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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가

고베

교토

나라

오사카

와카야마

사카이

돗토리

효고

도쿠시마

일본 녹차의 톱 브랜드 ‘우
지차’의 생산지. 일본 3경
의 하나인 ‘아마노하시타
테’가 있는 북부는 해산물
도 풍부합니다.

부

시가
현

간사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음식을 즐기는 관광
간사이 지역은 천 년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식, 다
도 등 갈고 닦아진 전통 음식문화가 오늘에 계승되었습니다. 이에다 스위츠, 라면 등 새
로운 음식문화도 더해져 다채로운 일본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즐겁
고 맛있는 음식에 관한 체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음식문화를 체험하는 여행을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인트로덕션

교토

일본 최대의 호수 ‘비와코’가
있습니다. 풍부한 물의 혜택
을 입어 예로부터 ‘쌀 생산지’
로 유명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 도
시. 천년 도읍의 역사와
더불어 음식문화도 발전
해 왔습니다.

교토
시

© Kyoto Hanatoro Promotion Council

오사카
부

간사이국제공항도 있는
서일본 산업의 중심지.
음식이 풍부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돗토리
돗토리
현

교토

고베
시

오사카
시

●

교토

효고

시가

효고
현

일본 전국에서 게 어획량 1위
를 자랑하는 곳으로 신선한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일본
에서 배를 테마로 하는 단 하
나뿐인 박물관도 있습니다.

도쿠시마

고베

세계유산 ‘히메지성’이 있습
니다. 일본에서 술로 유명한
곳으로 술 ‘안주’가 되는 고급
식재료와 함께 즐길 수 있습
니다.

현

세계 3대 조류의 하나인 ‘나
루토 소용돌이’와 오보케 고
보케 등 자연이 풍요롭고 맛
있는 음식도 풍부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인
‘아리마온천’이 있습니다. 세
계적인 브랜드가 된 “고베 비
프”와 “고베 디저트류”도 인
기입니다.

사카이

오사카

●

시

●

간사이국제공항

닌토쿠천황릉 고분이 있습 ©Osaka Convention & Tourism Bureau
니다. 와비차의 대성자 센 ‘구이타오레의 거리’, ‘천하
노 리큐의 생탄지로 다도도 의 부엌’ 등으로 불릴 정도
로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
번성합니다.
습니다.

●

사카이

오사카
나라

나라
현

와카야마

도쿠시마

현

와카야마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
가 있던 곳으로 일본술, 소면
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일본 최대급의 폭포 ‘나치 폭
포’가 있습니다. ‘물의 나라’로
자연과 농산물 등이 풍부합
니다.

교토 식문화 뮤지엄 ·
5 아지와이관

6 후시미 주조조합

7 미요시야

전통적인 음식문화
간사이 지역은 천 년 이상 동안 일본의 중심지로 번성하여 전
양조장 견학

교토 식문화의 전시 견학

양조장 견학 , 시음 등

우동 수타 체험

오우미 고토 ( 비와코 호수 동쪽 ) 에 이어지는 스즈카
야마 산맥을 근원으로 하는 에치가와 강의 복류수와
다마사카에를 비롯한 오우미 주조용 쌀을 사용하여
노토 도우지 ( 양조장 총괄 책임자 ) 의 뛰어난 기술
로 손수 빚어낸 맛있는 술을 시음하실 수 있습니다 .

교토 식문화에 대해 배우는 뮤지엄입니다 .
전시실에서는 전시물 · 영상의 견학 , 맛국물
의 시음 , 시장의 신선한 과일 등을 사용한 주
스의 시음 외에 특산품도 판매합니다 .

풍부한 자연과 풍토의 혜택을 입고 교토 문
화에 연마된 후시미의 일본술 . 일본을 대표
하는 술 생산지에는 많은 양조장이 있어 견
학과 시음을 하면서 구입할 수 있고 박물관
견학도 할 수 있습니다 .

1987 년에 창업한 우동 가게 명물 주인의 재
미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일본인에게 사
랑받아 온 우동 만들기에 도전 . 2 종류 ( 가
다랭이 · 카레 ) 의 맛국물로 맛볼 수 있습니
다.

통적인 음식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에 등재된 ‘일식’을 비롯하여 ‘다도’, ‘일본술’, ‘화과
자’ 등 일본의 정통 음식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교토

시가

가노 쇼주안 스나
2 이노사토

3 아유야노사토

 에치군 아이쇼초 나가노 793  9:00
∼17:00.  연중무휴  입장 무료  2일
전까지 예약 필요  http://kr.biwakovisitors.jp/spot/detail/207

 교토시 시모교구 주도지미나미마치
130 교토 청과센터 3층  8:30∼17:00
 휴일:매주 수요일(공휴일을 제외) 및
연말연시(12/31∼1/4)  입관 무료  예
약 필요 없음  http://kir021606.kir.jp/
pdf/english.pdf

우지시영 다실 다
4 이호안

Washoku Home
8 Cooking

교토

오사카

①겟케이칸 오쿠라기념관:  토시 후시미구 미
나미하마초 247  9:30∼16:30(접수는 16:15까
지)  휴일:8/13∼16, 연말연시  어른:300엔,
중·고등학생:100엔 기념품 포함(준마이슈(180
㎖) 또는 그림엽서)  코스에 따라 예약 필요 
http://www.gekkeikan.co.jp/korea/products/
museum ②기자쿠라 후시미 양조장:  토시 후
시미구 요코오지시모미스카지와라초 53  10:00
∼16:00  휴일:연말연시  입장 무료  전화 예
약 필요(075-644-4488)  http://www.fushimi.
or.jp/sake_guide/

도구야스지
9 물건만들기 체험

 오사카시 주오구 난바센니치마에
9-17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의 15:00
∼ 및 16:00  휴일:목요일, 1월 1일 
1.5시간 코스:4,800엔(세금포함) 3시간
코스:6,800엔(세금포함)  2일 전까지
예약 필요  https://miyoshiya.osaka/
experience/udon.php

10 사카이리쇼노모리

화과자 만들기

공장 견학 , 시식

다도 작법 체험

가정 요리와 식사 예절 등의 체험

생선초밥 장인 체험

입례식 다도 , 차실 작법

시가현의 전통 화과자점 가노 쇼주안에서 본
격적인 화과자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
다 . 비와코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세타가와
강가에 있는 시설로 다석이나 식사 ,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시가현의 향토요리인 생선 조림 등의 제조
과정을 견학 , 시식할 수 있습니다 . 근대화된
시설 내에서 직인들이 엄선된 재료로 손수
만들고 있습니다 .

세계유산 ‘뵤도인’ 근처에 있는 본격적인 다
실로 본고장의 우지차에 계절 과자를 곁들여
차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 처음이라도 부담
없이 오십시오 .

다도의 작법 , 가정 요리 , 생선초밥 , 오코노
미야키 , 다코야키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습
니다 . 해외에서 일본어 교사 경험도 있는 마
치코 선생님이 자택에서 여는 교실로 친절하
고 정성껏 가르쳐 드립니다 .

인기점 ‘도키 스시’ 에서 본격적인 생선초밥
만들기를 배웁니다 . 도구야스지에 있는 칼
가게에서 일본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니폼
가게에서 생선초밥 장인의 의상으로 갈아입
고 체험을 시작합니다 .

사카이 출신의 다성 센노 리큐와 와카작가
요사노 아키코의 업적을 소개하는 문화 관광
시설 . 의자석에서 말차와 화과자를 맛보며
다도 산센케의 지도 아래 직접 차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

시가
 오쓰시 오이시류몬 4-2-1  화요
일·목요일·토요일의 10:45∼12:15
※계절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15명 이상 신청할 경우 다른 요일도 상
담 가능)  2,700엔(세금포함)  각 개
최일의 4일 전까지 예약 필요  http://
kr.biwako-visitors.jp/spot/detail/85

시가
 야스시 요시카와 4187  영업일:양력
1월 1일과 1월 말의 3일간을 제외한 9:00
∼17:00 공장 견학은 평일 낮 견학 가능
(12:00∼13:00 제외)  무료  예약 필
요 없음  http://kr.biwako-visitors.jp/
spot/detail/43

교토
 우지시 우지토가와 2  1/10∼12/20의
10:00∼16:00  기간 중 무휴  500엔∼
 코스에 따라 예약 필요  http://www.
kyoto-uji-kankou.or.jp/

 …시설 등의 장소  …체험할 수 있는 일시·휴업일 등  …요금  …예약 여부  …URL

오사카
 지하철 사카이스지선, 주오선 ‘사카
이스지혼마치’역  11:00∼18:00 
휴일:부정기 휴일, 12월 28일부터 1월 4
일  8,100엔 또는 5,400엔(세금포함) 6
세 이하의 어린이 1명분은 무료  2일 전
까지 예약 필요  http://washoku-hc.
com/

오사카
 오사카시 주오구 난바센니치마에 1011  점포 휴업일 이외 매일 10:00∼ 및
11:30∼  휴일:월 2회  어른(10살∼)
4,980엔(세금포함) 어린이(6∼9세) 3,240
엔(세금포함)  7일 전까지 예약 필요
 http://designpocket.net/tourism/
osakataiken/osakataiken_syokunin/

게재한 정보는 2017년 3월 1일 현재 내용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카이
 사카이시 사카이구 슈쿠인초니시 2-1-1
10:00∼17:00  휴일:셋째 화요일(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및 연말연시  입례식 다도:
어른 500엔 외  입례식 다도는 예약 필요 없
음. 작법 체험은 1개월 전까지 예약 필요. 
http://www.sakai-rishonomori.com/wp/
wp-content/uploads/2016/03/leaflet-ko.
pdf

전통적인 음식문화 1

1 후지이 본가

화과자 만들기 견학
사카이시 연고의 전통 산업 제품 등을 전시 ,
판매하는 시설 . ‘날붙이’ , ‘제사용 향’ , ‘화
과자’ , ‘양탄자’ 를 만드는 장인 기술을 눈앞
에서 체감할 수 있습니다 . 칼갈이의 실연도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

사카이

17 깃사코안

18 이마니시 주조

19 유아사 간장 유한회사

나누는 작업의 실연을 견학

메밀 수타 체험

다도 , 다화회

시음

공장 견학 , 시식

일본 전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수제소면 이
보노이토’ 의 전통 기술과 맛을 체험할 수 있
는 시설 . 견학이 끝나면 레스토랑에서 소면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 백자 이즈 도자기 접시에 담아내
는 메밀국수는 이즈시의 얼굴 . 그 접시 메밀
국수를 수타로 즐기실 수 있도록 메밀도장이
탄생했습니다 . 직접 만든 이즈시 접시 메밀
국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

정식 다회를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 말차의 진정한 맛을 음미할 수
있도록 물 · 말차 · 찻사발로 한 잔씩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

일본에서 최고 오래된 신사이며 술의 신으로
숭앙 받아온 오미와 신사 가까이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전통 양조장 . 양조 과정의 설명을
들은 후 여러 종류의 술을 시음하실 수 있
습니다 .

간장의 발상지로 일컬어지는 기슈 유아사에
서 간장을 정성을 담아 만들고 있는 양조장 .
간장이나 긴잔지 된장을 맛보면서 쇼핑할 수
있고 간장 소프트아이스크림도 맛볼 수 있습
니다 .

효고

효고

 사카이시 사카이구 자이모쿠초니
시 1-1-30  매달 첫째, 넷째 일요일의
13:30∼15:00  휴일:연말연시(그 외 임
시 휴업 있음)  무료  필요 없음 
http://www.sakaidensan.jp/en/

 다쓰노시 가미오카초오쿠무라 56  1
일 5회(11:00∼, 12:00∼, 13:00∼, 14:00∼,
15:00∼) (소요시간 5∼10분)  휴일:월요
일, 연말연시  어른 300엔, 중·고등학
생 200엔, 어린이 100∼  예약 필요 없음
(단체는 전화 예약 필요)  http://www.
ibonoito.or.jp/english/

14 나다고고

15 지코인 절

나라

나라

와카야마

 도요오카시 이즈시초   점포에 따
라 다름  1인 1,600엔∼3,000엔 정도 
예약 필요  http://www.izushi.co.jp/
en/makingsoba/

 나라시 구노도초 6  10:00∼17:30
 휴 일 : 수 요 일  1인 900엔 +소 비 세
∼  예약 필요 없음  https://www.
visitnara.jp/venues/A00185/

나라카시쓰카사 나
16 카니시 요사부로

20 나카노 BC 주식회사 21 나카타 식품주식회사

 사쿠라이시 오아자 미와 510  양조
기(10∼3월)를 제외한 평일 10:00∼17:00
 휴일:부정기 휴일  1인 500엔 
전날까지 예약 필요  https://www.
visitnara.jp/venues/S01138/

 아리다군 유아사초 유아사 1464 
9:00∼16:00  휴일:연말연시  견
학 무료  예약 필요  http://www.
yuasasyouyu.co.jp/multilang/en/

22 오보케이야 온천지

양조장 견학 , 시음 , 물품 구입

다도

화과자 만들기

매실주 만들기 , 공장 견학

공장 견학 , 시식

향토요리 만들기

원료가 되는 쌀과 좋은 물 , 양조 기술 , 술빚
기에 적합한 기후풍토가 어우러져 탄생한 나
다의 술 . 일본 유수의 일본술 생산지인 ‘나
다고고’ 에는 많은 양조장이 있어 견학과 시
음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와비차 발상지인 나라에서 다도의 종합 연출
을 볼 수 있는 절입니다 .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에서 말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

옛 상가가 즐비한 나라 거리에 지은 지 130
년의 상가를 그대로 이용한 점포 .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창작 화과자를 만들어 말차와
함께 먹습니다 . 테이크 아웃도 가능합니다 .

특산품인 기슈 난코 매실 중에서도 4L 크기
의 큰 매실을 사용하여 매실주 · 매실 시럽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시음하면서
구입 및 일본 정원 견학도 할 수 있습니다 .

매실의 본고장 기슈에서 매실장아찌 · 매실
주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 . 매실 시식 , 매실
주 시음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 15 종류의 매화꽃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

이야 메밀이나 데코마와시 ( 꼬치요리 ) 등의
오보케 · 이야 지역의 향토요리를 맛볼 수 있
습니다 . 또한 , 메밀 수타 체험 등 오보케 ·
이야 지역의 향토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시
설도 있습니다 .

고베
 고베시 나다구, 히가시나다구   
 양조장에 따라 다름  http://www.
nadagogo.ne.jp/

나라
 야마토코리야마시 고이즈미초 865 
9:00∼17:00  연중무휴  배관료(말
차 접대를 포함) 초등학생 이상 1,000엔
 예약 필요 없음  http://www1.kcn.
ne.jp/~jikoin/English-top.html

나라
 나라시 와키도초 23  한 달에 1 번
정도, 11:00∼  휴일:부정기 휴일 
1인 2,160엔  2일 전까지 예약 필요
 https://www.visitnara.jp/venues/
S01120/

 …시설 등의 장소  …체험할 수 있는 일시·휴업일 등  …요금  …예약 여부  …URL

와카야마
 가이난시 후지시로 758-45  ①11:00
∼ ②13:00∼ ③15:00∼  휴일:연말연시
 견학·시음 무료 매실주·매실 시럽
담그기 1,620∼2,160엔(세금포함) 예
약 필요  http://www.nakano-group.
co.jp/hangeul/

와카야마
 다나베시 시모미스 1475  매점 8:30
∼17:00 (연중무휴) 공장 견학 8:30∼
16:00(낮 1시간, 15시부터 15분, 일·공
휴일·월 1회 토요일은 작업 휴일) ※견
학은 가능. 연말연시는 영업시간 단축 등
의 변경 있음.  견학·시음 무료  전
화 예약:0739-22-2858  http://www.
nakatafoods.co.jp/global/

게재한 정보는 2017년 3월 1일 현재 내용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쿠시마
 미요시 시내   각 시설에 따라 다
릅니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예약 필요  http://www.
oboke-iya.jp/en/

전통적인 음식문화 2

이보노이토 자료관
11 사카이 전통산업회관 12 소멘노사토
13 이즈시 메밀국수

간사이 지역은 전통 위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신진기예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스턴트 라면도 간사이
에서 탄생하여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스테이크와 스위트, 오코노미야키나 다코야키 등 다양한 음식을 즐
길 수 있습니다.

도로휴게소 단고 왕
23 국 ‘쇼쿠노미야코’

인스턴트 라면 발명
24 기념관

수제빵 만들기 , 농산물 수확 , 단고 음식

오리지널 ‘컵라면’ 만들기

온천이 있는 호텔도 갖춘 단고 지역의 음식 테
마파크 . 마르쉐 코너와 후레아이 동물원도 있
습니다 . 직접 생선초밥 등을 만들어 점심 식사
를 하고 싶은 경우는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

1958 년 오사카에서 탄생한 인스턴트 라면 기
념관 . 직접 디자인한 컵에 4 종류 중에서 원하
는 수프와 12 종류의 재료 중에서 4 종류를 토
핑할 수 있습니다 .

교토  교탄고시 야사카초톳토리 123  빵·쿠키·아이스크림 만
들기 등은 일정한 시기 개최.  휴일:무휴(12∼3월 중순은 화요일 정기휴일)
 입장 무료(수제빵 만들기 체험 1,000엔 등)  예약 우선  http://tangokingdom-howto.com/en/

오사카  이케다시 마스미초 8-25  9:30∼16:00  휴일:화요일(공휴
일인 경우는 다음날이 휴관일), 연말연시  1식 300엔(소비세 포함)  예약
필요 없음  http://www.instantramen-museum.jp/en/

수확 · 산과 바다의 진미

고베 ‘음식’ 의 상징으로 세계 브랜드가 된 ‘고
베 비프’ 는 날마다 고베를 찾는 사람들의 위장
과 마음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 세계에서 인
정받은 고베 맛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

고베 개항으로 서유럽에서 들어온 맛과 기술에
창의력을 더하여 발전한 고베 스위트 . 고베 거
리 곳곳에 맛있는 양과자점이 점재해 있습니다 .

 고베 시내 각처     점포에 따라 다름  http://www.
kobe-niku.jp/en/contents/about/legend.html

고베

 고베 시내 각처     점포에 따라 다름  http://www.
feel-kobe.jp/lp/kobe-sweets/

시코쿠노미기시타

27 와카야마 라면

와카야마

28 ( 미기아가리 )

라면 가게 탐방

미나미아와 덮밥 , 산지 직매장

‘중화 소바’ 라고도 불리는 와카야마 라면 . 가
게 각각의 맛을 자랑하는 독특한 라면을 선보
이고 있으므로 한 집 한 집 그 맛을 맛보며 돌아
보십시오 .

도쿠시마현 남부는 식재료의 보물창고 . 풍부한
자연의 혜택을 입고 자란 특산물이 들어간 ‘미
나미아와 덮밥’ 이나 특산물을 살 수 있는 직판
장 등이 많이 있습니다 .

 역 및 관광시설 주변     점포에 따라 다름  http://
www.wakayamakanko.com/korean/

도쿠시마  현 남부     각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홈페이지 등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hikokunomigishita.jp/
docs/2016062200010/

34 다이센 목장 우유마을

35 사카이 어항

야채 수확 · 요리 교실

수제아이스크림 등 만들기 체험

해산물 구입 · 식사

시가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농산물 직판장입니
다 . 시설 내의 농원에서 수확한 안전하고 신선
한 야채를 사용하여 요리할 수 있습니다 . 시설
내에는 지역 식재료 뷔페 코너도 있습니다 .

다이센 지역은 주고쿠 지방의 최고봉으로 주변 일대
는 국립공원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 갓 짜낸 우
유를 사용하여 수제아이스크림 등을 만들 수 있습니
다 .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

계절에 따라 게 , 참치 등이 잡히는 어항으로 견
학 투어도 있습니다 . 근처에는 해산물 직판장
도 많아서 신선한 어패류를 먹거나 살 수도 있
습니다 .

시가  모리야마시 스모토초 2785  야채를 수확할 수 있는 시기. (1년
내내 그 시기에 수확 가능한 야채가 있으면 체험 가능) ①농업 체험
500엔∼(수확량에 따라 다름) ②요리교실+도시락 만들기 2,000엔∼ (도시락은 그 자
리에서 드셔야 합니다)  사전 예약 필요(수확 가능한 야채가 있으면 전날에도 가
능)  http://kr.biwako-visitors.jp/spot/detail/19

돗토리  사이하쿠군 호키정 고바야시 2-1  10:30∼, 14:00∼  휴일:
둘째, 넷째 화요일  500엔 정도  1주일 전까지 예약 필요  http://www.
tottori-tour.jp/ko/sightseeing/243/

돗토리  사카이미나토시 쇼와초 9-7  8:00∼16:00  휴일:화요일
 입장 무료  예약 불필요  http://www.tottori-guide.jp/tourism/tour/
view/768

도로 휴게소 미야마

30 과일 왕국 야사카

31 후레아이 광장

돗토리항 해산물시장

37 가로이치

36 돗토리 이십세기배 기념관

복숭아 , 포도 , 배 등의 수확

지역 특산품 구입

배에 대해 알아보기 · 시식

해산물 구입 · 식사

자연이 풍부한 단고 반도에 있는 관광 과수
원 . 여름부터 가을까지 과일 무제한 시식 체험
을 할 수 있습니다 . 카페 코너에서는 주스나 젤
라토 등도 맛볼 수 있습니다 .

가야부키노 사토 ( 이엉지붕집 마을 ) 로 유명한 미야마초 .
계절마다 맛있는 음식 재료나 기념품을 만날 수 있는 “푸랏
토 미야마” , 미야마 우유 직매소 “미야마 우유공방” 에서
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 젤라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이십세기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돗토리현에 있는 박물
관으로 일본에서 배를 테마로 한 박물관은 이곳 단 하나
뿐입니다 . 일년 내내 여러 종류의 배를 시식할 수 있습니
다 . 세계의 배를 소개하는 코너와 배 정원도 있습니다 .

돗토리 가로항에서 잡힌 싱싱한 해산물이 늘어
선 시장 . 신선한 어패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것
은 물론 농산물 직판장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쇠고기와 농산물도 즐길 수 있습니다 .

 난탄시 미야마초 아가케시모 23-2  4∼9월:8:30∼18:00, 10
∼3월:8:30∼17:00  휴일:1∼2월의 둘째, 넷째 수요일과 연말연
시(12/31∼1/3)  입장 무료  예약 필요 없음  http://www.miyamanavi.
net/kan0005/

돗토리  구라요시시 다쿄지초 198-4  9:00∼17:00  휴일:매 월
첫째, 셋째, 다섯째 월요일(공휴일인 경우는 휴일이 아닌 다음날), 연말연시
(12/29∼1/3)  어른 300엔, 초·중학생 150  예약 불필요  http://www.
tottori-tour.jp/ko/sightseeing/429/

돗토리  돗토리시 가로초니시 3-27-1  8:00∼17:00  휴일:각 점포
에 따라 다름  입장 무료  예약 불필요  http://www.tottori-tour.jp/ko/
sightseeing/125/

교토

 교탄고시 야사카초 기바시 2194  8∼11월의 9:00∼17:00 
개원 기간 중은 무휴  어른:1,990엔(세금포함), 어린이:1,500엔
(세금포함) ※원내 무제한 시식. 시간 무제한  예약 필요. 당일 예약도 가능
 http://www.fruits-oukoku.jp/

교토

도로휴게소 다지마
33 노마호로바

32 과일따기

고베

쇼핑 , 식사

39 도쿠시마 농림어가 민박

38 아와지비에

포도 , 배 , 감 , 딸기 수확

지역 특산물 구입 · 식사

지비에 요리

산과 바다의 혜택 수확 · 농림어가의 요리

과일 따기 체험으로 느끼는 고베 과일의 매력 .
생산자에 의해 정성스럽게 키워진 막 수확한 맛
있는 과일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고분시대 고대 관청을 모티프로 한 건물로 아
사고시 매장문화재센터가 병설 . 지역 특산품을
풍부하게 갖추고 트립어드바이저 도로휴게소
랭킹에서도 전국 제 2 위를 획득 !

도쿠시마의 자연이 키운 식재료인 멧돼지나 사
슴을 “아와지비에” 라고 이름지었습니다 . 현내
각지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

농가 민박이나 , 임가 민박 , 어가 민박에서 제공
되는 요리를 통해 지역에 계승되고 있는 식문화
를 접할 수 있습니다 .

도쿠시마  현내 전 지역     각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ref.tokushima.jp/chouju/
awa-gibier/english/

도쿠시마  현내 37시설    각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홈페이지 등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필요  http://www.pref.tokushima.jp/
docs/2014091000250/

고베 시내 시설에 따라 다름 http://
harvestkobe.jp/en/

효고

 아사고시 산토초 오쓰키 92-6  8:30∼20:00  연중무휴 
입장 무료  예약 필요 없음  http://green-wind.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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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한 정보는 2017년 3월 1일 현재 내용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확 · 산과 바다의 진미

JA 오우미 후지파
29 머스 마켓 오민치

고베

식사

새로운 음식문화

새로운 음식문화

간사이 지방에는 풍부한 자연과 뛰어난 재배기술이
있고 산·들·바다에서 사계절마다의 다양한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직접 수확한 신선한 특산물
을 맛보거나 지역 사람들과 접할 수 있는 것도 여행만
의 즐거움입니다.

26 고베 스위트

25 고베 비프

지 도 / 길 안 내
대중교통

36

34

돗토리

F

J
돗토리

13
33

35분
35분
40분
65분
43분
50분
42분
32분
80분
85분
85분
75분
85분
195분
85분
85분
65분
30분
230분
204분
165분

※소요시간은 어디까지나 기준으로 환승 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철(민영철도)

교토

소요시간

JR
A 와카야마
난카이
공항버스
JR
B 오사카
난카이(남바)
공항버스
JR
C 사카이
난카이
JR
D 나라
난카이 + 긴테쓰
공항버스
JR(HARUKA)
E 교토
공항버스
F 아마노하시다테 JR + JR(KONOTORI) + TANTETSU
G 오쓰
JR(HARUKA) + JR
JR
H 고베
공항버스
BAY SHUTTLE (Jet Ferry)
I 기노사키온천 JR + JR(KONOTORI·HAMAKAZE)
J 돗토리
JR + JR(SUPER-HAKUTO)
K 도쿠시마
공항버스

JR

아마노하시다테

37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가는/에서부터의 길안내
출발/도착지

30 23
1

I

35

간사이 지도 / 길안내

간 사 이

기노사키온천

31

효고

29 3

교토

L

5 E
6
12

25 26 32
14

24
고베

오사카

H

11
10

B

7
8 9

C 사카이

1
시가

G 오쓰

4

2

16
17
15

D 나라

18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

나라

27

A 와카야마
도쿠시마

22

20

K

19

38 39

와카야마

도쿠시마

28

21

공항버스

…전통적인 음식문화
…새로운 음식문화
…수확·산과 바다의 진미
게재한 정보는 2017년 3월 1일 현재 내용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관광 안내소
간사이 관광정보센터 간사이국제공항
 7:00-22:00 무휴
 11:30-19:30 무휴

간사이국제공항 제1 터미널빌딩 1층 중앙
간사이국제공항 제2 터미널빌딩 1층

A

전화 +81-(0)72-456-6160
전화 +81-(0)72-456-8630

B

C

와카야마시
관광안내소

오사카관광안내소

난카이 와카야마시역 또는 JR 와카야마
역에서 버스로 ‘시야쿠쇼마에’ 하차 바로.

JR 오사카역 구내 1F 중앙홀
여행서비스센터 오사카 내

 08:30-17:15 12월 29일∼31일

 07:00-23:00 무휴

전화 +81-(0)73-435-1185

전화 +81-(0)6-6345-2189

2017년 3월 중 오픈

D

E

사카이역
관광안내소
난카이 사카이역 빌딩 1F
 09:00-18:00
 연말연시

전화 +81-(0)72-232-0331
L

나라현 사루사와 인

교토 종합관광안내소
(교나비)

교토시 가와라마치 산조
관광정보코너

긴테쓰 나라역에서 도보 10분/
JR 나라역에서 도보 15분

JR 교토역 2층

나카교구 가와라마치도리 산조아가루
에비스초 427 교토아사히회관 1층
 10:00-18:00  연말연시

 08:00-21:00  무휴

전화 +81-(0)742-81-7461
F

 08:30-19:00 /
 무휴

전화 +81-(0)75-343-0548
G

H

아마노하시다테역
관광안내소

오쓰역
관광안내소

단테쓰 아마노하시다테역
 09:00-18:00
 무휴

오쓰역에서 도보 1분
 09:00-18:00
 무휴

전화 +81-(0)772-22-8030
I

전화 +81-(0)75-213-1717

고베시 종합인포메이션센터

전화 +81-(0)77-522-3830

J

JR 산노미야역 동쪽출구를 나와 남쪽 바로,
포트라이너 산노미야역 계단 아래
 09:00-19:00
 무휴(연말연시는 시간 단축)

전화 +81-(0)78-322-0220
K

기노사키온천 관광안내소
(SOZORO)

돗토리시
국제관광객서포트센터

공익재단법인 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JR 기노사키온센역에서 도보 10분
 09:00-18:00
 무휴

JR 돗토리역 북쪽출구에서
동쪽으로 도보 1분
08:30-17:30  연말연시

JR 도쿠시마역 빌딩 클레멘트플라자 6층
 10:00-18:00
 연말연시

전화 +81-(0)796-32-0013

전화 +81-(0)857-22-7935

전화 +81-(0)88-656-3303

무료

간사이광역연합
KANSAI Free Wi-Fi

www.kouiki-kansai.jp/tourist_info/food_tourism/

간단한 조작, 한 번의 등록으로
간사이 지역의 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여러 Wi-Fi에 접속할 수 있는
앱입니다.

게재한 정보는 2017년 3월 1일 현재 내용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 국제관광 YEAR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