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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AYAMA PUBLIC TRANSPORT

자전거 自転車

와카야마 대중교통

버스의 긴 배차 간격이 걱정된다면 자전거를 적극 활용해보자. 키미이데라의 경우 키미이데라만 둘
러볼 예정이라면 JR 열차가 가장 좋지만 주변 지역까지 둘러볼 예정이라면 자전거를 대여하는 것이
좋다. JR 와카야마 역 중앙출구 지하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다.
운행 시간 및 요금

REAL POINT
1

와카야마 시내 이동은 버스나 자전거가 편리하다.

2

버스를 이용할 경우 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일정을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다.

3

고야 산 역에서 고야 산 입구까지는 시내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자.

4

고야 산을 여유롭게 둘러보고 싶다면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자.

5

키미이데라나 마리나 시티까지 둘러볼 예정이라면 1일 버스 승차권을 구입하자.

와카야마

버스 バス
시내보다 외곽에 볼거리가 많은
와카야마는 연결편이 드문 열
차보다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
이 편리하다. 배차 간격은 길지
만 운행 시간표와 실제 운행 시
각에 거의 차이가 없어 일정을
잘 세우면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주로 이용하게 되는 노선

운행 시간 : 08:00~17:00(대여소별로 다름)
요금 : 1일 일반 자전거 500~700엔, 전동 자전거 1,000엔
대여소 : JR 와카야마 역

이용하기
1

자전거 대여소를 찾아 반납 장소, 대여 시간, 요금을 확인하자.

2

자전거 종류, 체인과 브레이크 상태, 공기압 등을 잘 살펴보고 대여하자.

3

일본은 좌회전, 우회전 신호 없이 파란불에서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이 가능하니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
와도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

4

관광지에서는 반드시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하자. 아무 데나 세울 경우 불법 주차로 견인 또는 벌금을 물 수
있다(무료 주차 가능한 곳도 있음).

고야 산

케이블카 ケーブルカー
난카이난바 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고쿠라바시 역에 도
착하면 고야 산 역까지 800m 급경사 구간을 케이블카
로 이동한다. 난카이 전철 이용 시 열차 요금에 케이블
카 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은 두 개뿐이어서 이용하기도
쉽다.

버스
운행 시간 및 요금
운행 시간 : 06:00~22:00(버스별로 다름)
요금 : 1구간 180엔, 4구간 미만 230엔, 8구간 미만 250엔/전 노선 프리 1일 승차권 1,000엔

고야 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으로 고쿠라바시 역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도착해 고야
산 역 개찰구를 나오면 버스 터미널이 있다. 2번 승강장에서는 고야 산 동쪽인 오쿠노인, 3번 승강
장에서는 고야 산 서쪽인 단죠가란과 다이몬으로 가는

이용하기

버스를 탈 수 있다. 버스 1일권을 구입하거나 간사이 스

버스 승강장에 적혀 있는 목적지와 버스 번호를 확인하자. 같은 번호의 버스라도 승강장에 따라서 목적지가 다

루패스 소지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르다. 번호에 따라 앞문 승차 후 뒷문으로 하차, 뒷문 승차 후 앞문으로 하차하는 버스로 나뉜다. 뒷문으로 승차
하는 버스의 경우 현금 결제 시 탑승하면서 뽑은 정리권을 제시한 후 요금을 지불한다. 잔돈이 없을 경우 교환기
를 이용하자.

운행 시간 및 요금
운행 시간 : 06:00~22:00(버스별로 다름)
요금 : 1구간 220엔(최대 요금 470엔)/ 1일권 830엔

와카야마
WAKAYAMA 和歌山

#와카야마 #와카야마성 #고양이전차 #와카야마중화소바

오사카 아래에 위치한 와카야마현은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
았지만 일본에서는 휴양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대자
연이 만들어낸 풍성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이곳은 일본에서 처음으
로 간장을 만든 곳으로도 유명한데 지금도 전통 방식 그대로 간장
을 제조하는 곳들이 많이 남아 있다. 와카야마시는 와카야마 라멘
의 탄생지로 이데쇼텐 등 유명한 라멘 맛집이 다수 자리해 있다. 또
한 귀여운 고양이 역장을 만날 수 있는 키시 역, 판다를 볼 수 있는
어드벤처 월드, 유럽풍 테마파크 포르토 유럽, 불교 성지로 유명한
고야 산 등 갖가지 매력을 즐길 수 있다.

ACCESS

오사카에서 가는 법
JR 신오사카 역

쿠로시오 특급 시라하마 행/
신구 행, 58분, 2,210엔

와카야마 역

오사카 역
1번 승강장

키슈지 쾌속 와카야마 행,
91분, 1,240엔

와카야마 역

난카이 특급, 59분, 920엔

와카야마시 역

난카이난바 역

TRAVEL
TIP

와카야마 여행에는 JR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고 편하지만, 간사
이 스루패스 소지자라면 난카이 전철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와카야마는 도보로 다니기에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전거를
대여해 주요 명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좋다. 자전거는 JR 와카
야마 역 관광센터에서 대여 가능하다(www.ticwakayama.jp/

content/shiromachieco).
가을에서 봄까지는 와카야마 성의 천수각에서 일몰을 감상할 수
있으니 시간에 맞춰 이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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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MAP

REAL MAP

SIGHT SEEING

와카야마
상세 지도

EATING & DRINKING

와카야마시

SHOPPING

SIGHT SEEING

APP 호텔 와카야마

01 와카야마 성
02 와카야마 현립박물관 &

시티 인 와카야마

04 후쿠로노유

현립근대미술관

03

03 부라쿠리초 상점가
04 후쿠로노유

토요코인 와캬아마
에키 히가시구치

컴포트 호텔 와카야마

01 와 다이닝 세이노

E ATING & DRINKING
01 와 다이닝 세이노
02 이데쇼텐

008

썬 호텔 와카야마

부라쿠리초 상점가

05 마루비쇼텐
와카야마

04 사라시나
도미인 프리미엄
핫스프링 호텔

03 알트로 시에스타
04 사라시나
05 마루비쇼텐
다이와 로이넷 호텔 와카야마

03 알트로 시에스타

02 이데쇼텐

01
와카 강
와카야마 공원 동물원

다나카구치

와카야마 성
관광안내소

02

와카야마 현립박물관 & 현립근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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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HTSEEING

03

SIGHTSEEING
01
천수각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일몰
와카야마 성 和歌山城

와야카마시에서 가장 번화했던 곳
부라쿠리초 상점가 ぶらくり丁商店街
와카야마 성 북쪽에서 JR 와카야마 역이 있는 동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점가이다. 초창기에는 가게가 너무 좁아

1585년 하시바 히데나가가 산에 지어올린 거처에서 시작
된 성으로 1619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열 번째 아들인

물건을 내부에 진열하는 대신 문 앞에 걸어놓았는데, ‘매

요리노부가 위세에 맞게 대폭적인 확장을 단행해 오늘에

빈둥 걷는다’라는 뜻의 부라부라 아루쿠에서 기원했다는

이른다. 에도시대에 와카야마 번청으로 사용되는 등 여러

설이 있다. 1930~70년대에는 오사카 미나미 지역과 견

달다’라는 뜻의 부라쿠에서 이름이 유래했다는 설과 ‘빈둥

번의 개축을 거쳤으며 그 덕분에 다양한 건축양식이 남아

줄 정도로 대단히 번화한 곳이었다. 지금은 상권이 킨테

있다. 천수각은 갑옷, 무기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꾸

츠 JR 와카야마 역과 그 주변 지역으로 이동해 예전의 활

며져 있으며, 주변에는 닌자 복장을 한 도우미들이 있어

기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오랜 내력을 간직한 상가들을 둘

서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관련 공연도 관람할 수 있

러볼 수 있어 놓치기 아쉽다.

다. 이곳은 무엇보다 천수각에서 내려다보이는 일몰이 장
관이므로 늦은 오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JR 와카야마 역 서쪽 2번 버스정류장에서 24·22·27번 버스
탑승(230엔) 후 고우엔마에(公園前)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2분
09:00~17:30(입장 마감 17:00)
성인 410엔, 중학생 이하 200엔
073－431－8648
34.227577, 135.171443
和歌山県和歌山市一番丁3

JR 와카야마 역 3번 버스정류장에서 0·40·42·44·50번 버
스 탑승 후 혼마치2초메(本町2丁目)에서 하차 후 도보 1분
상점마다 다름
和歌山県和歌山市本町1丁目
34.233848, 135.174601

02

04

아름다운 공공건물 100선에 선정된
와카야마 현립박물관&현립근대미술관
和歌山県立博物館 & 和歌山県立近代美術館

와카야마 여행의 마무리 코스
후쿠로노유 ふくろうの湯
와카야마시를 여행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걸어야

지상에서는 두 채의 건물에 들어서 있지만 지하에서는 하

한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도 많고 자주 다니지도 않아

나의 건물로 이어져 운영되는 곳으로 와카야마 성 바로

서 걷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루

옆에 위치한다. 미술관은 1963년, 박물관은 1971년 개관

종일 이곳저곳 걸어다니느라 피로해진 몸과 마음을 시원

했으며 1994년 현재의 건물로 함께 이전했다. 일본의 버

하게 달래는 데는 온천이 그만이다. 후쿠로노유는 부라쿠

블 시대에 지어져 부지가 넓고 규모가 웅장하며 일본 공

리초 상점가에 위치한 실내 온천으로 대형 쇼핑센터 포르

공건물 100선에 선정되었을 정도로 외관이 무척 아름답

테의 지하에 자리한다. 기포 안마 시설, 암반 욕장 등 시

다. 미술관에서는 주로 와카야마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버스를 이용해 와카야마 역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판화 컬렉션과 유화로 유명한 사에키 유

이동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있어 더욱 좋다.

우의 작품 13점도 감상할 수 있다. 박물관에서는 현지에
서 발굴된 역사 자료를 중심으로 와카야마현의 3만 년 역
사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09:30~17:00(입장 마감 16:30, 토 휴무)
[박물관] 성인/대학생/고등학생 이하 및 65세 이상 280/170
엔/무료, [미술관] 340/230엔/무료
박물관 073-436-8670, 미술관 073-436-8690
34.225269, 135.171786
和歌山県和歌山市吹上1-4-14

JR 와카야마 역 3번 버스정류장에서 0·40·42·44·50번 버
스 승차(230엔) 후 혼마치2초메에서 하차 후 도보 1분
일~목 10:00~23:00, 금~토 10:0~24:00(입장 마감 영업
마감 1시간 전, 셋째 화 휴무)
성인 1,080엔, 4세~초등학생
540엔, 4세 미만 무료
073-423-4126
和歌山市本町2丁目1番地 フォルテワジマ地下1階

34.234148, 135.17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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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ING &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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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 AT I N G & D R I N K I N G

70년 전통의 멋스러운 정식집
사라시나 更科
한두 가지의 주력 메뉴가 아니라 우
동, 소바, 텐동 등 다양한 음식을 선
보이는 곳으로 1941년에 문을 열었
다. 오므라이스, 카레, 돈카츠, 중화
소바 같은 인기 메뉴를 포함한 모든
음식이 맛있고 푸짐한 데다 저렴하기
까지 해, 점심시간이면 주변의 직장
인들이 몰려와 긴 줄을 늘어선다. 창
업 당시의 건물에서 영업을 이어나가
고 있어 예스럽고 레트로한 분위기
에서 한 끼를 맛볼 수 있다.

03
2년 연속 전국 케이크 판매
1위를 수성한 그곳!
알트로 시에스타
Altro siesta
와카야마시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크
전문점으로, 일본 온라인 쇼핑몰 라
쿠텐에서 케이크 부문 전국 매출 1

01

02

전국 1위 라멘, 조금 더 편하게 맛보자
와 다이닝 세이노 JR 와카야마 역 분점
和 dining 清乃

와카야마 중화 소바의 대표 주자
이데쇼텐 井出商店
와카야마 중화 소바의 맛을 일본 전역에 알린 라멘집으

일본 맛집 사이트 타베로그에서 라멘 분야 전국 1위를 차

로 일본 각지에서 몰려온 손님으로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

지한 라멘 전문점이다. 본점은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찾

룬다. 1998년 신년 연휴에 방송된 한 TV 프로그램에서

아가기가 어렵지만, 2호점은 JR 와카야마 역 킨테츠 백화

일본의 유명한 음식 평론가가 이곳을 라멘 분야 우승자

점 지하 식품관에 자리해 무척 편리하다. 본점 메뉴 가운

로 지목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으며, 이

데 와카야마 라멘과 니보시 라멘만 맛볼 수 있지만 유명

후 요코하마에 있는 전국 라멘 박물관에 와카야마 대표

맛집의 분점답게 맛이 아주 훌륭하다. 특히 진한 돈코츠

로 출점하면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진한 돈코츠 육수

국물에 간장을 섞어 걸쭉하게 내는 와카야마 라멘은 후쿠

에 간장으로 맛을 낸 국물에 중간 굵기의 스트레이트 면

오카의 하카타 라멘과는 다른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

을 사용해 하카타 라멘보다 맛이 깊다. 자리에 놓인 삶은

어 좋다.
코테리 와카야마 라멘(こってり和歌山らーめん) 750엔
JR 와카야마 역에서 연결(킨테츠 백화점 지하 식당가)
10:00~19:00
073-433-1122
和歌山県和歌山市友田町5-18 近鉄百貨店和歌山店
34.232873, 135.190576

달걀과 하야즈시(발효 고등어 초밥)는 원하는 만큼 먹고
나중에 한번에 계산하면 된다.
특제 중화 소바(特製中華そば) 800엔, 하야즈시(早壽司) 개당
150엔, 달걀 개당 50엔
JR 와카야마 역에서 도보 7분

11:30~23:30(목 휴무)

073-424-1689
34.228471, 135.189503

和歌山県和歌山市田中町4-84

위를 2년 연속으로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매장이 넓고 쾌적
하며 케이크는 물론 커피 등의 음료
메뉴가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특히
치즈 케이크는 라쿠텐 판매 1위 수
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메뉴로 촉
촉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냉
장 진열대에서 케이크를 고르면 직
원이 주방으로 가져가 먹기 좋게 자
른 후 케이크에 어울리는 소스로 장
식해준다. 점심시간에는 런치 메뉴를
맛보러 오는 손님들로 붐빈다.
시에스타 치즈 케이크(シエスタチーズ
ケーキ) 1조각 360엔, 1본 1,620엔

JR 와카야마 역에서 도보 10분
10:00~19:00
073-402-0886
和歌山県和歌山市田中町2丁目18-1
w-siesta.com
34.228667, 135.186020

오므라이스(オムライス) 650엔
JR 와카야마 역에서 도보 5분
073-422-1475
和歌山県和歌山市美園町4-59
34.231585, 135.187822

05
긴 런치 타임과
맛있는 세트 메뉴
마루비쇼텐
丸美商店
중화 소바를 선보이는 라멘집으로

JR 와카야마 역과 연결된 쇼핑몰 미
오(MIO)의 지하 식당가에 위치한다.
와카야마 라멘의 특징인 간장을 섞
은 진한 돈코츠 국물을 맛볼 수 있
다. 런치 타임(오후 5시까지)에는 일
본식 모둠 솥밥인 타키코미 고항과
중화 소바 또는 특제 중화 소바를 세
트로 저렴하게 선보인다. 츠케멘도
인기 메뉴이지만 런치 타임 이후에
만 판매하니 참고하자.
특제 중화 소바+타키코미 고항 세트
(特製中華そばセット) 950엔
JR 와카야마 역에서 연결

10:00~22:00

073-426-1231

和歌山県和歌山市美園町5 - 61 和歌
山MIO B1F

34.2321, 135.1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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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카야마 서·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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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에서 벚꽃을 가장 먼저
구경할 수 있는 곳
키미이데라 紀三井寺

귀여운 고양이 열차에 고양이 역장까지!
키시 역 貴志駅

770년 당나라의 승려 이코가 창건한 사찰로, 사찰 안에
있는 세 개의 샘에서 맑고 깨끗한 물이 나와 이와 같은 이

편도 약 30분 거리의 와카야마 전철 키시가와 선의 종

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이곳은 간사이에서 벚꽃이 가장 빨

착역으로, 사람이 아닌 고양이가 역장을 맡아 큰 화제를

리 피는 곳으로도 유명하며 사찰에서 내려다보이는 태평

불러일으킨 곳이다. 고양이를 이미지화해 구성한 역사

양 바다와 시내 전경이 뛰어나다. 키미이데라 입구는 정문

내부에는 1대 고양이 역장이었던 타마 1세의 박물관과

과 후문 두 곳인데, 정문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해서 체

집무실이 있다. 현재는 타마 2세(니타마)가 대를 이어 역

력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으니 노약자를 동반한 방문객이

장으로 활동 중이다.

라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후문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역 내에는 타마 역장을 콘셉트로 하는 타마 박물관과 타
마 카페(Tama Cafe)가 있다. 카페에서는 커피와 아이스
크림 등의 음료와 타마 일러스트, 타마 인형, 타마 티셔

REAL
TIP

4가지 매력의 테마 열차를 이용하자

츠 등 각종 기념품을 판매한다. 테마 열차 시간표는 타마
카페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열차를 기다리며 휴식을

와카야마 역과 키시 역을 이동하는 키시가와 선은 일반 열

취하기 좋다.

차와 테마 열차를 운행한다. 테마 열차에는 타마 역장의 캐

JR 키세이 본선 키미이데라 역에서 도보 11분
08:00~17:00
성인 200엔, 초·중·고생 및 70세 이상 100엔
073-444-1002
和歌山県和歌山市紀三井寺1201

kimiidera.com
34.185155, 135.190014, 후문 34.185936, 135.189129

릭터로 치장한 타마 열차, 딸기를 콘셉트로 한 이치고 열
와카야마 전철 키시가와 선 키시 역
[니타마 역장 출근일] 월~화, 금~일 10:00~16:00, [타마
카페] 09:15~17:15
073-478-0110
和歌山県紀の川市貴志川町神戸 803

34.209592, 135.311821

차, 장난감으로 꾸민 오모챠 열차, 2016년부터 운행을 시
작한 우메보시 열차가 있다. 테마별로 열차 내부 인테리어
와 전시 소품이 다르니 왕복 구간 이용 시 서로 다른 열차
를 이용해 보자.

아담한 공간, 푸짐한 음식
데키 카페 デッキカフェ
키미이데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카페로 커
피와 토스트, 식사류 등을 선보인다. 아침·점심 메뉴가 다
양하고 가격 대비 양도 넉넉한 데다 맛도 좋다. 이른 아침
부터 영업하기 때문에 시내에서 먼 키미이데라를 서둘러
방문하게 되더라도 끼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모닝 세
트에는 토스트와 소시지, 달걀이 푸짐하게 나오며, 200엔
을 추가하면 와플도 맛볼 수 있다.
토스트 모닝+아메리카노 커피(とストモーニング+アメリカノ
珈琲) 580엔

JR 키세이 본선 키미이데라 역에서 도보 10분
화~금 10:00~19:00, 토~일 09:00~19:00
073-446-5151
和歌山県和歌山市紀三井寺840 -39 メゾン山水 1F
34.185894, 135.183002

시라하마
SHIRAHAMA 白浜

#시라하마 #시라하마온천 #산단베키 #센조지키
#사키노유 #노천온천 #엔게츠도

시라하마는 새하얀 백사장으로 대표되는 와카야마현의 대표 관광
지로 매년 여름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해수욕을 즐긴다.
일본의 3대 온천 중 가장 오래된 온천지로 바다와 불과 몇 미터 거
리에 있는 노천 온천인 사키노유 역시 유명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산단베키, 센조지키, 엔게츠도 등 대자연이 빚어낸 위대한 풍광이
시라하마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백미로 꼽힌다.

ACCESS

오사카에서 가는 법
JR 신오사카 역

쿠로시오 특급 시라하마 행/신구 행
150분, 5,080엔

오사카 역 JR 고속버스 터미널
JR 난바 역 OCAT

간사이 국제공항
린쿠타운 역

TRAVEL
TIP

메이코우 고속버스
210분, 2,980엔

메이코우 고속버스
210분, 2,680엔

시라하마 역

시라하마
버스센터

시라하마
버스센터

당일 코스로 엔게츠도의 일몰까지 보고자 한다면 해가 빨리 지는
겨울이 좋다.
엔게츠도의 일몰을 보고 나면 시라하마 역으로 오는 버스가 끊
길 가능성이 높다. 시라하마 역으로 돌아가려면 시라하마 버스센
터까지 도보로 이동해야 하며 약 20~25분이 소요된다. 버스로
오사카까지 간다면 18:24, 시라하마 역에서 쿠로시오 특급을 이
용한다면 19:45이 막차 시간이니 주의하자. 일반 열차의 막차는
19:58에 있지만, 세 번이나 갈아타야 해 4시간이 넘게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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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HT SEEING

01 토레토레 시장

시라하마
상세 지도

EATING & DRINKING
SHOPPING

SIGHT SEEING
06 시라스나

01 산단베키  
02 센조지키  

시라라유 07

05

03 시라하마 해중전망탑  
04 사키노유  
05 시리라하마 해수욕장  
06 시라스나  
07 시라라유  
08 엔게츠도
02 피셔맨즈 워프 시라하마

E ATING & DRINKING
01 토레토레 시장  
02 피셔맨즈 워프 시라하마
08

시리라하마 해수욕장
04 사키노유
03

엔게츠도

산단베키 01

02

시라하마 해중전망탑

센조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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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HTSEEING
01
동굴과 절벽의 첨예한 조화
산단베키 三段壁

SIGHTSEEING

03

04

시라하마 앞바다의 속살을 들여다보자
시라하마 해중전망탑 白浜海中展望塔

바다와 가장 가까운 천연 노천 해수탕
사키노유 崎の湯

020

센조지키와 시라하마 백사장 사이의 바닷속 모습을 관람

개발의 손길이 닿기 오래전부터 온천수가 뿜어져나오던

할 수 있는 수중 전망대이다. 시라하마 앞바다 100m 안

곳에 형성되어 있던 천연 노천 온천으로, 일본에서 가장

쪽에 높이 18m, 수심 8m 규모로 세워져 있으며, 12개

오래된 온천 중 하나이다. 태평양 바다와의 거리가 불과

자연 침식에 의해 형성된 해안 암반 절벽과 동굴이 자리

창문 너머로 오색빛깔의 열대어를 비롯해 감성돔, 벵어돔,

10m라 바위에 부딪힌 파도가 탕 안으로 들어올 정도이

한 곳이다.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절벽은 길이 2km, 높이

쏨뱅이 등 30종류의 물고기를 감상할 수 있다. 바람이 강

다. 남탕과 여탕을 나누는 칸막이 외에는 공간이 뚫려 있

60m로 길게 뻗어 있으며 끝에서 끝으로 직접 이동해볼

한 날에는 바닷속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남탕은 해중전망탑으로 가는 길에 확인할 수 있으며

수 있다. 과거 일본 해적의 근거지이자 일본 수군 기지로

날씨가 맑고 바람이 없는 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

여탕은 정면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막혀 있다. 워낙 바

활용되었던 동굴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볼

파트 8층 높이를 계단으로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에 노약

다와 가깝기 때문에 파도가 높고 바람이 센 날에는 입장

수 있다. 내부에는 해적과 수군이 이용하던 공간, 동굴 형

자는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이 제한될 수 있다.

JR 시라하마 역 1번 버스정류장에서 12, 30번 버스 탑승 후
신유자키(新湯崎) 정류장 하차

JR 시라하마 역 1번 버스정류장에서 12, 30번 버스 탑승 후
유자키(湯崎)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성 과정, 신사 등이 자리한다.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있
는 모습을 닮은 십상암은 보는 각도에 따라 열 가지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JR 시라하마 역 1번 버스정류장에서 12·30번 버스 탑승 후
산단베키 정류장에서 하차
08:00~17:00(입장 마감 16:50)
성인 1,300엔, 초등학생 650엔, 미취학 아동 무료
0739-42-4495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その他）2927-52
sandanbeki.com
33.665396, 135.335221

02
자연이 만들어낸 걸작
센조지키 千畳敷
파도의 침식과 퇴적 작용을 통해 형성된 지형으로, 우리
나라 변산반도의 채석강과 비슷하다. 탁 트인 태평양과 함
께 어우러진 센조지키의 모습에는 누구라도 감탄이 쏟아
진다. 이곳은 위에서 보는 것보다 바다 가까이로 내려가서
올려다보는 것이 더 좋은데, 방대한 규모가 한눈에 잘 들
어오기 때문이다. 센조지키의 ‘조’는 다다미를 세는 단위
로, 퇴적암의 모습이 마치 다다미 천 장을 쌓아올린 것 같
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JR 시라하마 역 1번 버스정류장에서 12·30번 버스 탑승 후
센조지키 정류장에서 하차
24시간

0739-43-6588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

33.670682, 135.330447

5~9월 07:00~18:00, 10~4월 08:00~17:30
성인 800엔, 아동 500엔
0739-43-1100
和歌山県西牟婁郡 白浜町1821

kaichu-tenboto.com

33.676156, 135.335737

08:00 ~17:00 (수 휴무)/4 ~6,9 월 08:00 ~18:00, 7~8월
7:00~19:00
3세 이상 420엔
0739-42-3016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湯崎1668
nanki-shirahama.com
33.676820, 135.33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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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온천탕에서 감상하는 시라하마의 백사장
시라라유 白良湯
시라하마 해수욕장과 가까운 일반 온천이다. 2층 건물에
들어서 있으며 1층에는 휴게실이, 2층에는 온천탕이 자리
해 있다. 옛날 공중목욕탕 형태의 온천탕에서는 아름다운
시라하마의 백사장을 감상하며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JR 시라하마 역 1번 버스정류장에서 12, 30번 버스 탑승 후
시라라하마 정류장 하차
07:00~22:00(목 휴무)
성인 420엔, 중학생 140엔, 초등학생 이하 70엔
0739-43-2614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3313-1
33.683104, 135.344513

05
에메랄드빛 바다와 고운 백사장
시리라하마 해수욕장 白良浜
지명 시라하마의 기원이 되는 해수욕장으로 650m 길이
에 아름다운 백사장과 바다가 펼쳐져 있다. 이곳의 모래
는 규산 90%를 포함한 석영으로 이루어져 있어 색이 유
달리 하얗다. 맑고 깨끗한 태평양 바다와 하얗디하얀 모
래사장이 자아내는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일본의 하
와이라고도 불리며 여름철이면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JR 시라하마 역 1번 버스정류장에서 12, 30번 버스 탑승 후
시라라하마에서 하차
24시간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
33.682018, 135.344579

06
여름에는 해수욕 후 온천을, 겨울에는 족욕을
시라스나 しらすな
시라하마 백사장 우측에 자리한 노천 온천으로 근처 원천
가운데 마부유의 온천수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다. 여름에
는 해수욕 후 모래를 씻어내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 수
영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는 데다 바다까지 감상할 수 있
는 온천은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만큼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수영복을 입기 때문에 남녀 구분이 없
으며 100명 정원으로 운영된다. 겨울에는 노천탕 대신 족
욕탕만 이용 가능하다.
JR 시라하마 역 1번 출구에서 12, 30번 버스 탑승 후 시라
라하마 정류장 하차
10 :00 ~15:00, 7월 1일~9 월 15일
10:00~19:00, 5~6월 이벤트 시 10:00~17:00
5월 1일~9월 30일 100엔, 그 외 무료
0739-43-1126
33.681286, 135.345289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864

08

시오 특급은 19시 45분이 막차인데 엔게츠도에서 시라하

시라하마 여행의 절정을 장식하는
극강의 일몰 포인트
엔게츠도 円月島

마 역까지 운행하는 버스의 막차는 17시 43분이다. 엔게
츠도에서 시라하마 역으로 가려면 시라하마 버스센터까

자연 침식에 의해 생긴 원형 동굴이 자리한 커다란 바위

일반 열차를 이용해 와카야마시로 이동 후 신쾌속 열차로

섬으로, 낮에는 그저 구멍 뚫린 돌덩이에 불과하지만 일몰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쿠로시오 특급에 비해서 2시

시간이 되면 더없이 화려하게 변모한다. 해가 넘어가며 구

간 정도 더 걸리고 여러 번 갈아타야 해 매우 불편하다.

멍으로 마지막 햇살을 내보내면 모두가 황홀경에 빠진 듯
감탄을 내뱉는다. 멋들어진 일몰을 보고 나면 숙소로 돌
아가는 교통편이 골칫거리이다. 오사카로 돌아가는 쿠로

지 20~30분을 걸어간 후 버스로 10분 더 이동해야 하는
데, 그곳에서도 19시 1분이 막차라 굉장히 서둘러야 한다.

JR 시라하마 역 1번 버스정류장에서 101·105번 버스 탑승 후
린카이(臨海)에서 하차
和歌山県西牟婁郡 白浜町3740
33.690765, 135.33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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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에서 시라하마까지 이동하기
시라하마를 방문할 때에는 JR 와이드 패스를 구매해 쿠로시오 특급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 온천, 어드벤처 월드 등 볼거리가 많으므로 가급적 1박 2일 코스로 느긋하게 돌아
보도록 하자.

오사카

02
밥과 쇼핑과 기념품을 한번에
피셔맨즈 워프 시라하마
フィッシャーマンズワーフ白浜

시라하마

오사카 역
JR 고속버스터미널
2,980엔 / 5,500엔(왕복)

07:50 08:50 09:50 10:50

11:50

13:50 15:50

17:20

18:35 19:35

JR 난바 역(OCAT)
2,980엔 / 5,500엔

08:10 09:10

18:55 19:55

10:10

11:10

12:10

14:10

16:10

17:40

10:57

11:57

12:57

―

―

―

린쿠타운 역
(간사이 국제공항)
2,680엔 / 4,900엔

―

산물 전문 시장이다. 토레토레 시장

시라하마 버스센터

11:22

12:22 13:36 14:36 15:36

17:20

19:20 20:50 22:05 23:05

에 비하면 아주 작은 편이지만, 신선

산단베키

11:30

12:30 13:44

17:28

19:28 20:58

07:29 08:59 10:59 12:29 13:49

14:59 16:09

17:29

18:24

―

―

―

시라하마 백사장 근처에 위치한 해

14:44

15:44

한 해산물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판
매하고 있어서 끼니를 해결하기에 좋
다. 1층은 작은 수산물 상점과 해산
물 구이 코너, 지역 특산물 및 기념

01

이 구워지면서 고소한 냄새를 풍기

품 코너로 꾸며져 있고, 2층에는 카

신선한 해산물을 구입해
바로 맛볼 수 있는 곳
토레토레 시장
とれとれ市場

면 없던 식욕도 저절로 생겨난다. 초

페, 이탈리안 레스토랑과 일식 레스

신선한 해산물을 구입할 수도 맛볼

도 고추냉이가 들어가 있지 않아 직

부터 시라하마를 여행할 경우 점심

접 추가해서 먹어야 한다.

시간 즈음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

린쿠타운 역

라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다.

JR 난바 역(OCAT)
오사카 역
JR 고속버스터미널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堅田2521

데 가장 추천하는 것은 해산물 직화
구이와 초밥이다. 직접 고른 해산물

06:27 07:37 09:07

비큐장이 마련되어 있다. 이른 아침

하려는 사람들로 늘 가득하다. 이곳
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음식 가운

토레토레 시장 앞

토랑이 들어서 있으며 옥상에는 바

로 나뉘어 있는 푸드 코트는 식사를

직화구이 코너, 초밥 코너, 덮밥 코너

06:19

밥은 한 접시에 2~3개씩 담겨 있으

toretore.com/tore
33.681305, 135.375123

JR 시라하마 역 1번 버스정류장에서
12·30번 버스 탑승 후 유자키 정류장에
서 하차
시장 09:00~18:30, 식당가
11:00~15:00·17:00~22:00
0739-43-1700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1667-22
fw-sh.com
33.676928, 135.341384

오사카

시라하마 버스센터

며 가격도 무척 저렴하다. 특이하게

JR 시라하마 역 1번 버스정류장에서
12·30번 버스 탑승 후 토레토레이치바
정류장에서 하차
08:30~18:30
0739-42-1010

수도 있는 수산물 직판장이다. 특히

시라하마

11:07

12:37

13:57

15:07

16:17

17:37

18:32

―

―

―

16:31

17:41

18:51

―

―

09:35 10:45

12:15

14:15

15:45

17:19

18:29 19:39 20:45 21:40

09:55 11:05

12:35 14:35 16:05

17:39

18:49 19:59 21:05 22:00

―

메이코우(明光) 고속버스 예약센터
니시니혼 JR 버스 전화 예약센터

―

0739-42-2112
0570-00-2424

09:00~18:00
10:00~19:00

meikobus.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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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중해 도시를 재현한 테마파크
포르토 유럽 ポルトヨーロッパ

와카야마 속 섬 여행
마리나 시티 MARINA CITY マリーナシティ

마리나 시티에 자리한 놀이공원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도시를 그대로 옮겨온 듯 건물과 거리가 온통

#인공섬 #와카야마속유럽 #온천 #참치해체쇼
마리나 시티는 1994년 와카야마현에서 개최된 세계 요트박람회를 위해 만든 인공 섬에 위치한 테마
파크다. 지중해 유럽 마을을 테마로 한 놀이공원 포르토 유럽,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쿠로시
오 시장, 맛있는 과일을 맛볼 수 있는 키노쿠니 후르츠무라, 푸른 태평양 바다를 내다보며 온천욕을
할 수 있는 쿠로시오 온천 등 놀이, 쇼핑, 식도락, 온천까지 모두 즐길 수 있다.

ACCESS

설이 빠짐없이 갖춰져 있고 주변에도 이용할 만한 시설
들이 있어 어린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주
를 이룬다. 이국적인 분위기가 잘 살아 있어 화보 촬영지
로도 인기가 많다.
JR 와카야마 역 버스 승강장 1번 42·43번, 2번 22번 버스
탑승 후 마리나 시티 정류장에서 하차

JR 오사카 역

난카이난바 역

TRAVEL
TIP

유럽풍으로 꾸며져 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기본 시

키슈지 쾌속,
91분, 1,240엔

난카이 특급,
59분, 920엔

와카야마 역

와카야마시 역

1번 승강장에서 42·43번
마리나 시티 행 버스, 29분, 510엔

9번 승강장에서 116번
마리나 시티 행 버스, 38분, 510엔

마리나 시티
정류장

10:00~17:00

0570-064-358

和歌山県和歌山市毛見1527 和歌山マリーナシティ内

marinacity.com/porto
34.153501, 135.176877
마리나 시티
정류장

간사이 스루패스 소지 시 난바-와카야마시 구간의 난카이 특급과 와카야마 시버스를 무료
로 이용할 수 있다.
우메다에서 JR 선을 이용해서 갈 경우 와카야마 버스 내에서 판매하는 1일권(1,000엔)을
구입하자.
쿠로시오 시장의 참치 해체 쇼는 1일 3회(11:00·12:30·15:00) 열린다.

태평양을 바라보며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키슈쿠로시오 온천 紀州黒潮温泉
해저 1500m에서 끌어올린 온천수를 체험할 수 있는
천연 온천 시설로 마리나 시티에 자리한다. 근사한 태평
양 전망을 즐길 수 있는 대욕장, 세 가지 온도의 온천탕
과 노천탕이 마련되어 있으며 암반 욕장, 사우나, 식당,
휴게실도 잘 갖춰져 있어 피로를 풀기에 더없이 좋다. 1
층 식당에서는 지역에서 유명한 키슈멘(면이 칼국수처럼
납작하게 생긴 나고야의 우동 키시멘의 원조)도 맛볼 수
있다.
온천 10:00~24:00, 암반욕 11:00~22:00
성인 850엔, 3세~중학생 520엔
073-448-1126
marinacity.com/spa/index.html
34.154797, 135.17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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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해체 쇼가 궁금하다면
쿠로시오 시장 黒潮市場

028

아름다운 석양으로 유명한 호텔
마리나 시티 로얄 파인스 호텔
Wakayama Marina Royal Pines City Hotel

마리나 시티에 있는 수산물 직판 시장이다. 신선한 해산
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 가게에서 직접 해산물을 맛보

푸른 태평양 바다와 요트 선착장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려는 손님들로 언제나 붐빈다. 11시, 12시 30분, 오후 3

위치한 대형 휴양 호텔로 102개의 객실과 레스토랑 및

시에 방문하면 참치 해체 쇼를 볼 수 있으며, 주말에는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마리나 시티 내 자리해 근처

하루 세 번 참치 초밥 만들기 교실도 열린다. 단 일본어

의 쿠로시오 온천이나 쿠로시오 마켓, 포르토 유럽도 걸

로만 진행되며 3개월 전에 참가 예약을 마쳐야 한다.

어서 방문할 수 있다. 해 질 무렵이 되면 일본 석양 명소

100선에 선정된 아름다운 일몰도 감상이 가능하며, 호
텔에 숙박할 경우 쿠로시오 온천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

10:00~17:00(월별로 다름. 홈페이지 참조)
073-448-0008
kuroshioichiba.co.jp
34.153348, 135.175677

다.
싱글 13,000엔, 더블·트윈 17,000엔
와이파이, 수영장, 쿠로시오 온천 무료

JR 와카야마 역 1번 버스 승강장에서 42·43번 마리나 시티
행 버스 탑승 후 마리나 시티 정류장에서 하차/와카야마시 역 9
번 버스 승강장에서 116번 마리나 시티 행 버스 탑승 후 마리나
시티 정류장에서 하차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2:00
和歌山県和歌山市毛見1517

073-448-1111
www.marinacity.com/hotel/
34.155621, 135.179601

신선한 과일이 한 자리에
키노쿠니 후르츠무라 紀ノ国フルーツ村
키노쿠니 후르츠무라는 마리나 시티 내 과일 전문 시장

REAL
TIP

일본 최고의 라멘 전문점
와 다이닝 세이노 본점 和 dining 清乃

타베로그 라멘 분야 전국 랭킹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 최
고의 라멘 맛집이다. 오사카에서 특급열차로 2~3시간이나
걸리는 외진 곳에 있고 주변에 관광할 것이 전혀 없는데도 전

으로 상큼한 과일 향에 기분까지 즐거워지는 곳이다. 간

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언제나 긴 줄이 늘어선다. 대표 메뉴

사이 남부에 위치한 와카야마는 기온이 따뜻해 우리나

는 닭 육수에 일본 전통 방식으로 제조한 카도쵸 간장을 섞어

라 제주도처럼 감과 귤 생산지로 유명하며, 관련 상품도

맛을 낸 카도쵸 쇼유 라멘으로 감칠맛이 은은하게 도는 깔끔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 비해 과일 가격

한 국물 맛이 정말 일품이다. 면은 가게에서 중간 굵기로 직

이 조금 비싼 편이지만 과일 외에도 과일로 만든 셰이크

접 뽑아낸 것을 사용해 쫄깃함이 살아 있다. 잡내 없이 부드

등 다양한 음료도 판매하니 꼭 한번 맛보자.
JR 와카야마 역 버스정류장 1번 승강장에서 42·43번, 2번
승강장에서 22번 버스 탑승 후 마리나 시티 정류장에서 하차
10:00~17:00
和歌山県和歌山市毛見1527
34.154098, 135.176055

럽고 양념이 잘 배어 있는 차슈도 훌륭하다. 거리가 멀기 때
문에 일정이 촉박한 여행자들에게는 방문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식도락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가봐야 하는 곳이다.
카도쵸 쇼유 타쿠미(角長しょうゆ 匠) 800엔
JR 키세이 본선 미노시마 역에서 도보 20분
11:00~14:00(일~월 휴무, 부정기 휴일 홈페이지 공지)
0737-83-4447
和歌山県有田市野696
www.konomise.com/chuki/seino
34.078596, 135.13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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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교의 성지
고야 산 KOYA SAN 高野山

고야 산의 첫 관문
다이몬 大門

해발 1,000m, 산봉우리 8개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을 일컫는 고야 산은 그 모습이 연꽃을 닮았다고 해

로가 생기기 전까지 고야 산으로 통하는 정문이자 검문

예전부터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다. 산 자체가 117개의 사찰이 모여 있는 거대한 불교 도시로 일컬어지

소였다. 잦은 화재와 번개로 소실된 후 1705년 재건되어

며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승려인 구카이 대사가 수행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다이몬과 오쿠노인 등 일

오늘에 이른다. 25m에 달하는 2층짜리 주홍빛 목조 누

본 국보 중 약 2%가 자리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중요 문화재까지 볼거리가 풍성하다.

각의 문 양옆에는 불법을 수호하고 악귀의 침입을 막는

고야 산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문으로, 지금의 자동차도

금강역사상이 자리해 있다. 길게 자리한 물결무늬 처마
와 함께 새, 꽃 등을 세밀하게 표현한 조각들도 인상적이
ACCESS

다. 맑은 날에는 수십 킬로미터 거리의 아와지 섬을 조망

난바에서 가는 법
난카이난바 역

할 수 있을 정도로 풍경이 근사해 현지인에게는 드라이
난카이 특급
92분, 870엔

난카이난바 역

고쿠라쿠바시 역

하시모토 역

난카이 특급
46분, 870엔

고야 산 케이블라인
390엔
고쿠라쿠바시 역

난카이 급행
49분

고야 산 역

고야 산 역 3번 정류장에서 다이몬 행 버스 탑승 후 종점에서
고야 산

오사카 칸조 선
17분, 180엔

하차

24시간 개방

무료

和歌山県伊都郡高野町高野山

34.213159, 135.572826

고야 산 케이블라인
390엔

구카이가 구현한 이상 세계
단죠가란 壇上伽藍

우메다에서 가는 법
JR 오사카 역

브 코스로 인기가 많다.

고쿠라쿠바시 역

신이마미야 역
난카이 고야 선
90분, 870엔

고야 산 역
고야 산 케이블라인
390엔

홍법대사 구카이가 연꽃 모양으로 둘러싸인 고야 산 일
대를 보고 만다라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창건한 사찰이
다. 구카이의 진언밀교에 대한 상상을 모두 현실화시킨
곳으로 오쿠노인과 함께 고야 산의 2대 성지로 꼽힌다.

TRAVEL
TIP

고쿠라쿠바시 행 열차는 특급·쾌속급행·급행으로 운영된다. 특급의 경우 급행보다 요금이

780엔 이 더 비싸지만 지정석이라 편안하며 직행만 운행한다.

내부에는 고야 산의 총본산인 금당(金堂)을 비롯해 진언
종의 근본을 상징하는 근본대탑(根本大塔)이 자리해 있

난카이 고야 선 급행의 경우 직행이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 일정에 맞지 않는다면 하시모토

으며, 부동명왕을 모시는 본전으로 고야 산에서 가장 오

(橋本) 역에서 환승하는 하는 것이 좋다.

래된 건물이자 국보인 부동당(不動堂)도 볼 수 있다. 구

고쿠라쿠바시 역에서는 케이블라인을 타고 고야 산 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고야산 역에서

카이가 절을 세울 곳을 찾기 위해 던진 법구가 걸린 나

고야 산 입구까지는 도보와 차량 진입이 통제되므로 반드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난카이 전철 이용 시 케이블카 티켓(390엔)을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간사이 스루패스 소지 시 고쿠라쿠바시 행 쾌속급행·급행 열차와 케이블카, 난카이 린칸버
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급 열차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무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산코노마츠(三鈷の松) 소나무
와 고야시로(高野四郎) 종루도 놓치지 말자.

고야 산 역 3번 정류장에서 다이몬 행 버스 탑승 후 콘도마에
(金堂前) 정류장에서 하차
06:00~18:00 (시기에 따라 변
동), [금당·근본대탑] 08:30~16:30
무료, [금당] 200엔, [근본대탑] 200엔
和歌山県伊都郡高野町高野山

34.213102, 135.58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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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예술의 전당
고야 산 레이호칸 高野山霊宝館

여성 신도의 출입이 허락된 단 하나의 장소
여인당 女人堂

여러 차례의 자연재해와 불교 배척에도 고야 산에 자리

만다라의 세계가 구현된 곳으로 신성시되던 고야 산은

한 117곳의 크고 작은 사찰에는 막대한 양의 문화재가

구카이가 개척에 나선 9세기부터 메이지유신 초기인 19

소장되어 있다. 이곳은 고야 산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

세기 중반까지 무려 천여 년간 여성의 출입이 엄격히 금

전·전시하는 목적으로 1920년 세워졌다. 1961년 대보

지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여성 신도와 수행자들이 구카

장 증설로 고야 산 내 국가지정 유형 문화재 대부분을

이가 입적한 성지에서 참배를 드리기를 원했고, 결국 고

소장하게 되었으며 국보 21건, 중요 문화재 143건, 와카

야 산 출입구 7곳에 여성 전용 참배 장소인 여인당이 세

야마현 지정 문화재 16건, 중요 미술품 2건을 비롯해 불

워졌다. 1872년에 이르러 마침내 여성의 출입 금지가 풀

상, 경전, 고문서, 탱화 등 약 5만여 점의 불교 자료가 자

리면서 여인당 6곳은 철거되었으며 현재는 후도자카구

리해 있다. 종교 예술의 보고로 불리는 만큼 놓치기 아쉬

치(不動坂口)의 여인당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운 곳이다.

고야 산 역 3번 정류장에서 다이몬 행 버스 탑승 후 뇨닌도마
에(女人堂前) 정류장에서 하차
무료
08:30~17:00

고야 산 역 3번 정류장에서 다이몬 행 버스 탑승 후 레이호칸

和歌山県伊都郡高野町高野山709

마에(霊宝館前) 정류장에서 하차
5~10월 08:30~17:30,
11~4월 08:30~17:00(입장 마감 폐관 30분 전)
성인 600엔, 대학생·고등학생 350엔, 초중생 250엔

34.219956, 135.581156

和歌山県伊都郡高野町高野山306

reihokan.or.jp

34.211292, 135.581427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야 산 중심 사찰
콘고부지 金剛峯寺

려진 수묵화를 감상할 수 있다. 버드나무가 4개의 문에
이어 그려진 <류로도(柳鷺図)>가 있는 야나기노마(柳の

間)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 히데츠구가 가문에서

죽었으되 죽지 않은 구카이의 영혼
오쿠노인 奥院

다. 전국시대 다이묘의 묘가 절반 넘게 자리해 있으며 오
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등 주요 역사적 인물의
묘도 있는데, 이는 본인과 친지의 유골이 구카이의 묘와

내쳐진 후 자결한 곳이기도 하다. 안쪽에는 돌과 모래로

진언종의 창시자 구카이가 입적한 곳이다. 수백 개의 꺼

가까울수록 극락왕생을 하리라는 염원 때문이라고 한다.

고야 산 사찰 117곳을 총괄하는 사찰로 단죠가란과 이

만 자연을 표현한 일본 최대 규모의 카레산스이 정원인

지지 않는 등롱과 자욱한 연기 사이로 이끼로 뒤덮인 구

이 외에도 일본의 유명 커피 회사 UCC에서 순직한 직

어진 계단 아래쪽에 자리한다. 진언종의 시조인 구카이

반류테이(蟠龍庭)가 있다. 사찰을 둘러본 후에는 간단한

가 활동 거점으로 삼은 곳이자 진언밀교의 성지로, ‘콘고
부로카쿠잇사이유가유기쿄(金剛峯楼閣一切瑜伽瑜祇

経)’라는 불경 구절에서 이름을 따왔다. 콘고부지는 본래
고야 산을 일컫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1869년 사찰

카이 묘소의 입구가 보인다. 이곳을 참배하는 수많은 신

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커피잔 모양의 묘비도 구경

다과를 무료로 제공하는 신베츠덴(新別殿)에 들러 휴식

도들은 이곳의 영롱한 기운을 느끼며 쿠가이가 죽지 않

할 수 있다.

을 취하자.

고 명상에 들었다고 믿는다. 선한 자만이 들어올릴 수 있

고야 산 역 3번 정류장에서 다이몬 행 버스 탑승 후 콘고부지
마에(金剛峯寺前) 정류장에서 하차

두 곳이 통합되면서 사찰 이름으로 정착했다. 중앙에서

08:30~16:30

위용을 뽐내고 있는 본당은 동서 60m, 남북 70m 규모

和歌山県伊都郡高野町高野山132

로 내부로 들어가면 기다란 복도를 따라 장지문 위에 그

koyasan.or.jp

500엔
34.214153, 135.584282

다는 미륵석(みろく石)과 불상에 물을 끼얹으며 고인의

고야 산 역에서 오쿠노인 행 버스 탑승 후 종점에서 하차

06:00~18:00(시기별로 다름)

넋을 기리는 미즈무케지장보살도 자리한다.

和歌山県高野町高野山550

오쿠노인으로 들어가는 다리인 이치노하시(一の橋)에서

34.223010, 135.605793

2km가량 이어진 삼나무길은 오쿠노인 참배로로 불린
다. 참배로 양쪽에는 묘비 20만 기가 빽빽이 자리해 있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