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카야마 성은 일본성 100 선에 뽑힌 유명한 성의 하나로 선택되었으며, 시내 중심부에 우뚝 솟은 백악의 
천수각은 그 모습이 아름답다. 천수각 전망대에서는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와카야마성

・JR 와카야마 역에서 버스로 7분 또는 도보로 20분(1.5Km)

・난카이  와카야마 시역에서 버스로 5분 또는 도보로 10분(1Km)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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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시대 의상 입어보기 체험
일본 고유의 영주님, 공주님, 닌자, 갑주 등 의상을 입고 즐길 수 있습니다.

맛차(녹차)마시기 체험
모미지타니 정원 안에 있는 차실에서 일본만주와 맛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벚꽃(3월 하순부터 4월 상순)

와카야마 성내에는 600그루의 벚나무를 심어 봄에는 천수각을 둘러쌀 정도로 벚꽃이 한창입니다.

단풍(11 월 하순부터 12 월 상순)

수면에 비치는 아름다운 나무들을 즐기는 것도 좋고 주변의 전면이 단풍으로 물든 장소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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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메, 온천, 테마파크, 호텔이 있는 리조트 인공섬. 매일 개최되는 호쾌한 참치 해체쇼가 볼 만합니다.

와카야마  마리나시티

・JR 와카야마 역에서 버스로 30분(9Km)

・난카이 와카야마 시역에서 버스로40분 (10Km)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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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 만들기 체험
초밥 요리사에게 배우는 본고장 초밥 만들기 체험

기슈 쿠로시오 온천
바다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천연온천.

폴트 유럽
중세 유럽풍 테마파크 불꽃 쇼 등 이벤트도 즐길 수 있습니다.

와카야마 마리나시티호텔
전 객실 바다전망 리조트호텔

구로시오 어시장
먹으며 걷기도 즐길 수 있는 어시장. 신선한 해산물을 구매하거나 레스
토랑에서 비비큐를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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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고양이 역장이 종점역( 기시역) 에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와카야마 전철 기시가와 선

・JR 와카야마 역 9번 승강장에서 승차 후 30분(12Km)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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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도 외장도 심혈을 기울여 만든 독특한 전차가 집결 오모차(장난감) 전차나 우메보시(매실) 전차를 탈 수 있을지도!

다마카페
실내 장식을 고양이를 주제로 한 카페

다마(고양이) 전차, 이치고(딸기) 전차

딸기 따기 (at Kishigawa Kanko Ichigogari-en)

알이 큰 딸기를 무한리필 2 월 상순부터 5 월 중순 개원

편도 30분 걸립니다. 고양이 전차를 타고 니타마 역장을 만나러 갑시다!

다마 전차 딸기 전차

DESIGN BY EIJI MITOOKA + DON DESIGN ASSOCIATES

니타마(2번째) 고양이 역장은 기시 

역에서 역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욘타마(4번째) 고양이 역장은 

이다키소역에서

역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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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가시마(섬)은 가다항에서 배로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아름다운 바다로 둘러싸인 무인도 섬 내에서는 
자연과 유적을 둘러보는 하이킹을 즐길 수 있다.

가다, 도모가시마(섬)

・ 난카이 와카야마 시역에서 전차로 25분(10Km)

・ 가다항에서 배로 20 분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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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의 거리풍경
가다 역에서 가도 주변에는 옛모습 그대로의 일본 가옥이 늘어서 있습니다.

히나나가시
매년 3월 3일에 실시하는 아와시마신사의 신제.

메데타이 전차
가다 명물인 도미를 이미지 한 전차 도미는 예부터 "메데타이(경사스럽다)" 라는 뜻의 상징이며 핑크색 하늘 색의 귀여운 전차를 타면 기분이 행복해 집
니다.

가다항
어업 마을로 번창한 가다 신선한 해산물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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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요 시대(1200년전)부터 시인들에게 사랑받는 풍광명미한 지역 주변에는 유서 깊은 신사와 절이 있으며 
그 경관과 문화는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

와카우라, 사이카자키, 기미이데라(절)

・JR와카야마 역에서 버스로 20분(5km)

・난카이 와카야마 시역에서 버스로 25분(6km)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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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슈 토쇼구 ( 신사 )
색이 곱고 짙은 정교한 조각이 볼 만합니다.

기미이데라 ( 절 )
높은 곳에 위치한 역사 깊은 절. 경내에는 500그루 이상의 벚나무가 심
어져있고 관서에서 벚꽃이 제일 먼저 피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목조입
상으로서는 일본최대의 보살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요스이엔(정원)
사계절마다 꽃이 아름답게 피는 일본 정원.

후타고지마 ( 섬 )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후타고지마(섬)에 지는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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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센 ( 온천 )

신선한 해산물
본고장에서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다 아와시마 온천 오사카야 " 히이

나노유 ( 온천 )"

와카야마라멘
돼지뼈를 우려낸 간장 맛이 핵심인   시민의 사랑받는 요리

국립공원 휴가촌 기슈 가다 " 텐쿠노유 ( 온천 )"

그린소프트
세계 최초의 맛차 ( 말차 ) 소프트 아이스크림 .

만파 리조트 " 만요노 유 ( 온천 )"

본고장 명산품 와카야마라멘 / 그린소프트 / 신선한 해산물

시내에는 14군데 천연온천 시설이 있고 바다나 그 밖의 경치를 즐기며 노천온천(로텐부로)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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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Value Ticket Options와카야마시 지도

유용한 링크

my secret Wakayama

(Wakayama City sightseeing information)
http://www.mysecretwakayama.com/

WAKAYAMACITY.NET

(Information about restaurants, shops, and 
more in Wakayama City)

http://wakayamacity.net/en/

Visit Wakayama

(Wakayama Prefecture sightseeing 
information)

https://en.visitwakay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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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카야마시 방향 
오사카에서 전철로 1시간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전철이나 리무진버스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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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에서 전철로 1시간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전철이나 리무진버스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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