 가옥이 
늘어서는 야외 전시장으로 구성된 
야외 박물관.세계의 미식의 먹으러 
돌아다니기나 민족 의상, 
엔터테인먼트 등, 세계의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쿠키 등의 과자 만들기 체험이 
대인기!
설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나 
과자의 성 오리지널 스토리의 
비디오도 봐 주세요.성내에는 
포토 스페이스도 많이 
설치했습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작은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시설이 가득합니다. 
또한 계절마다의 
이벤트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옥외 
레저 풀 “물의 낙원 
몬프르”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일본 원숭이 센터는 
박물관이자 동물원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다양한 
유인원의 생활 습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와 
학생들을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70 188 182*86
메이신 고속도로 고마키IC에서 차로 약 
��min.
츄오 자동차도로 고마키 히가시IC에서 
차로 약 ��min.
 

70 014 453*61
메이신 고속도로 고마키IC
에서 차로 약 ��min.
츄오 자동차도로 고마키 
히가시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메이신 고속도로 고마키IC에서 차로 약 
��분
츄오 자동차도로 고마키 히가시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4 139 791*44

나고야고속도로 �호 오다카선 
요비쯔키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70 189 598*55
메이신 고속도로 고마키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국보 이누야마성

메이지무라 박물관

일본 몽키센터

일본 몽키파크

아츠타 신궁

야외 민족 박물관 리틀 월드

이누야마성 변두리는 
이누야마성의 축성에 따라, 
원래 있던 마을을 정비하고 
만들어졌습니다.현재도 
에도시대와 변하지 않는 
토지 구분(마을의 구획)가 
그대로 남아, 에도부터 
쇼와까지의 역사적인 
건조물이 늘어섭니다.

70 190 280*01

메이신 고속도로 고마키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4 892 564*76

메이신 고속도로 고마키IC
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70 137 707*55

메이신 고속도로 고마키
IC에서 차로 약 ��min.
츄오 자동차도로 고마키 
히가시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들 요시나오의 거처로 
나고야성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고야성은 전쟁 중 
소실되었으나 ����년, 긴샤치를 
올린 �층 대천수각과 소천수각이 
재건되었습니다. 대천수각에서는 
중요문화재인 장벽화 및 역사 
자료를 전시하고 있으며, �~�
층에서는 '실물 긴샤치 모형', '돌 
끌기 체험', '가마 타기 체험'  등을 
즐길수있습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NEP+AIP

실물차량 전시 외에도, 각종 가상체험과 
철도모형을 통해 철도의구조와 역사를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약 �� 헥타르의 넓이를 자랑 무성한 부지에 
동물원을 비롯해 식물원, 히가시야마 
스카이 타워, 유원지가 병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푸드 코트도 병설되어있어 하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NEP+AIP

����년 �월에, 돔내구 직경 ��m 세계 최대 규모의 플라네타륨 ʻBrother 
Earth’를 갖춘 신관이 오픈 하였슴니다. 마이너스 ��℃ 실내에서 즐기는 
오로라 영상과, 높이 �m의 인공 회오리 바람 등 자연의 위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지 대형전시청도 관람을 추천합니다.

4 348 529*17
나고야고속도로 �호 쿠수노키선 
쿠로가와IC에서 차로 약 �min.
나고야고속도로 도신칸죠선 
마루노우치IC에서 차로 �min.

4 288 369*84
나고야고속도로 �호 히가시야마선
시라카와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나고야 성

아츠타 신궁은 �종의 신기 중 하나인 구사나기노 미츠루기 신검을 신체로 
모시고 있으며, 이세신궁 다음으로 큰 신궁으로서 매년 약 ���만명의 
참배자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NEP+AIP

4 015 442*05
나고야고속도로 �호 도카이선 
키바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4 138 893*88

나고야고속도로 �호 
오다카선 요비쯔키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152 476 618*80
이세완간고속도로 메이코우 츄오IC 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나고야항 수족관

LEGOLAND® Japan

시로토리 정원
기소 온타케에서  발원한 기소강이 
이세만의 대양으로 흘러가는 모양을 
모티브로 한 지센 회유식 일본 
정원입니다. 원내에는, 본격적인 
일본의 옛   스키야 건축 양식인  
다방도 있다. 연중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되고있습니다. 

나고야시 과학관

리니어・철도관

히가시야마 동식물원

4 267 107*72
나고야고속도로 �호 히가시야마선 시라카와IC
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15 247 743*26
이세완간고속도로 메이코우 츄오IC 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Tourist Information

©2018 The LEGO Grou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NEP+AIP

나고야 수족관은 나고야 
미나토 지구에 있습니다.
남관에서는 '남극으로의 
여행'을 테마로, 일본의 남극 
관측선 '후지'가 일본에서 
남극에 도착하기까지의 
코스를 따라 �개 수역에 사는 
생물을 그 자연 환경과 함께 
소개합니다. 북관에는 매우 큰 
야외 싱크대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관객은 자리에 앉아 
재미있는 공연을 볼 수 있으며 
수영장 뒤쪽의 대형 
화면에서도 공연을 
실시간으로 재생합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AIP

LEGO®의 세계로 
빠져보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야외키즈 테마파크.

이누야마시
아이치현 아이치현

나고야시

과자의 성



ht tp : / /www.gamagor i . jp/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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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고오리에는 각각 특색있는 �개(미야 
온천,가마고오리 온천,카타하라 온천,
니시우라 온천)의 온천지가 있습니다. 온천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여관이나 식사 등 가마고오리 체재를 더욱 풍부하게 해 드리는 "대접"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전설의 항구마을의 이미지를 하고 있는 
테마 파크. 매력적인 어트랙션과 즐거운 
이벤트를 시즌별로 개최 하절기에는 �개의 
수영장을 자랑하는 아이치 현내 최대의 
워터 파크로 변신합니다.
또한, 일본 최초 ���°로 펼쳐지는 �D맵핑도 
매일 밤 개최하고 있습니다.

길이 ���미터의 다리로 육지와 연결 
되어, 국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 되어 
있는 가마고오리의 심볼 "다케시마". 
다케시마다리는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로 불리우고 있으므로, 상대방과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건너 
주십시오. 부부・커플이 방문하셨을 
때에는, 꼭 사이좋게 손을 잡고 
걸어보시는게 어떨까요.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가마고오리 오렌지 파크에서는, �월 ~ �월에는 딸기 수확, �월 ~ �월에는 
메론과 포토 수확, ��월 ~ ��월은 귤 수확 등, �년 내내 제철 과일 수확을 
즐길 수 있음과 함께, 레스토랑이나 미카와 명산품의 기념품 판매도 하고 
있는 관광 시설 입니다.

【각 체험 유료, 예약 필요】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51 223 577*60 JR가마고오리역 자동차 이용 약 ��min.

51 223 576*03 도메이 고속도로 오카자키IC에서 차로 
약 ��min.

(가쿠큐　핫초 미소) 

마루야 핫초 미소)

51 723 501*00

51 723 377*85 도메이 고속도로 
오카자키IC에서 차로
약 ��min.

51 197 598*37
도메이 고속도로 오카자키IC에서 차로 
약 ��min.

가마고오리 온천 

아이치현 가마고리시에 위치한 다케시마 
수족관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사육중인 물고기 수가 일본에서 가장 
많습니다. ����년 개관하여, ���종 
이상의 해양 생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범상어와 미에현과 와카야마현에서 
포획된 거미게, 바다사자도 있습니다. 
바다사자 쇼는 하루에 �번 개최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유명 브랜드부터 생활 잡화까지 갖추어져 
있는 「아울렛&바자」, 활기찬 바다의 맛을 
느끼며, 구매할 수 있는 「생선 시장」, 
본격적인 레스토랑이 모여있는「씨사이드 
레스토랑」에서 리조트 분위기를 만끽.

자연이 풍부한 미카와만을 바라보고 있는 복합형 리조트「라구나텐보스」
에서는, 엔터테인멘트나 먹거리&쇼핑, タラソテラピー와 온천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해양 레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다케시마 수족관 

라구나텐보스

51 216 540*13 도메이 고속도로 오카자키IC에서 차로 
약 ��min.Access

개최일 : ����/��/�� - ����/��/��
가타하라 온천은 가마고리 온천 마을 중 
하나이고 그 온천에 있는 호다 연못 
주변이 "수국 마을"로 만들어져, 
산책로를 따라 약 �만 그루의 수국이 피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조명이 비쳐 낮과는 
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가타하라 온천 수국 축제 

라구나 페스티벌 마켓

핫초 미소

라구나시아

가마고오리 오렌지 파크

51 374 127*32

도메이 고속도로 오카자키IC에서 
차로 약 ��min.

오카자키 성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태어난 
성. 에도시대, 오카자키 성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탄생한 성으로서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추천 플랜: CEP+NEP+AI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P

핫초 미소는 에도 시대 초기부터 
사랑받아온 향토 요리. 지금도 가쿠큐와 
마루야 두 곳에서 당시 제법으로 
전통의맛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공장 
견학도 할 수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

오케하자마 전투에서 진 이마가와군에 
있었던 이에야스공은 이 절에 도착해 
조상의 무덤 앞에서 자살하려 했으나, 
다이주지 도요쇼닌으로부터 말씀을 
받들어, 자살할 생각을 버리고, 에도 
막부를 세울 결심을 새롭게 한 장소입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

51 815 666*74 도메이 고속도로 오카자키IC에서 차로 
약 ��min.

오카자키 성
핫초 미소는 에도 시대 초기부터 
사랑받아온 향토 요리. 지금도 가쿠큐와 
마루야 두 곳에서 당시 제법으로 
전통의맛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공장 
견학도 할 수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

51 724 342*61
도메이 고속도로 오카자키IC에서 차로 
약 ��min.

51 850 182*87 도메이 고속도로 도요타 히가시IC에서 차로 
약 ��min.

51 724 342*61

도메이 고속도로 오카자키IC에서 차로 약 ��min.

그레이트 연무

미카와 무사 저택 이에야스관

다키산 도쇼구 

다이주지 절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이에야스를 
지지한 도쿠가와 사천왕 등 �명의 전국 
무장으로 이루어진 부대. 오카자키 공원 
내에서 볼 수 있으며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

핫초 미소는 에도 시대 초기부터 
사랑받아온 향토 요리. 지금도 
가쿠큐와 마루야 두 곳에서 당시 
제법으로 전통의맛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공장 견학도 할 수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

다키산지( 滝山寺 )와 다키산 도쇼구( 滝山東
照宮 )는 오카자키 북부에 위치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재보입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in.

계략 시계

오도와가와 물고기 잡이

신도메이 고속도로 오카자키 히가시IC에서 
차로 약 ��min.

51 724 342*61

도메이 고속도로 오카자키IC에서 차로 
약 ��min.

51 724 342*61 도메이 고속도로 오카자키IC에서 차로 약 
��min.

Tourist Information

아이치현 오카자키 오도와가와에서 
봄부터 여름까지 바비큐 요리를 제공하며,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메밀 국수와 곤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물고기 잡이 시즌 : � 월 상순 ~ �� 월 하순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in.

51 625 882*72

가마고오리 다케시마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오카자키시 가마고리시
아이치현 아이치현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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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라 위키 해변

성 변두리

사쿠 섬 

17 170 459*13

Tourist Information

니시오를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성곽 도시.
여기에는 많은 볼거리가 있으며, 천천히 
산책하고 천천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역사 
공원에있는 오미의 집에서 맛차를 맛볼 
수있을뿐만 아니라 미소 양조를 방문하고 체험 
할 수도 있습니다! !! (사전 예약 필요)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열대풍격으로 많들어진 해변. 미야자키 해변에서 에비스 해변까지의 
해변은하와이 와이키키  을 테마로한 "키라 위키 해변"이라고합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

니시오시에서  
산책하며서 세계의 

주목을 끄는 맛차 
디저트를 맛보십시오. 

여기에서 다양한 일본 및 
서양 디저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7 170 459*13

키라쵸

맛차 디저트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키라쵸는 많은 유적지와 
문화재가있는 지역입니다.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명소를 
방문하면서 또한 문화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학이 
만나는 곳에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매년 �� 일 저녁 (� 월 초)에는 맛차 마을에서 만 체험할수 있는 
이벤트 가있습니다. 맛차 공장 (말차와 작은 간식 포함)을 방문 할 
수있을뿐만 아니라 차를 따는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17 025 665*52
국도 ��호 니시오 히기시IC에서 차로
 약 ��min.
도메이 고속도로 오카자키IC에서 차로
 약 ��min.

국도 ��호 니시오 히기시IC에서 차로 약 ��min.
도메이 고속도로 오카자키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미카와 유리공예미술관

맛차 따기 체험 및 맛차 공장 방문

http://nishiokanko.com/ko니시오시
아이치현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사쿠시마 섬은 인구가 ���명 
정도 되는 섬입니다. 
섬에서는 신선한 해물 요리를 
식당과 레스토랑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이 박물관은 ���� 년에 기네스 (Guinness)가 인증 한 세계 최대의 
만화경을 포함한 독창적 인 예술로 유명합니다. �층의 체험 수업에서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샌드 블라스팅 메뉴를 통해 유리예술품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4 348 397*30

17 048 878*22

국도 ��호 니시오 히기시IC에서 차로 
약 ��min.→호수 정기선 ��min.
도메이 고속도로 오카자키IC에서 차로 
약 ��min.→호수 정기선 ��min.

찾아오시는길

국도 ��호 니시오 히기시IC에서 차로 약 ��min.
도메이 고속도로 오카자키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196 716 326*78 국도 ��호 니시오 히기시IC에서 차로
약 ��min.
도메이 고속도로 오카자키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국도 ��호 니시오 히기시IC에서 차로 약 ��min
도메이 고속도로 오카자키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Tourist Information
기후현 시라카와마을

기후현 히다시

기후현 나카쓰가와시

기후현 에나시

기후현 에나시

기후현 세키시

기후현 나카쓰가와시

심심산곡・시라카와촌에 「갓쇼즈쿠리」라고 불리는 취락이 
있다지금도 민가 생활모습이 살아숨쉬고 논 등 마치 한폭의 
그림과 같은 사토야마(마을 산)의 풍경이 남아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호수가 만들어 낸 인공 명승지・
에나쿄 협곡. 봄에는 벚꽃이 
아름답게 피고 가을의 단풍도 
훌륭하다. 절벽이 솟은 호숫가에 
기암・괴석이 나란히 선 절경은, 
되도록 유람선에서 조망하고 싶다. 

��분 정도로 주유(周遊)할 수 있는 
고속선 이용 가능.

나에기성은 천연의 거대한 바위를 
사용하여 지어진 것으로, 일본에서도 
매우 희귀 한 산성입니다. 연령대가 
다르면 석재 벽을 쌓는 방법이 
다양한것이 특점입니다.  
또한, 성 전망대에서 한눈에 보는 풍경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 대 산 중하나 인 에나산이나 기요가와의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히다에 남는 또 하나의 옛 거리 풍경으로 
알려져 있는 히다 후루카와. 흰 흙벽구조 
건물과 사찰 돌담을 배경으로 하여 �,���
여 마리 가지각색 잉어가 있는 세토가와 
강은 차분한 풍취와 일본의 정서 물씬 
풍기는 경관 조카마치(옛 성읍마을)히다 
후루카와의 주요 명소.

독일 졸링겐과 함께 세계적인 칼 생산지로 이름 난 세키시. 현재도 직인이 갈고 닦아 온 
기교를 발휘해 일본도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
세키 대장간 전승관은 ���년에 걸친 일본도 직인 기술을 오늘날에 전하는 시설. 자료, 
영상물이 상시 전시되어 있고 고식 일본도 단련(제작)이 일반 공개되는 날도 있다.

549 108 106*01

191 517 745*45 

178 383 766*76 

찾아오시는길

츄오자동차도로 
나카츠가와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JR 다카야마본선 히다후루카와 역 도보 
�min.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세계유산 시라카와고

세키 대장간 전승관

마고메주쿠 역참 마을

나에기 성

이와무라 성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츄오자동차도로 나카츠가와IC에서 차로 약 
��min.

368 669 734*38 찾아오시는길

178 343 167*63

츄오자동차도로 에나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178 184 693*73

도카이호쿠리쿠 고속도로 세키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70 515 369*48

이와무라 성은 야마토의 돗토리성 
(나라현)과 마츠야마 성 (오카야마 
현)과 함케 일본 �대 산성 중 하나.
이성은 해발 ���m에 세워지고 고저 
차가 ���m인 험준한 천연 지형을 
교묘하게 이용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성으로, ���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슴니다. 안개가 생기기 쉬운 
날씨까지도 성 건축에 활용되어, 
일명 '기리가성(안개의 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츄오자동차도로 에나IC에서 차로 약 ��min.

이 브랜드 소의 육질은 
섬세하고 부드러워, 녹아나는 듯한 

풍미는 쇠고기의 예술품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일품. 스테이크, 샤브샤브등, 

다양한 조리방법으로 맛 볼 수 있다.

"

도카이호쿠리쿠 고속도로 시라카와IC
에서 차로 약 �min.

히다소

22

지난날 도쿄와 교토를 
잇는 가이도(주요도로)
였던 나카센도. 이 
가이도를 따라 역참 
마을이 다수 존재해 
있었으며, 이곳 
마고메주쿠는 그 역참 
마을 중의 하나. 
쓰마고주쿠와 함께 
미슐랭 그린가이드의 
별하나를 획득한,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

http://travel.kankou-gifu.jp/ko/

기후현 기후현

세토가와 강과 흰 흙벽구조 건물 거리

에나쿄 협곡



기후현 도키시 

기후현
요로쵸

기후현 세키가하라쵸

기후현 미노시

기후현 히다시

기후현 다지미시 

기후현 히다시

웅대한 로키 산맥 기슭에 펼쳐진 
미국 콜로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미지화해 만든 시설에 약 ���개의 
가게가 줄지어 들어서 있다. 국내, 
국외의 일류급 브랜드 직영점이 
아울렛 제품을 판매해 하루 종일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규모. 패션은 
물론 인테리어 잡화와 화장품들도 
모두 갖춰져 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레일 마운틴 바이크 ʻ갓탄고!!’는 
히다시에서 탄생한 산악 오토바이와 
폐선 후의 철로를 조합한 새로운 
감각의 놀이 기구입니다. 철도 레일 
위를 자전거로 달리기 때문에 
사이클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갓탄곳톤
(덜컹덜컹)”이라는 레일 이음매의 진동과 
소리를 느끼며 철로 위를 달려 나갑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km
운전 시간: 약 �h

일본의 폭포 백선 및 명수 백선으로 선정된 폭포. 
효자 아들이 폭포의 물을 담더니 술로 
바뀌었다는 전설 「요로 효자 전설」 등의 고사도 
있다.
이 폭포는 요로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봄에는 약 
����구루 벚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단풍의 
그라데이션이 매력. 현대미술가 아라카와 
슈사쿠와 시인 매들린 진스씨가 구상한 프로젝트 

「요로 덴메이한텐지(천명 반전지)」도 공원 부지 
내에 있다.

이곳이 바로 전국시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세키하라 전투의 전장입니다.
이 고대 전장에는 기념비, 도쿠가와, 
이시다 가문의 디자인으로 그려진 깃발, 
휴게소가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전장의 서북쪽언덕에는 이시 다장군
(서부 군 장군) 이 이용하였던 수용소기 
있습니다. 적의 공격에 견딜 수 있도록 
산기슭에 세워진 석마가 
복원되었습니다.
또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마지막 
전선"마루야마 불꽃 놀이및전장과 같은 
멋진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히다 사토야마 사이클링은 아름다운 
일본의 산마을을 돌아보는 가이드 투어. 
사이클링으로 일본 시골의 생활상을 
느껴보는 것은 어떠세요？산마을에서 
생활하는 히다 주민들, 초여름의 강놀이, 
햇빛에 쬐인 벼이삭, 절임 준비, 춥고 긴 
겨울, 남몰래 조용히 거행되는 레이사이 
제사 등.

98 305 427*51

70 515 369*48

191 517 825*21 

도카이호쿠리쿠 고속도로 
요로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242 130 082*54 메이신고속도로 세키가하라IC에서 
차로 약 �min.

70 754 177*35 
도카이간죠 자동차도로 미노IC에서 
차로 약 �min.

도키 프리미엄 아울렛

요로의 폭포

히다 사토야마(산마을) 사이클링

모자이크 타일 뮤지엄

세키가하라 고전장

우다쓰 (가옥 방화벽) 를 높이 쌓은 풍경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JR 다카야마본선 히다후루카와 

역 도보 �min.

도카이간죠 자동차도로 
도키미나미타지미IC에서 차로 약 �min.

기후현 다지미시  하기와라 쵸의 
모자이크 타일 생산은 일본 � 위입니다.
모자이크 타일은 ��cm� 미만의 작은 
타일으로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색상과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 
매력을 대중에게 전하기 위해 ���� 년 
� 월에 다지미시 하기와라쵸의 중심에 
모자이크타일박물관은 
설립하였습니다.

98 154 464*78

도카이간죠 자동차도로 
도키미나미타지미IC에서 차로 약 
��min.

191 832 845*13

도카이호쿠리쿠 자동차도로 
히다키요미ICIC에서 차로 약 ��min

「우다쓰」란 지붕 양 끝단을 한계단 높혀 화재 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만든 방화벽을 뜻한다. 부유하지 못한 집은 「우다쓰」를 쌓을 수가 
없다는 데서 「우다쓰가 오르지 않는다 (＝출세를 못한다)」는 표현이 
쓰이게 됐다고 한다.
미노시는 에도시대 상인의 거리로 「우다쓰」가 많이 남아 있어 
국선중요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된 옛 거리 풍경을 보면서 
산책할 수 있다.

레일 자전거  Gattan Go

기후현은 일본에 가장많은 아마추어  
가부키극장를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에서는 아마추어 가부키 보존 협회의 
정기적 인 공연 이외에도 일년 내내 
현지의 작은 극장에서 가부키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후현

아마추어 가부키와 
아마추어 가부키 극장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기후현 기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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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다 세세라기 가도

620 381 414*75
JR 다카야마본선 다카야마 
역에서 차로 �h.

다카야마 옛 거리풍경

안코쿠지절 경장

가류자쿠라

신호다카 로프웨이

191 494 532*15

츄부쥬간자동차도로 다카야마IC
에서 차로 약 ��min.

191 015 244*83

JR 다카야마본선 다카야마 
역에서 차로 �h��min.

191 163 497*51
츄부쥬간자동차도로 다카야마니시
IC에서 차로 약 ��min.

히다 세세라기 가도는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있는 편안한 운전 경로입니다. 길을 따라 
아름다운 녹색 식물과 맑은 개울이 
있습니다.신선한 녹색 나무숲과 아름다운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신록을 구경하기 가장 좋은시기 : � 월 
중순에서 � 월 중순
단풍을 구경하기 가장 좋은시기 : �� 월 
중순에서 �� 월 중순

509 228 855*11 도카이 호쿠리쿠자동차도로 구죠하치만IC
에서 차로 약 ��min.

오쿠히다 온천향

620 886 400*55 JR 다카야마본선 다카야마 역에서 차로 �h.

191 015 244*83 츄부쥬간자동차도로 다카야마IC
에서 차로 약 ��min.

�층식 곤돌라를 타고 해발 �,���ｍ 구름 위 
세계로. 산꼭대기 전망대에서는 북알프스 
산을 ���도 조망할 수 있다. 가을에는 
저녁노을이 질 무렵까지 로프웨이 
운행시간이 연장되는 기간도 있습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

70 754 177*35

츄부쥬간자동차도로 다카야마니시IC
에서 차로 약 ��min.

노리쿠라다케 산, 노리쿠라 스카이라인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

국가지정 중요 전통적 건축물군 보존지구
다카야마 시내에 흐르는 미야가와[宮川]강 
동쪽에는 고색창연한 거리가 남아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에도시대의 집들이 남아 있는 
것이 산마치입니다. (이치노마치, 
니노마치, 산노마치) 성곽도시인 
다카야마의 모습을 가장 많이 남기고 있고 
술양조장과 격자집들이 이어진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는 국가로부터 중요 
전통적 건축물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안코쿠지 경장은 ����년에 건립되어 
히다에서 유일한 국보 건조물입니다. 또한 
내부의 팔각윤장은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
古)의 윤장(회전 서가)입니다. 이 윤장에는 
당시 명나라(현재의 중국)로부터 입수한 
대장경(현존 �,���첩)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https://www.hida.jp/hangul/index.html다카야마시 기후현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

각 민가에는 농촌과 산촌의 생활과 
문화를 볼 수 있는 귀중한 민예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공예부락에서는 
히다옻칠, 직조, 염색등 전통공예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민예교실> 
에서는 짚 공예와 누비옷 등 히다의 
민예품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
추천 플랜: CEP

일본의 북알프스 기슭에 자리잡은 오쿠히다 
온천향에는, 히라유・후쿠지・신히라유・
도치오・신호다카 등 �개 온천지가 있습니다. 
철따라 변하는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노천탕이 충분히 정비돼 있어, 그 수는 
일본에서 가장 많습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

하다노사토 민속마을 가지와 줄기의 형태가 용이 누워있는 
모습과 닮아 가류사쿠라(臥龍桜)라 
불어왔습니다. 이 나무는 ����년 이상 
수명이 있고, 일본의 국가 자연 기념물로 
지정뒤여  있습니다.
꽃구경 계절：�월 중순～하순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

북알프스의 최남단에 솟아 있는 
노리쿠라다케.
��개 봉우리와 �개 호수, � 군데 평원으로 
이루어진 고지를 총칭하여 <노리쿠라다케>
라고 부르며 해발 �,���미터인 겐가미네가 
최고봉입니다. 산악도로로서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해발을 통과하는 노리쿠라 
스카이라인을 달리면 해발 �,���미터 
지점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

24



이 대불은 높이 ��.�m, 귀 길이 
�.�m, 코 높이 �.�m이며 
에도시대인 ����년에 ��년의 
세월을 들여서 완성시켰습니다. 일본 
�대 대불 중의 하나로 꼽히는 이 
대불은 기후현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불은 나무와 대나무 점토로 형상을 
만들고 그 위에 경문을 쓴 와시(일본 종이)
를 풀로 부친 다음에 옻칠하고 그 위에 금박을 입혀서 마무리하는 
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기법으로 만든 불상 중에서는 일본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대나무를 바구니와 같이 겯어서 골격을 
제작한 것에 유래되어 친근감 있게 '바구니 대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8 648 846*23

28 648 846*23

28 648 8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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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도카이호쿠리쿠 자동차도로 
기후카가미가하라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도카이호쿠리쿠 자동차도로 
기후카가미가하라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도카이호쿠리쿠 자동차도로 
기후카가미가하라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도카이호쿠리쿠 자동차도로 

기후카가미가하라IC에서 차로 약 ��min.

Tourist Information
에도시대의 유학자 하야시 라잔은, 게로온천을 아리마, 
구사쓰와 함께 “천하의 삼묘 샘”이라고 칭했습니다.����년의 
게로역 개업 등, JR 다카야마선의 개통이나 국도 ��호의 전선 
개통에 의해 발전해 왔습니다.
����년부터는 온천 보호 때문에 온천의 집중관리를 실시해, 
현재 ��도의 온천을 각 여관에 하이유하고 있습니다.

게로시 오사카마치는 풍부한 삼림이 저축한 물이, 수량 풍부한 다니가와가 
되어, 미타케의 험한 저변을 달려 내리기 위해 동내의 이르는 곳에 폭포가 있어, 
낙차 �m 이상의 폭포가 현재 ���개소 이상 확인되어, 폭포의 양 일본 유수를 
자랑하는 마을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러한 폭포를 둘러싼다 “오사카의 폭포 순회”는, “기후의 보물의” 인정 제
�호에 인정되었습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못자리 벚꽃의 이름의 유래는, 그 아름다운 
벚꽃의 개화를 기다리고, 마을 사람이 못자리
(벼모종을 만들기 위한 논)의 준비를 
시작했다는 이미로 이 이름을 지였다고 함니다.
약 ���년이라고 말해져, 그중의 �개는 나무의 
높이 ��m, 알현 주위 �m, 다른 �개는 나무의 
높이 ��m, 알현 주위 �m로, 수세는 지금도 
번성합니다.못자리 벚꽃은, 아래는 �개의 자매 
자쿠라였습니다만, ����년에 �개가 고사해, 
현재 �개가 남아 있습니다.
볼 만한 시기는 �월 초순부터 중순입니다. 

온천 거리에있는 게로온천 
갓쇼무라은 시라카와 고 
등의 가쇼 양식 집 �� 곳을 
이전하고 가쇼 양식 
건물을 복원했습니다.
도예와 종이낚시와 같은 
체험 시설뿐만 그림자놀이 
극장도 있습니다. 
그림자놀이 극장에서는 
그림자놀이를 즐길 수있어 
일본의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깊이 감상 할 
수 있습니다.

����년 역사를 가진 「우카이(가마우지 낚시)」는 우쇼(가마우지를 
길들여 고기를 잡는 어부)가 가마우지를 사용해 고기를 잡는 고전적 
어로법. 긴카산과 그 산꼭대기에 세워진 기후성 아래에서, 칠흑같은 
어둠 속에 붉게 타는 카가리비(화톳불)가 강 수면에 비칩니다. 오랜 
옛날에 시간여행을 떠난 것만 같은 그윽함의 경지로 끌려가는 한때. 
찰리 채플린은 우카이를 �번 구경하면서 절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기후시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인 “나가라강의 우카이”의 가치를 알기 쉽게 소개 
및 정보발신의 장으로 연중 영업을 하며, 예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개최 시기가 한정된 “나가라강의 우카이”에 대해 비수기에도 그 매력을 
전해드립니다.

이름 높은 전국(戰國) 
무장・오다 노부나가가 
본거지로 삼은 기후성. 
긴카산 꼭대기에 세워 져 난공불락의 
성으로 불리웠습니다. 성 내부에 전시된 
갑주나 일본도도 사납습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나가라바시 남단의 우카이 관람선 승선장에서 이어지는 거리 일대를 '가와라마치'라고 하는데 
지금도 격자문 등 옛날 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통 공예품인 '기후 부채'를 제조 판매하는 가게나 기후 명과 '은어 과자'로 유명한 과자 가게 등이 
영업하고 있으며 옛날의 가게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 상가를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새로운 형식의 음식점도 등장함으로써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맑은 물이 흐르는 나가라강, 기후성이 자리잡은 긴카산, 그 주변에는 온천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대부분은 나가라강가에 면하고 있으며 사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 환경 속에서 온천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천 물은 철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지하에서 갓 솟아 오른 원천 물은 무색 투명하지만 
공기를 접하게 되면 서서히 적갈색으로 변색됩니다.신경통, 관절통, 피로 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361 509 428*84 

772 480 612*67 361 145 759*73

361 509 698*34

츄오자동차도로 나카쓰가와IC에서 차로 약 �h
도카이호쿠리쿠 자동차도로 기후카가미가하라IC에서 차로 약 �h찾아오시는길

츄오자동차도로 나카쓰가와IC에서 차로 약 �h
도카이호쿠리쿠 자동차도로 기후카가미가하라IC에서 차로 약 �h��min.찾아오시는길

772 880 241*14

게로온천거리에서 차로 약 ��min.
도카이호쿠리쿠 자동차도로 
기후카가미가하라IC에서 차로 약 �h��min.

찾아오시는길

게로온천거리에서 차로 약 ��min.
도카이호쿠리쿠 자동차도로 기후카가미가하라IC에서 차로 약 �h찾아오시는길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족탕 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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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t Information
나가라가와 우카이 박물관

오사카마치의 폭포

기후 대불

가와라마치 일대

나가라가와 온천

기후 성

28 648 846*23

찾아오시는길 도카이호쿠리쿠 자동차도로 
기후카가미가하라IC에서 차로 약 ��min.

28 648 846*23

찾아오시는길 도카이호쿠리쿠 자동차도로 
기후카가미가하라IC에서 차로 약 ��min.

게로 온천 마을에서는 
백로의 족탕이나 비너스의 

족탕 등, 다양한 족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히다 강, 우마제 강을 비롯한 
시내의 풍부한 청류에 자라난 은어, 

아마고, 이와나 등의 민물 고기는 풍부하고 
윤택한 맛으로, 구이, 초밥, 조림 등의 요리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시내의 관광 야나, 향토 
요리점에서 신선한 은어 요리 등이 맛볼 수 있습니다.

����년 �월에 도쿄에서 개최된 “효과 은어회 스페셜 
inTOKYO”에서, 우마제 강의 은어가 훌륭히 그랜드 챔프으로 선거 

되었습니다

나쓰아키
토마토

민물 고기

시내의 표고 ���m 전후의 장소에서는, 낮과 밤의 한난 
차이가 커, 감미의 많은 나쓰아키 토마토로서 인기가 있습니다.

게로시에는 이 특산의 토마토를 사용한 요리가 가득하다.토마토 
주스나 토마토 카레를 비롯하여, 달짝지근해 삶은 히다 소와 버섯 위에 

특산의 토마토를 태운 “토마토 사발”은, 육즙과 토마토의 산미가 절묘한 
일품.게로온천의 신명물입니다.

게로온천

게로온천 갓쇼무라

https://www.gifucvb.or.jp/ko/

http://www.city.gero.lg.jp.k.zq.hp.transer.com/kankou/

기후현 기후현

나가라가와 강 가마우지 낚시

“못자리 벚꽃(나와시로자쿠라)”

기후시 게로시



��여가지의 어트랙션이 부설된 일본 
유수의 놀이공원. 세계최고의 스케일, 
최고 속도 ���km/h을 자랑하는 코스터 
“모비딕” 등 절규머신의 보물 창고. 
어린이 놀이공원 “키드타운” 등 
어린이나 가족 동반객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세계 최대급의 “점보 해수 
풀장”이 오픈.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38 894 262*78
이세완 자동차도로 완간나가시마
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계절마다 다양한 꽃과 수목을 감상할 수 
있는 꽃과 수목의 테마파크입니다. 일본 
최대급의 대지면적을 자랑하는 “꽃광장”
은 계절마다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나는 
인기있는 광장입니다. 꽃들의 만개 시기에 
맞추어 계절별로 행사도 개최되므로 언제 
찾아가도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추천 장소입니다.
겨울에는 국내 최대급의 윈터 
일류미네이션을 개최. 스케일 뿐만 아니라 
품질에도 정평이 나 있으며 원내가 
환상적인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38 894 262*78

이세완 자동차도로 완간나가시마
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미애현 쿠와나시

미애현 이세시

미애현 이세시

미애현 쿠와나시

미애현 스즈카시
F� 일본 GP, 스즈카 �시간 레이스
(Suzuka � hours Endurance Road 
Race) 등과 같은 빅 레이스가 
개최되는 국제 레이싱 코스를 
중심으로 유원지, 호텔, 레스토랑 등이 
들어선, 탈것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레저랜드입니다. 유원지 
'모토피아'에는 만 �세부터 혼자서 탈 
수 있는 놀이기구,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미션을 클리어하는 놀이기구 등 
어트랙션이 전체 ��종류 이상이나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38 035 548*08

히가시메이한 고속도로 
스즈카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편도 ��분의 공중산책으로 세계 유수의 규모를 
자랑하는 케이블카. 봄에는 철쭉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고추잠자리도 피서를 위해 찾아올 
정도로 시원합니다. 가을의 단풍은 ��월 
중순부터 ��월 하순까지 즐길 수 있으며, 빨강, 
노랑, 갈색의 짙고 연한 색깔이 산을 
물들입니다. 겨울에는 아름다운 '수빙과 
얼음폭포'가 감동적입니다.

음식과 곡물을 관장하는 신을 
모시고 있어 “의식주와 산업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경내는 풍성한 나무들로 덮혀 
있으며 신이 진좌하는 어정전까지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는 
참배길이 이어집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118 519 771*82 이세 자동차도로 이세니시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일본 신화 속 최고위의 신인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를 
모시고 있습니다. 신사 입구에 
걸린 우지다리는 일상과 신성한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하여 
양쪽에 높이 �.��m의 큰 
도리이가 세워져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

118 432 362*32

이세 자동차도로 이세니시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이세시 역 정면에 보이는 도리이부터 
게쿠까지 약 ���m 정도의 길입니다. 개성 
있는 상점이 즐비해 있으며 고풍스러운 
건물도 볼 수 있습니다. 게쿠부터 이어지는 
“이세 참배”참배길도 함께 걸어 보세요.

미에현

미애현 코모노쵸

게쿠 참배길 

이세 신궁 나이쿠 앞, 
우지다리 옆에서 
시영주차장 앞까지 
이스즈강을 따라 
이어지는 약 ���m의 
거리. 이세 지방 
특유의 “맞배지붕”, “팔작지붕” 양식으로 
지어진 가옥이 들어서며 기념품과 특산요리 등의 가게가 줄지어 
늘어섭니다. 참배를 마친 사람들과 나이쿠를 향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려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566 353 598*63 신메신 고속도로 코모노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오하라이마치 

이세 신궁（나이쿠）

이세 신궁（게쿠）

스즈카 서킷

28

https://www.kankomie.or.jp/ko/

고자이쇼 케이블카 

나가시마 스파랜드

나가시마 스파랜드

미에현기후현

매년 약 ��만명 이상이 
왜나막신(게다)을 신고 
유카타(일본식 욕의) 
차림으로 일본 전국에서 
모여든다. 관광객도 이 
지역 주민도 하나가 되어 
춤 추며 즐길 수 있어, 「보는 춤」이 아니라 「직접 춤추는 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월 중순~�월 상순까지 약 ��일간, 밤시간에 개최되며, 
축제 최종기간의 철야 춤은 �월 ��일～��일의 �일간 개최.

「구조 춤」 행사장에서 강 건너 ��분 정도 걸어간 곳에는 물이 깨끗하고 
맑기로 이름 난 구조하치만이 있다. 옛 민가가 들어선 거리 등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403 831 482*08 도카이호쿠리쿠 자동차도로 
히루가노고원S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알파카, 말,양 등 동물와 맛날수 있습니다. 봄, 여름애는 
꼿감상, 게울에는 눈놀이을 즐기수 있습니다.

TEL:����-��-����
【�/��～��월하순】

영업시간:��:��～��：��(�:��～토 일 공휴일)
휴무일: 연중무휴
입장료：어른 ����엔,　고등학생 중학생이상은 ���엔, 
�살이상＆소학생���엔

【��월중순～�월말】
영업시간:��:��～��:��
정기휴일: 화요일
입장료：어른 ���엔,　�살이상＆소학생���엔

보카노사도 공원

식품샘플 제작

스키장

597 004 280*70
도카이호쿠리쿠 자동차도로 
다카수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히루가노 피크닉 가든

289 896 392*24

도카이호쿠리쿠 
자동차도로 구죠하치반
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403 025 006*22 도카이호쿠리쿠 자동차도로 구죠하치반IC
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세계 유산의 하나 인 「나가라가와 은어」를 
체험 할 수있는 은어 테마파크입니다. 
재미있는 은어 잡기와 맛있는 은어구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업 시간 : �:�� ～ ��:��
휴무일 : 화요일 (화요일이 휴무일 인 경우 
다음 날로 변경) 및 연말 연시

403 610 366*35

도카이호쿠리쿠 자동차도로 시라도리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Tourist Information

구조하치만 박물관

나가라가와 은어 테마파크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

일본의 식당 등에서 예부터 진열유리상자 
등에 놓여있는 식품샘플의 발상지는 
구조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구조에 있는 여러 공장에서는 식품샘플 
제작을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다. 진품과 
똑같은 냉장고 자석, 자석 열쇠고리등 은 
선물로서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히루가노 언덕에는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핑크색 
피튜니아 꽃이  약� 만 송이, 
코키아가  약� 만 송이 
피여있습니다.
집라인 모험과 오프로드 차량 
와 같은 야생 활동도 있습니다. 
또한 풍성한 요리도 있슴니다. 
그중에서도 현지 재료로 만든 
음료와 고원 바베큐를  
권장합니다.

구죠 하치만 박람 관은 물과 춤의 
마을 「구죠 하치만」의 역사을 
이해할수있는 종합 박물관입니다. 
일년 사게절　편하게 「구조 춤」을 
체험 할수 있습니다.

주소: 
기후현군죠시하치만쵸도노마치��
전화번호: ����-��-����
영업시간:�：��～��：��
(구조 춤 축제때에는 ��:��까지)
휴무일: ��/��～�/�  
입장료：어른 ���엔; 어린이 ���엔 

구조시에는 ��개 
스키장이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푸로까지 
만족할수있는 
각종코스가 완비 
하여있다. 윈터 
스포츠후에는 
온천으로・・・

https://www.gujokankou.com/en/

구조 춤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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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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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현 이가시
건물 겉보기엔 특별한 것도 없는 매우 평범한 
초가집 농가이지만, 가옥 곳곳에 집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구노이치(여성 닌자)가 안내해 
줍니다. 벽에 숨기, 특수장치문, 숨기기 등의 
시연을 곁들이면서 설명해 줍니다. 수리검 
던지기(유료)와 벽에 숨기를 체험할 수 있는 
'닌자술 체험광장', 진짜 닌자 도구를 
전시하면서 닌자술 체험도 실시하는 '닌자술 
체험관ㆍ닌자 전승관', 닌자 오리지널 상품 매점 
'Ninja보'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131 675 205*80
히가시메이한 고속도로 
카메야마IC에서 차로 약 
��min.→메이한 국도(무료) 
나카세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118 536 566*13

이세 자동차도로 이세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사육하고 있는 동물의 종류가 일본에서 
가장 많습니다!! 약 ����종 �만 마리에 
달하는 바다/강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도바 수족관에 가시면 일본에서 
유일하게 사육하고 있는 듀공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설치한 체험형 존 '기적의 숲' 내에는 폭포와 구름다리도 있습니다.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라도 가슴 설레며 즐길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의 쇼가 매일 개최됩니다! 많은 아이돌과 
만나러 오세요!! 

토바 수족관

오카게요코쵸

118 536 350*10

이세 자동차도로 이세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다키가와 강 상류로 이어지는 
수많은 폭포가 아름다운 
대자연의 아트를 만들어내는 
아카메시주하치타키 폭포군. 
봄에는 산벚꽃과 황매화, 
초여름에는 신록,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과 얼음폭포 등 
계절마다 운치가 달라지는 
경관과 음이온이 풍부한 
삼림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곳은 여전에 닌자 훈련기지 
였기 때문에 「닌자의숲」에서 
위해닌자 의상을 입고 닌자 
훈련을 경험할수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266 506 622*56

찾아오시는길 히가시메이한 고속도로 
카메야마IC에서 차로 약 
��min.→메이한 국도(무료) 
우애노IC에서 차로 약 ��min.

구마노 옛길 이세길 중에서 으뜸으로 
손꼽히는 돌길이 아름다운 노송나무 숲 
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나키지조 
등의 사적도 많이 남아 있어, 구마노 
옛길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개에서부터는 정상의 절경이 뛰어난 
덴구라야마 산과 빈시야마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 코스와 하이킹 코스도 
있습니다. 고개에서 내려가면 나오는 
마고세 공원은 벚꽃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331 340 791*15

찾아오시는길 키이혼센 자동차도로 미야마IC에서 차로 약 
��min.

표고 ���m에서 리아스식 해안이 
아름다운 아고 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펼쳐진 
복잡한 해안선과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아고 만 풍경은 
이세시마의 여러 풍경들 중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338 276 367*26

찾아오시는길 이세 자동차도로 이세니시IC에서 
차로 약 ��min.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요코야마 전망대 

미에현 시마시

미에현 키호쿠쵸 등

미에현 나바리시

미에현 토바시

이가류 닌자 박물관(닌자야시키)

에도, 메이지 시대의 건물을 
옮겨와 그 당시의 거리를 재현한 
곳입니다. 약 ��,���㎡ 의 대지 
내에는 기념품 가게와 음식점 등 
��개 점포가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의 골목 분위기를 간직한 
공간도 있어 운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신화의 줄거리를 
영상이나 일본 종이로 만든 인형으로 소개하는 ʻ오카게자 신화의 집’이나 
신온북 연주 등 다양한 행사도 있어 즐겁습니다.

아카메시주하치타키 폭포군 

미에현 토바시
“진주 왕”이라 불렸던 미키모토 
고키치가 세계 최초로 진주 
양식에 성공한 섬. 진주 박물관, 
미키모토 고키치 기념관, 숍과 
레스토랑 등 섬 전체가 관광 
시설입니다. 다양한 진주 제품이 
두루 갖추어진 “펄숍”에는 
미키모토 진주섬 오리지널 
아이템도 있어 진주 쇼핑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구마노 옛길 이세길

미애현
해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선한 조개를등 
해물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338 034 062*55

338 499 189*17

338 498 156*55 하치만 가마도
오오사츠 가마도

사토미안

미키모토 신쥬지마

해녀 오두막 체험　
하치만 가마도・오오사츠 가마도・사토미안

Tourist Information
시가현

시가현 다카시마시

시가현 나가하마시

시가현 오쓰시

시가현 히코네시

시가현 다카시마시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로 시가(滋賀) 
현에 위치함니다. 면적은 ���km²로 
시가(滋賀) 현 �/�을 차지함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히에이잔 산에 광대한 사원 부지를 갖고 있는 
히에이잔 엔랴쿠지 절은 천태종의 총본산이며, 
����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년에 
일본유산으로 각각 등록되었습니다. 드라이브 
웨이, 케이블, 각종 버스 등을 이용해 산 위까지 비교적 간단하게 
참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랴쿠지 회관에서는 참선과 사경 등의 
수행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비와코 호수의 풍경이 훌륭한 
하코다테야마 산에서는 
봄부터 가을에 걸쳐 산나물 
채집이나 하이킹, 여름에는 
���만 송이의 백합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백합원 개장 기간은 
�월 상순~�월 하순입니다. 
고키아 파크는 �월 중순~��월 
중순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시라히게 신사는 창건 ����년, 오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며, 일본유산 스토리 구성요소의 
하나로 인정되었습니다. 수평선에 떠 있는 오키시마 섬을 
배경으로 호수 가운데의 신사문을 통해 어선이 지나가는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또 밤이 되면 신사문 조명이 
화려하게 비칩니다.
신사 도리이(정문) 사이로 아침해가 떠오르는 이른 아침의 
경치가 특히 장관입니다. 최근에는 사진촬영 명소로도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148 600 517*83
【滋賀縣立琵琶湖文化館】 263 376 500*84

7 866 067*61

천하 명성의 하나로 꼽히는 국보 
히코네성은 약 ��년의 세월에 
걸쳐 건설되어 ����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모습을 나타내는 히코네성은 
특히 아름다워 비와코 팔경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101 375 737*58

380 059 361*22

메신 고속도로 오오쓰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메신 고속도로 교토히가시IC에서 차로 약 �h찾아오시는길

메신 고속도로 히코네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키노모토IC에서 차로 약 ��min.
메신 고속도로 교토히가시IC에서 차로 약 �h��min.찾아오시는길

지쿠부시마 섬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찾아오시는길 메신 고속도로 교토히가시IC에서 
차로 약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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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안쪽으로 약 �km 
들어간 곳에 떠 있는 둘레 
�km 남짓 크기의 작은 섬이며, 호곤지 절과 
쓰쿠부스마 신사가 모셔져 있습니다. 호곤지 절의 
변재천은 일본 �대 변재천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사이코쿠 ��개 관음영지의 ��번째 참배소로서 많은 
참배객들이 찾아옵니다. 
호곤지 절의 가라몬 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운 
오사카성의 유일한 유구로 알려져 있으며, 쓰쿠부스마 
신사의 본전과 함께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01 872 819*71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나가하마IC
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지쿠부시마 섬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히코네 성

https://kr.biwako-visitors.jp/
시가현 시가현

하코다테야마 산

시라히게 신사

비와 호 



시가현 모리야마시

닌자 발상지 고카노사토로서 
넓은 부지에 닌자술 박물관, 
자동장치 저택, 물거미 연못, 
수리검 도장 등이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의 외딴 마을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가현 고카시 

시가현 나가하마시

시가현 오미하치만시

MIHO MUSEUM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I.M.Pei 씨가 설계했습니다. 자연과 건물, 미술품과의 
조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융합을 테마로 건축 용적의 ��% 이상을 땅 속에 매설해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년에 �회 계절별로 개관하며, 특별전과 상설전 
견학이 가능합니다. 관내의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는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은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7 628 841*10 메이신 고속도로 고카쓰치야마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616 068 656*02 메이신 고속도로 맀토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148 287 338*24

101 736 831*22

67 791 369*21

찾아오시는길

453 280 877*14

신메이신 고속도로 고카쓰치야마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사가와 미술관

MIHO MUSEUM (MIHO미
술관)

하치만보리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시가현 오쓰시
 비와코 소스이 수로는 
비와코 호수에서 
교토까지의 식수 공급과 
관개, 수운, 발전을 
목적으로 메이지시대
(����-����)에 
만들어졌습니다. 봄에는 
벚꽃 명소로 
유명합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하치만보리는 쇼와시대
(����-����) 초기까지만 
해도 언제나 주민들의 
경제와 유통에 필요한 
수로였습니다. 해자를 따라 
흰벽 창고건물들과 옛 
가옥들이 즐비해 화려했던 
당시의 모습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관광명소로 정비되어 선착장 등이 
복원되었습니다. 또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도 알려져 애니메이션 
"바람의 검심" 촬영도 하치만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벚꽃과 꽃창포가 심어져 있는 하치만보리에서는 계절의 풍경을 
즐기며 관광선을 탈 수 있습니다.

메이신 고속도로 류오IC에서 
차로 약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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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떠있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넓은 공간 속에 일본화가 히라야마 
이쿠오(����-����), 조각가 사토 
주료(����-����), 도예가 라쿠 
기치자에몬의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어, 세 거장의 작품을 천천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년에 서너 차례 특별전시실 
기획전, 가족 동반으로 즐기는 물건 
만들기 워크숍, 박물관 콘서트, 
다과회 등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나가하마 성

신메이신 고속도로 시가라키IC에서 차로 약 ��min.
메이신 고속도로 맀토IC에서 차로 약 ��min.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나가하마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나가하마성은 에도시대(����-����) 전기에 폐성되었으며, 
남은 유적은 히코네성과 다이쓰지 절로 이축되어 그 터에는 
아주 작은 돌담과 우물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년에 
아즈치모모야마시대(����-����)의 성곽을 본따 성을 부활시켜 
내부는 역사박물관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시가현 고카시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

고카노사토 닌자술 마을

비와코 소스이 수로

Touris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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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오카현
시즈오카현

http://shizuoka-guide.com/korean/index.html

후지산

니혼다이라

오무로야마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유언에 따라 �대장군이자 그의 
아들인 히데타다(秀忠)가 세운 
신사. 이에야스를 비롯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를 함께 
모시고 있으며, 쿠노잔(久能山) 산 
정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전은 
배전과 본전을 돌로 연결시키고, 
내외 장식은 정밀한 조각과 화려한 색채를 사용한 전통적 건축양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25 476 344*01
도메이 고속도로 니혼다이라 쿠노잔SIC
에서 차로 약 �h찾아오시는길

도메이 고속도로 니혼다이라 쿠노잔
SIC에서 차로 약 ��min.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우도야마(有度山）산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해발 ���m의 
구릉지로, 시미즈(淸水) 
항과 미호노 마츠바라
(三保松原)가 눈 아래로 
펼져지며 이즈(伊豆)의 
산들과 시즈오카 시가지, 
멀리로는 남 알프스의 
봉우리들와 오마에자키
(御前崎)까지 관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지산의 
전망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야경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25 506 360*48 찾아오시는길

시즈오카현

����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후지산은 다양한 신앙과 예술을 
산출하여 왔던 일본 최고봉의 명산입니다. 주변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지며, 후지산을 몸소 느낄 수 있는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 풍요로운 자연과 문화에 접하거나, 활동을 
즐기는 등 후지산의 매력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

신메신 고속도로 신후지IC에서 차로 약 �h찾아오시는길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후지산(富士山) 서쪽 기슭의 광대한 아사기리(朝霧) 고원 한 귀퉁이에 
자리하고 있는 둘레 �km의 인공호수. 덴시가타케(天子ヶ岳), 조자가타케
(長者ヶ岳) 등의 산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잔잔한 수면 위로 후지산 봉우리가 
비치는 조용한 호수입니다. 호반에는 야영장이 있고, 낚시와 하이킹, 
사이클링을 즐기려는 사람도 많이 찾습니다. �월과 �월의 ��일 전후에는 
후지산 정상에서 아침해가 
떠오르는 「다이아몬드 
후지」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듭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312 022 772*84 신메신 고속도로 신후지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시즈오카현 이토우시

아마기산(天城山)측의 화산의 하나로써,그릇을 엎어놓은 듯한 완만한 모습을 하고있습니다.정상은 
직경���m,깊이��m의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산록에서 관광등산리프트가 운행되고 있으며,
산정상에서는 오시마(大島)를 시작으로 이즈칠섬(伊豆七島),후지산,하코네,아마기의 다양한 산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산록에는 이즈샤보텐(선인장)공원과 사쿠라노사토(벚꽃의 고향)가 장관을 
이루며,매년 �월의 제�일요일에는 명물로 자리잡은「산 태우기」행사가 열립니다. .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
추천 플랜: CEP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488 521 861*47

신도메이 고속도로 나가이주미 누마쓰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구노잔 도쇼구

다누키코 호수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년 �월에 후지 산 세계문화유산의 구성자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미호의 마츠바라는 약 �킬로미터 
해안에 �만여 그루의 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푸르른 소나무 숲, 밀려오는 하얀 파도, 푸른 바다와 후지 
산이 엮어내는 풍경은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우키요에 그림과 수많은 회화, 단가로 표현되었습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800 273 037*81 도메이 고속도로 시미쓰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시즈오카현 
가와네혼초 

오이가와(大井
川) 강의 지류인 
스마타가와(寸
又川) 강에 
자리한 깊은 
계곡으로, 전나무, 솔송나무, 삼나무 숲으로 덮여 있는 산에는 크고 
작은 폭포들이 떨어져 내려 장관을 이룹니다. 또 근처에 위치한 
스카타쿄 온천도 빼놓을 수 없는 여행 코스인데, 온천가에서 길이 
��m의 꿈의 다리와 아치 형의 비룡교(飛龍橋)를 잇는 산책로가 나 
있습니다.(한바퀴 약�시간 ��분)

777 030 402*05

신도메이 고속도로 시마다 
가나야IC에서 차로 약 
��min.

시즈오카현 이즈시
슈젠지(修善寺) 온천의 서북쪽에 있는 레저 공원입니다. ��여만 평방미터 
규모의 원내에는 서양 존과 일본 존으로 나뉘어 있는데, 서양 존은 ��세기의 
거리를 재현한 영국 마을과 캐나다 마을, 서양식 화원 등이 있으며, 원내는 
미니증기기관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 존은 돌이 깔려 있는 비탈길을 
끼고 지역특산물을 전시하는 
집들이 즐비한 이즈(伊豆) 마을과, 
종이 뜨기 체험을 할 수 있고, ��
세기의 팽이, 염색, 자수, 도예 등 
전통공예의 제작 공정을 볼 수 
있는 장인의 마을 등 다양한 
테마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꽃창포, 석남화, 수선화, 매화를 
피우는 일본정원은 철따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합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116 184 670*10

도메이 고속도로 누마쓰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시즈오카현 이즈시
고이비토 미사키는 ���m정도 되는 
후지미(富士見) 산책로의 끝자락에 
위치하며 스루가(駿河) 만 너머로 
오마에자키(御前崎)와 후지산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 
설치되어 있는「러브콜 벨」을 울리며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
추천 플랜: CEP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248 691 630*00 도메이 고속도로 누마쓰IC에서 차로 약 �h��min.
신도메이 고속도로 나가이주미 누마쓰IC에서 차로 약 �h��min.찾아오시는길

시즈오카현 마키노하라시
오이가와강 하류의 평야와 기쿠가와 사이에 펼쳐진 표고���~���m의 대지.시마다를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펼쳐져 있는데,최남단의 오마에자키까지 무려��km씩이나 계속됩니다.물이 부족한 
관계로 메이지시대 이후에 개척되었지만 차(茶)의 재배에 성공한 후로는 대지의 ��%가 차밭이 되어 
지금은 시즈오카의 차(茶)생산량의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83 678 780*34 도메이 고속도로 사가라 마키노하라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슈젠지 니지노사토(무지개 마을)
스마타쿄

고이비토 미사키

미호의 마츠바라

마키노하라 대다원

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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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하마나코호수（浜名湖）부근에 위치하여, 
�,���종 ��만 그루의 식물이 심어져 있는 
꽃공원. 매화, 벚꽃, 튤립, 장미, 꽃창포, 수국 등 
철따라 꽃들이 그 자태를 자랑합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하마마쓰를 대표하는 명과 "장어 
파이"는 ���� 년에 탄생하였슴니다. 
"장어 파이"과자 제조 공정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또 오리지널 과자를 맛볼 
수 있는 카페와 매점이 있습니다.

하마마츠시에 있는 '누쿠모리의 숲'(ぬくもりの森) 은 중세 유럽풍의 
아기자기한 풍경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슴니다. 마치 
동화의 나라에있는듯한 온화하고 이상한 공간입니다.

하마나코 팔팔 유원지와 오쿠사야마 산 전망대・하마나코 
오르골 박물관을 연결하는 호상 로푸웨이. 눈 아래 호수 풍경을 
���도 즐길수 있슴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이이가(家) 천년의 역사를 전하는 임제종 
고찰. 도쿠가와 사천왕의 필두인 이이 
나오마사와 막부 말기의 다이로(大老) 
이이 나오스케 등 이이가 ��대를 모시는 
사찰.
류탄지 정원은 고보리 엔슈의 작품으로, 
국가 지정 명승기념물로 유명. 걸으면 
휘파람새 소리가 나는 복도와 용의 
조각은 히다리 진고로의 작품. 에도시대 
그 모습 그대로의 건조물은 시즈오카현 
지정 문화재입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만평방미터의 광대한 부지에 세계의 프루츠가 
재배되고 있는 프루츠의테마파크. 
각종 온실 외,잔디광장,대형 무료 놀이도구,데이 
캠프장,레스토랑,숍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여러 가지 프루츠의 수확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26 330 121*23
도메이 고속도로 간잔지S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26 302 416*72

도메이 고속도로 간잔지
S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Hamama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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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잔지 온천

간잔지 로푸웨이

하마나코 호수 최대의 
온천가 로서 
전국적으로도 놉고, 
근육통, 냉증, 피로 
회보등 효과가 있슴니다. 
족탕과 우키미도, 간잔 
산  산책 등 새로운 
명소도 인기가 있슴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26 613 369*41

신도메이 고속도로 
하마마쓰S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26 575 015*34

26 334 397*81

찾아오시는길

도메이 고속도로 하마마쓰니시IC
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26 154 364*66도메이 고속도로 하마마쓰니시
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신도메이 고속도로 하마마쓰 
이나사IC에서 차로 약 ��min.

26 331 099*73
도메이 고속도로 간잔지S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34

하마마츠의 
명산물이라고 하면뱀장어입니다. 
하마나호수는 장어 양식의 발상지이며 

하마나호 브랜드인뱀장어는 일본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마마츠는 
만두의 소비량 일본 
제일을 다투는 만두의 
거리입니다.
최근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 고장 음식으로 주목 받아,일본 
전국으로부터 팬이 방문할 정도입니다.
하마마츠 시내에서 만두를 파는 가게는 ���채 이상 있다고 하며, 
데친 콩나물을 곁들인 가게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하마마츠뱀장어

하마마쓰 만두

https://hamanako-tourism.com/en/

하마마쓰 플라워 파크

하마마쓰 프루츠 파크

장어 파이 팩토리

누쿠모리의 숲

료탄지 절

하마마쓰시 시즈오카현



Tourist Information
이시카와현 카가지역

이시카와현 하쿠산시 

이시카와현 하쿠산시 

이시카와현 카가시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이시카와현 시가쵸

가가 지구는 반경 약 � 
킬로미터의 작은 범위 내에서 �
개의 온천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토야마에 둘러싸인 "아와즈", 
시바야마 호수의 호반에 자리 
잡은"카타야마쓰", 전원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있는"야마시로", 
산간 계곡에 위치한 "야마나카"  
있습니다.
각 온천지는 "총유 '라는 공동 

목욕탕이있어, 이지역을 들러가실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총유"을 
방문하여 위치의 차이, 수질의 차이를 즐겨 보지 않겠습니까.

고슈잔 산 산기슭에 �.�ha 이상에 달하는 계단식 논이 가파른 언덕에 
겹겹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수는 �,��� 이상. 바다를 향해 펼쳐진 푸른빛의 
논은 기하학 모양으로 배치되어 푸른 바다와 더불어 산뜻한 풍경을 만들어 
냅니다. ���� 년 � 월 �� 일 국가 명승지로 지정 뒤엿습니다.

고오로기바시 다리에서 
구로타니하시 다리까지 �.�㎞
에 걸친 계곡으로, 기암괴석과 
깊고 푸른 못 등 계절마다 
뛰어난 자연미를 빚어 냅니다. 
계곡 옆에 난 산책로에는 

바쇼당, 아야토리하시 다리, 고오로기바시 다리등 
수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데도리강의 흐름에 따라 깊이 깎인 좁은 계곡. 낙차 ��m의 
폭포는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폭포를 바로보는 
전망대와 방갈로를 갖춘 캠프장이 있고, 강 아래로 
내려가는 보트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강과 평행하게 
이어진 자전거 전용 도로, 데도리 캐니언로드도 있습니다.

바다로 돌출된 암반에 침식작용으로 뻥 
뚫린 동굴의 입구는 폭 �m, 높이 ��m, 
깊이 ��m나 됩니다. 가파른 절벽과 
거친 파도가 노토 금강을 상징하는 
광경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동굴의 
입구 너머로는 드넓은 바다가 펼쳐지고 곶 꼭대기에는 노송이 울창합니다. 
다카노스이와와 하타고이와, 고반지마 섬을 도는 유람선이 있어 배에서 
바라보면 박력이 넘칩니다. 

일본 �대 정원 중 하나로 꼽히는 
겐로쿠엔은 국가 특별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계절에 걸쳐 
정원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899 570 214*22

471 012 826*63

카가온천 마을

간몬

노에쓰 자동차도  도노사도야마 쿠코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507 616 497*71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하쿠산
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41 529 086*82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가나자와 모리모도IC
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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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고마쓰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고마쓰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이시카와현 하쿠이시 

이시카와현 하쿠산시 

나라/헤이안 시대(���～����)부터 
노토노쿠니 이치노미야 고쿠헤이 대사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창건 ����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정취도 아름다우며 그윽한 분위기가 
감도는 신사입니다. 

산정상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참으로 웅장하고 
광활한, 가나자와 평야와 데도리가와 강의 
부채꼴 지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으며 
알프스 연봉과 바다도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고원 레저 시설로서 "파크 시시쿠", "스카이 
시시쿠"가 있으며 고원에서 사계절의 바람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스카이 시시쿠" 시시쿠 
고원의 스카이 스포츠의 역사는 �� 년 이상. 호쿠리쿠의 행글라이더 및 
패러 글라이딩의 메카로 인기가 높아 교통부의 우수 스카이 스포츠 
영역으로 선정됐습니다."파크 시시쿠"사자 월드관에는 일본에서 제일 
큰 목각 사자탈과 세계 각국의 사자탈, 사자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
추천 플랜: CEP
고마쓰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고마쓰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노도사도야마 카이도 니시야마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이시카와현 하쿠이시 

이시카와현 고마쓰시 

이시카와현 나나오시이시카와현 하쿠산시 

이시카와현 수주시 

일본에서 유일하게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모래사장 
입니다.오토바이, 자전거도 모래사장을 달릴 수 있으며 
차종 제한 등은 없습니다. 웅장한 바닷가를 달리는 
상쾌함은 여기에서 만느낄 수 있슴니다.

���� 년의 역사를 가진 역사 깊은 절. 많은 건물이 국가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위산과 사계절 초목에 둘러싸여 있으며 특히 
옛부터 단풍의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도반도의 중심 
도시인 나나오시에 
위치한 매우 활기찬 
온천 리조트입니다. 
해안에는 반짝이는 나 
나오베이을 바라 볼 수있는 대형 여관이 많이 
있습니다.

하쿠산과 세계유산인 시라카와고를 연결하는 총 ��km 
사이의 곳곳에서 절경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다 니 공 원 ~ 우 바 가 폭 포 까지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어 
단풍이나 폭포 등을 구경하며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도보로 편도��~��분)

노토반도의 가장 끝부분으로 바깥쪽 바다와 안쪽 바다가 
맞닿는 곳. 여기는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와 바다로 지는 
석양"을 같은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다로 
튀어나온 절벽에는 메이지 시대(����～����)에 영국인의 
설계로 세워진 하얀 롯코사키 등대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135 000 459*52

치리하마 나기사 드라이브 웨이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고마쓰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고마쓰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고마쓰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고마쓰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츄부쥬간 자동차도로 
치리하마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135 302 673*30
노도사도야마 카이도 
야나기다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가나자와 모리모도IC
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게타 대사

겐로쿠엔

시시쿠 고원

가쿠센케

나타데라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가나자와시 북부에 있는 오노쵸는 
애도시대 항구로서 발전하였슴니다. 
간장생산이 아주 저명한 곳으로 간장 
공장이 많습니다.

41 672 899*11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하쿠산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899 540 691*14
120 230 204*47

549 008 181*58

츄부쥬간 자동차도로 애이헤이지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590 305 250*77

나나오 다쓰루하마(바이파스) 와쿠라
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카가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고마쓰IC에서 차로 약 �h찾아오시는길

913 114 044*82
노에쓰 자동차도  
도노사도야마 쿠코IC에서 
차로 약 �h��min.

찾아오시는길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고마쓰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고마쓰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고마쓰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오노 지역

41 077 338*71

데도리 협곡

하쿠산 시라카와고 화이트로드

롯코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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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615 639*52

https://www.hot-ishikawa.jp/korean/index.html

백미의 센마이다

와쿠라 온천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카타야마쓰IC
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고마쓰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고마쓰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고마쓰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이시카와현
이시카와현



애수 어린 ʻ오와라 오도리’를 만끽하자.
도야마시 남서부의 산간마을. ���년 전부터 이 땅에 전해져 
내려온 ʻ엣츄 오와라’ 춤. 서정적이면서도 기품 있는 춤과 
민요는 구슬프면서도 우아한 멋이 있습니다. 
개최기간：��/��～��/��

도야마만 너머에 우뚝 솟은 다테야마 연봉이 
한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온천마을！
해안가를 비롯해 히미시 곳곳에 온천이 
자리잡고 있어 ʻ노토반도국정공원　히미 
온천마을’이라 불립니다.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반할 수 밖에 없는 수려한 아름다움
도야마만 너머로 우뚝 솟아 있는 
다테야마 연봉(해발�,���m)의 
웅대한 자태는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다. 
아마하라시 해안에서 히미시 
마쓰다만으로 이어지는 긴 
해변가는 ʻ백사청송���선’ • 
ʻ아름다운 일본의 해안���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힐링 공간, 
스가누마 갓쇼즈쿠리 마을에서는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일본의 옛 풍경을 만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촌락에는 
갓쇼즈쿠리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채의 가옥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ʻ신미나토 항구 오후 경매장’는 일본 일반 선어경매장와 달리 
오후 �시부터 경매을 시작함니다.
그들은 방금 바다에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신선도가 매우 
좋습니다. 신미나토 바다에 주입되는 수원이 좋아서 물고기가 
충분한 성장을 얻을 수있슴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호쿠리쿠 최대의 사원, 
이나미 조각과 고즈넉한 
정원의 매력 속으로
넓은 경내 곳곳에서 역사적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즈이센지(瑞泉寺).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격조 높은 그 
자태에 반하게 됩니다. 본당을 비롯해 삼문과 보물전, 정원과 
다실 등 눈 여겨 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나라(奈良)・가마쿠라(鎌倉)의 불상과 더불어 일본을 대표하는 �대 대불상 중 하나
일본을 대표하는 불상 중 하나인 다카오카 대불상은 늠름한 자태를 뽐내는 다카오카 
대불상은 다카오카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Tourist Information
도야마현 다테야마마쵸

도야마현 구로베시

도야마현 다테야마마쵸

도야마현 도야마시

도야마현 히미시

도야마현 다카오카시

도야마현 다카오카시

도야마현 다카오카시

도야마현 이미즈시

도야마현 다카오카시

도야마현 다카오카시

평생에 꼭 한 번은 바라보고 싶은 절경！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설벽
매년 봄 알펜루트의 개통 시기에 맞춰 도로를 
제설할 때 형성되는 ���ｍ정도의 설벽 
구간이 바로 ʻ눈의 대계곡’입니다. 이 설벽이 
７층짜리 빌딩의 높이와 맞먹는 대략 ��ｍ 
높이에 달할 때도 있어 그 웅장함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도롯코 열차를 타고 
대자연의 숨결을 만끽！
싱그러운 봄의 향기, 
에메랄드 빛 여름 계곡, 
곱게 물든 가을 단풍 등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월 철도 운행 중단
(적설량에 따라 변동)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도야마니시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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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
추천 플랜: CE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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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047 707*17

노에쓰 자동차도로 히미키타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135 118 471*20

122 048 192*63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코수기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고카야마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후쿠미쓰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40 702 272*53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코수기
IC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40 815 314*52

549 556 142*35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코수기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40 480 550*47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코수기IC
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40 572 102*60

엣츄 야쓰오ʻ오와라 카제노본’

다카오카 오토기노모리 공원

26 331 099*73

츄부쥬간 자동차도로 히다키요미IC에서 
차로 약 �h��min.찾아오시는길

220 680 185*05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아사히IC
에서 차로 약 ��min.찾아오시는길

220 235 499*51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구로베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아사히 후나카와 강 「봄의 사중주」

세계유산 스가누마 갓쇼즈쿠리 마을

국정공원　아마하라시 해안

노토반도국정공원 히미온천마을

신미나토 항구 오후 경매장

구로베협곡 철도

다카오카 대불상

즈이센지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도야마의 싱싱한 생선 맛이 
가히 일품!

ʻ천연의 활어조’라 불리는 도야마만
( 湾 )은 각양각색의 어종이 잡히는 

수산자원의 보고입니다. ʻ도야마만 초밥’
은 신선한 생선과 맛있는 도야마산 쌀로 

만든 최상급 초밥입니다.

도야마만 초밥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눈의 대계곡

ʻ도라에몽’이 뛰놀던 
놀이터로 출발!
다카오카 
오토기노모리공원은 
ʻ자연과 어울리며 그 
속에서 배우고 동무들과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테마로 한 공원으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변 공간, 레크레이션 활동과 이벤트가 가능한 
다목적 광장, 뛰어 놀면서 자연 생태계를 배울 수 있는 울창한 
숲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천 플랜: CEP+NEP+AIP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https://foreign.info-toyama.com/kr/

©藤子プロ

도야마현 도야마현

알프스의 산들을 배경으로 한 벚나무 가로수가 절경을 이룹니다.
강 기슭을 따라 가로수에 활짝 피어난 벚꽃과 그 뒤로 펼쳐지는 
북 알프스의 산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매년 벚꽃 개화시기가 
되면, 맑은 물이 흐르는 후나카와 강을 끼고 ʻ소메이요시노’라고 
불리는 왕벚나무 ���그루가 강의 양 기슭을 따라 ���m에 걸쳐 
활짝 피어, 벚꽃 터널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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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이현

후쿠이현
후쿠이현 사카이시

도진보 에서 볼만한 곳은, 무엇보다도 해식 에 의해서 
몹시 거칠게 갈라진, 다양한 바위 표면. 약 �km 
이어지고 있으며, 절벽에 일본해 의 거센 파도가 밀어 
닥치는 모습은, 실로 호쾌합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NEP+AI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

도진보

264 240 098*36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카나쓰IC에서 차로 약 ��min.

후쿠이현 카쓰야마시
「공룡 왕국」후쿠이현 

가쓰야마시 에 개관된 세계 
유수의 공룡 박물관. ��구의 
공룡 전신 골격과 실제로 
움직이는 공룡 투시화가 
있으며, 고대의 로망을 느낄 
수 가 있습니다. 각종 체험 
학습도 실시할 수 있으며, 
어른에서 어린이들까지 
즐길 수 있는 박물관 입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NEP+AI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
추천 플랜: CEP

후쿠이현립 공룡 박물관

240 886 663*71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후쿠이키타IC에서 차로 약 ��min.

후쿠이현 쓰루가시

���년에 건립된것으로 전해오는 게히 신구는, 호쿠리쿠의 총 본산. 
쓰루가 지역 아이들 속에서는 「게이산」으로 불려지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높이 ��.�m의 대기둥문(중요 문화재)은, 목조로서는 가스가 
다이샤, 이쓰쿠시마 신사와 대등한 일본 �대 기둥문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NEP+AI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 

게히 신구

192 849 191*41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쓰루가IC에서 차로 약 ��min.

후쿠이현 후쿠이시
후쿠이성 천수각에서 북쪽으로 
약 ���m떨어진, 당시의 
외호에 접한 요지에 있는 
구후쿠이　의 영주·
마쓰다이라 일가의 
별저입니다. 그 우아한 서원 
건축과 웅대한 스케일의 
정원은, 당시 영지의 
영빈관으로서 사용되는 등, 
후쿠이　의 화려한 문화를 
반영해 왔습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NEP+AIP

63 522 757*41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후쿠이IC에서 차로 약 ��min.

후쿠이현 사바애시

약 �만 �천 그루의 
진다래가 어우러져 
피는 일본해 일대의 
진달래꽃 명소. 매년 �
월 중순에, 진달래꽃 
축제가 열려 많은 사람
들로 흥청거립니다. 
또, �월에는 약 �,���
그루의 벚꽃이 한창 
핍니다. 잔디 
광장이나, 모험의 숲, 
일본 정원 등 아이나 
어른도 즐길 수 있는 
스포트가 가득합니다. 
전망대에서는, 사바에 
시가지는 물론, 먼 
하쿠산 연봉의 전망도 
즐길 수 있습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NEP+AI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

니시야마 공원

63 097 575*30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사바애IC에서 차로 약 ��min.

후쿠이현 오바마시
약 ���년역을 가지고 있는 사와카사 코팅 젓가락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코팅젓가락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전통 기술을 느낄 수 뿐만아니라, 젓가락의 연마 체험하여, 자기 
자신만의 젓가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NEP+AI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

미케쓰쿠니 와카사 오바마 

282 898 715*41 마이주루 자동차도로 오바마IC에서 차로 약 ��min. 

후쿠이현
후쿠이 「에치젠 게」는 
전국적으로도 유명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황실에 진상되고 
있음니다. 제철(��월～ �월)에는 
살이 쫄깃해서 최고의 맛을 즐길수 
있음니다. 에치젠 게 노란색 
태그가 달려 있슴니다.

후쿠이현 사카이시
지금으로부터 약 ���년전인 ����년 
도겐 선사 에 의해 개창된 출가 참선의 
도장입니다. 후쿠이시 동남쪽 대략 
��km떨어진 다이부쓰지야마 에 
자리잡고 있으며, 계성사낵 이 유수경 
에 칠당 가람 을 중심으로 한 크고 
작은 ��여동의 전당 누각이 늘어서 
있습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
추천 플랜: CEP+NEP+AI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

대본산 에헤지 

63 508 270*52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후쿠이키타IC에서 차로 약 
��min.

찾아오시는길

후쿠이현 후쿠이시
전국시대의 무장·아사쿠라씨　가 �대 ���
년간에 걸쳐 에치젠　이라는 나라를 지배한 
성시의 자취. 최성기에는, 인구 �만명을 넘었다고 
하며, 웅대한 성시와 우아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NEP+AI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

이치조다니 아사쿠라씨 유적

63 290 448*68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후쿠이IC에서 차로 약 ��min.
후쿠이현 미하마초・와카사초
미하마 와 와카사 의 양 마을에 걸친 다섯 개의 호수는, 
해수, 담수, 기수등 수질과 수심이 각각 다르고, 물 색이 
사계마다, 오색의 변화를 보여주며, 「오색의 호수」
라고도 불립니다. 
미카타 호수 주변은, 와카사만 국정 공원의 하이라이트 
스포트입니다. 람사르조약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NEP+AI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

미카타고코

380 497 708*21

마이주루 자동차도로 와카사IC에서 차로 약 ��min. (CEP사용제외)

후쿠이현 오오노시 
현재의 성은, ����년에 재건된 것으로, 
성내에는 역대 성주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NEP+AI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h��min.
추천 플랜: CEP

에치젠 오오노 성 

240 553 009*18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시라도리IC에서 차로 약 ��min.

후쿠이현 아와라시 
후쿠이현을 대표하는 온천거리가 아와라 
온천입니다. 온천에는 피로회복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으며, 여행자 여러분을 따뜻하게 치유해 줍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아와라 온천

264 188 647*36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카나쓰IC에서 차로 약 ��min.

운전 시간: 약�h�min.
추천 플랜: CEP+NEP+AI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

도야마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 ��min.
추천 플랜: CEP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요코칸 정원

에치젠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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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nagano.net/en/나가노현

나가노현 하쿠바촌, 
오다니촌,오마치 쵸

자연으로 만들어진 웅장한 산, 
알프스북에서 �,���m의 고도까지 
이여진 산맥있어 이곳의 눈은 
최고입니다. 겨울에는 스키를 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아주 많이 오는곳 
입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

하쿠바 스키 애리어

535 101 745*17

츄오 자동차도로 아주미노IC에서 차로 약 
�h��min.
죠신애쓰 자동차도로 나가노IC에서 차로 약 
�h��min. (CEP사용제외)

"

찾아오시는길

나가노현 수와시
수와호는 스와분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슈 지역 전체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고도는 ���m, 둘레는 ��.�km, 면적은 
��.�km�입니다. 호수를 걷거나 조깅 한 후 
여유롭게 족욕을하면서 경치를 즐기십시오. 
호수에서 보트를 타거나 낚시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수와호의 사계절은 끝없는 매력으로 
가득합니다.
여름에는 대규모 불꽃 놀이도 개최되며, ����
개의 불꽃 놀이가 아름다운 수와호를 
조명합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수와호

75 179 250*74

츄오 자동차도로 수와IC에서 차로 약��min.
交通方式

나가노현 나기소쵸
구시의 경치를 간직한 일본 최초의 우체역이며, 
일본의 중요한 전통 건축 보호 지역으로 
선정되었을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쓰마고 쥬쿠에서 마고메도케로가는 길은 
조용하고 기이 한 길로이고, 또한 일본의 옛 
풍경으로 느낄수 있는 곳입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쓰마고 쥬쿠

178 566 713*74

츄오 자동차도로 이나IC에서 차로 약
�h��min.
나가노 자동차도로 시오시리IC에서 
차로 약�h��min.

나가노현 나가노시
도가쿠시 신사의 본사로 개운, 염원 성취, 오곡 풍숙 등의 신덕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많은 숭배자들이 등배합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도가쿠시 신사 오쿠샤

1004 009 326*88
죠신애쓰 자동차도로 나가노IC에서 차로 약��min. (CEP사용제외)
죠신애쓰 자동차도로  시나노마치IC에서 차로 약��min.

나가노현 이나시다카오성공원 사쿠라

171 292 687*06 츄오 자동차도로 이나IC에서 차로 약��min. 
츄오 자동차도로 수와IC에서 차로 약��min.

나가노현 마츠모토시
마츠모토성은 전국시대에 세워진 후카시성에서 
유래하며 현존하는 목조 천수각으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국보 성입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

국보 마츠모토성

75 851 233*64

나가노 자동차도로 마츠모토IC에서 차로 약��min. 

나가노현 
나가노시

선광사는 일본 최고의 불상인 잇코 삼존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종파를 불문하고, 전국으로부터 참재자들로 
붐비는, 옛부터 서민 신앙의 절입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km
운전 시간: 약�h��min.

선광사

59 581 465*48

죠신애쓰 자동차도로 나가노IC에서 차로 약 ��min. 
(CEP사용제외) 

나가노현 야마우치노쵸

귀여운 원숭이가 머리에 눈이 쌓인 채 
아주 기분 좋은 표정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는 모습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km
운전 시간: 약�h��min.

지고쿠다니 야생 원숭이 공원

341 820 505*86 죠신애쓰 자동차도로 신슈나카노IC에서 차로 약 ��min.→ 도보
��min. (CEP사용제외) 

 

나가노현 노자와 
온천 마을

�세기 전반에 승려인 행기가 발견했다고 
전해지는 노자와 온천. 비탈길을 따라서 호텔과 
여관, 기념품가게가 늘어서있고, 예부터 
전해지는 향수어린 온천지의 풍치가 
남아있습니다. 마을 안에 ��개 이상의 자연 분출 
원천이 있고, 오유를 포함해서 ��개의 공동 
목욕탕이 있어, 누구라도 자유롭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km
운전 시간: 약�h��min.

노자와 온천

293 324 368*05
죠신애쓰 자동차도로 도요타 이이야마IC에서 
차로 약 ��min. (CEP사용제외) 

나가노현 마츠모토시

중부 산악 국립공원의 대표적인 경승지이며 일본의 대표적 산악 경승으로서 알려진 가미코치. 험난한 
산자락을 흐르는 아즈사가와를 따라서 펼쳐진 표고 ���� m의 분지장의 넓은 골짜기입니다. 가미코치는 
역시 트렉킹을 추천합니다. 기점은 이 곳의 심볼 갓파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류에는 원생림에 둘러싸인 
초원에 맑고 깨끗한 물을 가득 채우는 타시로 다습 초원, 조금더 가게되면 가미코치를 대표하는 
다이쇼호수의 수면에 호타카 연봉을 비추고 있습니다. 상류에는 침엽수에 둘러싸인 신비적인 묘우진호수를 
볼 수 있습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min.

405 573 649*66 （사와다 주차장）【마츠모토 방면】
620 712 091*43  （아칸다나 주차장）【다카야마 방면】

(주이): 가미코치에는 자갈용 자동차는 사용금지 입니다. 버스 혹은 탁시을 환승하시기 바람니다.
츄부쥬간 자동차 도로 다카야마IC(��km / �) 버스로 환승【다카야마통해】
나가노 자동차 도로 마츠모토IC(��km / ��분) 버스로 환승【마츠모토통해】

나가노현 오오마치시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는 
나가노현 
신슈오오마치과 
일본해의 
도야마현을 북 
알프스 넘어로 
묶는 웅대한 
스케일의 산악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거리：약���km】(아즈미노 경유)
【거리：약���km】(타테야마 경유)

운전 시간: 
【소요시간：약�h】(아즈미노 경유)
【소요시간：약�h��min.】(타테야마 경유)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 루트

나가노 자동차 도로 아즈미노IC ��km / ��min. -> 
오우기자와 주차장
후쿠리쿠 도로 타테야마IC ��km / ��min. -> 타테야마St

나가노현 이이다시
텐류골짜기는 텐류 오쿠미카와 
국립공원내에 있어, 스와호수를 물의 
근원으로 하여 이나골짜기를 관철하고 
태평양에 흘러 들어가는 텐류우강의 
유역안에서도, 양쪽 기슭에 우뚝 서있는 
오키시암벽과 기암에 의해 산수화를 
방불시키는 기승절경의 제일의 
명승지입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km
운전 시간: 약�h

덴류교 (텐류 라인 내리막)

313 683 435*25

츄오 자동차도로 이이다야마모도
IC에서 차로 약��min. 

나가노현 오오마치시
눈 덮인 벌판에서 스노모빌을 타고 달리는 스릴과 눈 
언덕길을 내달리며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은 나가노 겨울만의 
특권입니다. 어느 스키장에서도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배울 수 
있으며 어린 시절 눈싸움을 하며 놀았던 그때의 즐거움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볍게 스노모빌을 
즐길 수 있는 �세 이상의 어린이 코스 및 여성 코스도 있으며 
어느 스키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눈장난

공원에는 ���년이 넘는 나무를 
포함하여 약 �,��� 그루의 벚나무가 
있습니다. 고대부터 "세계 최초의 
사쿠라"라고 불리며 "일본 최고의 
사쿠라 리조트 ��� 선"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꿈꾸는 세상처럼 
밤에 불을 밝힌 벚꽃은 낮과는 다른 
매력을 전합니다.

중부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약 
���km
운전 시간: 약�h

가미코치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관광 루트. 이 루트에서는 가장 적설이 많은 곳에서, �월 
중순이라도 눈의 복도의 벽의 높이는 ��미터 이상도 
있어, 거기를 통과하는 자연환경을 배려한 하이브리드 
버스의 차내는 놀라움과 환성으로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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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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