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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쓰라기초에서는 공한지의 제초 작업에 염소
들을 동원합니다. 염소들은 배를 채울 수 있고, 
제초를 위한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산책 도중에 
찾아 보세요.

【가쓰라기 자랑거리 100이란?】
가쓰라기초의 사람과 상품, 역사와 산업, 전통문
화 등 각양각색의 테마로 자신있게 선보일 수 있
는 것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모은 ‘100
선’입니다. 가쓰라기초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까지 포함하여 2016년 6월 1일 8월 1일 사이에 
모집한 응모 총수 718건 중에서 선정위원의 심
사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와카야마현 밖에까
지 널리 알려진 명소를 비롯하여 현지 주민들도 
잘 알지 못하는 숨겨진 명소까지 본 책자에서 모
두 한꺼번에 소개합니다.
※게재된 데이터는 2017년 3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변
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에는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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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왔는데도 왠지 모르게 정겨움이 느껴지는 마을 가쓰라기.
아름다운 하늘과 산을 스스럼없이 즐길 수 있으며 
수면을 스쳐지나가는 바람은 자연과의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세계유산 고야산과 함께 번영을 누려왔으며 대도시와도 가깝다.
깊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색깔이 아름다운 과일이 풍성한 마을.
그렇다. 가쓰라기는 ‘풍요로운 마을’이다.

역사 문화와 과일 왕국.
가쓰라기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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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야산 기슭 표고 약450m에 위치하

며 계절마다 그 모습을 달리하는 한적한 

전원 풍경이 펼쳐지는 아마노노사토. 구

카이 큰스님이 고야묘진신의 안내를 받아 

니우쓰히메신을 알현한 후에도 1200년

에 걸쳐 고야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 온 

신성한 장소.

사방을 둘러싼 산들은 아마노 분지를 

번잡함에서 격리시켜 줍니다. 그 안에는 

바깥 세상과 다른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다. 이런 아마노의 분위기에 둘러싸

여 있으면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그 무언

가를 발견할 듯한 기분이 듭니다.

아마노노사토 관광을 만끽하고 싶다면 

여유롭게 걷는 것을 추천. 푸른 하늘 아

래 저 멀리 솔개와 까마귀가 장난을 치며 

날아간다. 시냇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논과 밭에서 자라는 푸른 야채 등을 바라 

보고 있으면 지친 심신의 피로가 풀리는 

듯하다. 그렇다. 아마노는 이곳 저곳에서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신비로운 땅. 

신비롭고 앙증맞은 아마노노사토로 가벼

운 여행을 떠나보자!

고야산 아래에 펼쳐지는 아마노.
그곳은 구카이 큰스님이 신을 알현한 
일본에서 가장 신성한 ‘산촌’이었다.

아마노노사토 산책
아마노노사토에서 발견

#001
아마노노사토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골’. 봄에는 벚꽃, 초여름
에는 수국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산촌을 물들인다. 그리고 겨
울이 되면 눈으로 은은하게 화장한 풍경을 즐길 수 있다.
MAP/P63

아마노노사토

#002

조이시미치는 지손인 절과 고야산을 이어주는 신앙의 길. 
약109m마다 조이시라 불리는 석제의 스투파가 이정표로 
세워져 있다. 니우쓰히메 신사에서 핫초자카 비탈길을 올라
가면 나오는 후타쓰토리이 신사문에서는 아마노의 절경을 
즐길 수 있다.
MAP/P63.C-8

고야 참배길 조이시미치와 후타쓰토리이 신사문에서 바라보는 조망

120번째 조이시 부근의 고개에 나란이 늘어
서 있는 석조 도리이 신사문. 당초에는 목조로 
구카이 큰스님이 건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➊옛 민가의 가미다나에도 니우쓰히메 신사의 부적이 모셔져 있다.  ➋메이지시대가 될 때까지 여성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고야
산에서 수행하는 사이교 법사를 만나기 위해 아내와 딸이 만든 암자 터라고 전해지는 불당.  ➌녹색자연이 풍부하고 공기도 물도 
맛있는 아마노노사토에서 요리를 즐기고 싶다.

아마노노사토는

    앙증맞은 마을

A M A N O

➊ ➋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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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

길’의 하나로 등재되어 있는 니우쓰히메 

신사의 창건은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경으로 추정된다. 아마테라스오미카미의 

여동생 니우쓰히메노오카미, 다카노미코

노오카미를 비롯한 4신을 모시는 전국의 

약180개 신사의 총본사. 구카이 큰스님은 

이 신으로부터 신의 영지의 일부인 고야산

을 하사받아 진언밀교의 수행 도장을 개창

하였는데, 가장 먼저 미야시로를 세워 신

들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이것이 바로 세

계유산의 등재 이유인 ‘신도와 불교가 융

합한 모습’의 원점이라 할 수 있다.

하나모리 축제

신
에
게 

봉
납
하

는 

축
제

The ritual

아마노노사토에서 여신을 만난다

#003

#004

#005

풍작을 기원하는 농사의 신을 제사지내는 축제
로 헤이안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복 
씨앗과 아마노 산토신 보물부적, 액땜수호 부
적이 배포되고 축제가 끝난 후에는 제비뽑기가 
열린다. ※와카야마현 지정 무형민속문화재

제신에 꽃을 공양하고 봄을 축하하는 대
축제로, 본전 문을 개방하고 어린이들이 
신에게 바치는 가구라 전통춤을 추며 오
후에는 신으로 분장한 행렬 의식도 거행
된다.

❖ 가쓰라기초 가미아마노230
☎0736-26-0102　
MAP/P63.B-6

니우쓰히메 신사

➊제신을 모시는 본전은 정면의 경간이 1개로 박공지붕을 얹은 가스가 양식 가운데 일본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본전. 새롭게 칠한 주홍색 본전과 녹
색 자연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➋신불의 융합을 표현한 조각이 보는 이의 눈길을 끈다.  ➌1499년에 건립된 누문은 편백나무 껍질로 이은 팔작지붕 
양식으로 무로마치시대 중기의 대표적인 건축물.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➍참배시의 올바른 예절을 배우는 것도 재미있다.  ➎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
실 요도기미가 기부했다고 전해지는 홍예다리로, 신이 건널 목적으로 가설된 신교. 현재는 참배객도 건널 수 있다.

위쪽/위풍당당한 누문이 참배객을 
기다리는 경내. 왼쪽/구카이 큰스님
을 고야산으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
진 흰개와 검은개를 모티프로 한 안
내견 운세쪽지가 귀엽다.

Sacred

in Amanoencounter

A M A N O

➊　

➋　 ➌　

➎　

➍　

아마노노온다 축제

1월
셋째 일요일

4월
셋째 일요일

MAP/P63.B-6

MAP/P63.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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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노쌀, 야채

두렁길이나 물이 채워진 논의 수면에 반딧
불이의 불빛이 비치는 광경은 아마노의 매
력 가운데 하나. 더욱이 가쓰라기초의 산간
부에서는 도처에서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
MAP/P60,61,63

약간 차갑고 서늘한 기후와 맑은 물로 
재배된 아마노쌀은 총본산 곤고부지 
절에 제공하는 품질 좋은 쌀이다 . 또
한 밤낮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야채
의 맛도 일품!
아마노노사토 물산판매장 ‘요욧테’
❖ 가쓰라기초 가미아마노786　
☎0736-26-0360
MAP/P63.B-6

반딧불이(아마노·시가)

아마노의 시간을 만끽하고 싶다

#006

아마노의 터널을 빠져나가면 왼쪽에 보이는 숙박시설. 레스토
랑에서는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를 즐길 수 있다. 구석구석까지 
정성껏 손질된 잔디 정원과 코티지가 평온한 공간을 연출한다.
❖ 가쓰라기초 시모아마노1620　☎0736-26-0753
MAP/P63.C-1

산장 아마노사토

#007

구 아마노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완성한 시설. 
2층은 저렴한 요금으로 숙박 가능하므로 학생들의 
합숙 등으로 인기있는 시설.
❖ 가쓰라기초 시모아마노930　☎0736-26-0350
MAP/P63.C-4

아마노 지역교류센터 유즈리하

#010

일본산 밀가루와 천연효모로 장시간에 걸쳐 저
온 발효시켜 정성을 담아 만든 빵을 자신있게 선
보이는 가게. 주위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목조 
건물도 가게주인이 손수 만들었다고 한다.
❖ 가쓰라기초 시모아마노394-12
☎0736-26-0237

11:00～17:00　 일요일·국경일에만 영업
MAP/P63.C-1

빵&Cafe 시키 우라라

#011

아마노쌀을 맛보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
한 옛 민가를 리모델링한 카페. 아마노산 야채 
등으로 만든 반찬은 소박하고 맛있다.
❖ 가쓰라기초 가미아마노140　☎0736-26-0372

11:00～17:30　 화·수·목요일
MAP/P63.A-7

아마노 일식 Cafe 갸쿠덴

#012

원래는 오사카시에 있던 유명한 소바 가게. 완전 
예약제로 소바 코스를 느긋하게 즐길수 있다. 점
주와 부인의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이 멋있다.
❖ 가쓰라기초 가미아마노204　☎0736-20-6800

11:00～15:00 (완전 예약제)　 월·화·수
MAP/P63.C-5

아마노본구
#008

#009

➊메인 건물 앞에 펼쳐지는 잔디 정원. 그 건너편에 어른 취향의 별장 같
은 코티지가 3동.  ➋코티지와 욕탕으로 둘러싸인 안뜰. 개방적인 구조이
지만 사적인 시간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➌전세탕은 4개. 모두 밖에
서 빛이 들어오는 기분 좋은 구조.

시간을 들여 정성껏 만든 빵과 요리에 
마음까지 힐링.

솜씨좋은 목수였던 증조부가 세운 부친
의 본가를 리모델링. 역사가 느껴진다.

오사카에서 가게를 영업했을 당시에는 
소바 저장고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고소한 밀가루 향에 매료되어 .

귀중한 아마노쌀로 만든 주먹밥이 맛있다 !

알만한 사람은 다 하는 소바 가게가 아마노에 !

뚜벅뚜벅

   
걸어 보

자!

A M A N O

➊

➋ ➌

08  Katsuragi Katsuragi   09



용소 주변의 물은 참으로 투명하다. 
강 바닥의 작은 물고기까지 훤히 보
인다.

여유로운 모습의 산들과 흐르는 강을 바라보며 먼 
옛날을 상상하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하나조노를 모험하자!

하나조노는 구카이 큰스님의 고야산 개창과 더

불어 개척된 지역으로 하나조노라고 불리게 된 것

도 고야산에 꽃을 공양하는 절의 영역이었기 때문

이라고 전해진다. 산들이 첩첩이 겹치는 자연이 풍

요로운 장소로, 아리다가와 강을 따라서는 여러 캠

핑장 등이 정비되어 있어서 부담없이 아웃도어를 

즐길 수 있는 산촌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중에

서도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시설은 공룡랜드다. 예

전에는 광산이었던 동굴에 재현해 놓은 공룡 시대

와 공포와 즐거움이 뒤섞인 천국과 지옥. 왠지 모르

게 그리움이 느껴지는 어드벤처이지만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즐길 수 있는 시설임에는 틀림 없다.

이 밖에도 강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곤고노타키 폭

포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신나게 놀 수 있는 하나

조노 그린파크 등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산촌의 즐

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이 가득.

하나조노는 어린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모험심

이 넘치는 어드벤처 랜드다!

#013

#015

#014

하나조노 어드벤처 구 하나조노무라 촌 행정 시행 
100주년을 기념하여 주민이 힘
을 모아 산의 사면에 그린 거대
한 벽화. 그 크기는 높이 55m, 
저변 100m의 피라미드형.
❖ 가쓰라기초 하나조노 기타데라１８９
MAP/P60.K-4

강놀이나 낚시 등을 즐길 수 있는 아리다가와 
강 상류의 폭포. 근처에는 캠핑장과 하나조노 
그린파크도 있어 여름철에는 가족 동반으로 
붐빈다.
❖ 가쓰라기초 하나조노 아타라시
MAP/P60.K-5

광산으로 이용되던 갱도를 활
용한 관광 레저 시설로 테마는 
공룡. 또한 그 안쪽에는 극락과 
지옥이 입장객을 맞이한다.
❖ 가쓰라기초 하나조노 야나세1020
☎0737-26-0836
MAP/P60.J-3

왼쪽 위/공룡랜드의 게이트를 빠져나가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대형 초식성 공룡의 일종인 디플로도쿠스. 제법 실감나고 상당히 크다!
메인/와카야마현 주키 지방을 대표하는 아리다가와 강 상류 근처의 풍경.

구 하나조노 중학교의 거대 벽화

곤고노타키 폭포

고바라 동굴 공룡랜드&고쿠라쿠 동굴

하나조노에서 모험 기분!

우와∼크다!

셔터 찬스

H A N A Z O N O

이
러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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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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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조노 온천 ‘가호노사토’→약2.7km→임내 보도 출구→약1.7km→공룡광장→약0.3km→하나조노 모리구치 
후루사토무라→약0.9km→공룡랜드→약0.5km→아리나카 분기→약2.8km→하나조노 온천 ‘가호노사토’

하나조노 온천 ‘가호노사토’→약2.7km→임내 보도 출구→약2.0km→임내 보도 입구→ 2.6km→임내 보도 출구→약
1.3km→점보 벽화 앞→1.9km→기타데라 휴게소→약1.5km→하나조노 온천 앞→약0.7km→하나조노 온천 ‘가호노사토’

하나조노 온천 ‘가호노사토’ →약1.8km→오타키 분기→약1.9km→미나데 전망소→약2.1km→헨쇼지 절→
약1.2km→하나조노 온천 ‘가호노사토’

하나조노 온천 ‘가호노사토’ →약0.9km→야나세 다리→약0.9km→도리이 하시→약1.0km→비자나무의 거
목→약1.0km→도리이 다리→약0.9km→야나세 다리→약0.9km→하나조노 온천 ‘가호노사토’

아타라시 삼림공원→약1.2km→점보 벽화 앞→약1.3km→임도 보도 입구→약2.6km→임도 보도 출구→약
1.0km→린칸 광장→약2.0km→임도 분기→약1.6km→이케노쿠보→약2.2km→아타라시 삼림공원

가키오지 코스(약8.9Km/소요시간: 3시간)

모모히메 코스(약12.7Km/소요시간: 4시간)

나시지 코스(약7.0Km/소요시간: 2시간)

부도헤이단 코스(약5.6Km/소요시간: 1시간 20분)

이치고무스메 코스(약11.9Km/소요시간: 3시간 30분)

하나조노 트레킹 코스

New\　　   \

#016

2016년 7월에 갓 개장한 온천 숙박시
설. 12실의 객실 이외에 당일치기로도 
이용 가능한 레스토랑과 온천도 있다.
❖ 가쓰라기초 하나조노 야나세７７９-１　
☎0737-26-0811
MAP/P60.K-3

하나조노 온천 가호노사토

#019

썰매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초록의 인공 
스키장과 롤러 슬라이더 등 놀이기구
와 숙박시설이 자랑인 종합 레크리에
이션 공원.
❖가쓰라기초 하나조노 아타라시２５６-１　
☎0737-26-0028
MAP/P60.K-5

하나조노 그린파크

#020

고야류진 스카이라인 도로변의 고지대
에 위치하며 아름다운 하늘을 배경으로 
만발하는 수국은 약3500포기. 봄에는 
1000포기의 석남화와 가을에는 단풍 
등 계절마다 야생 식물을 즐길 수 있다.
❖ 가쓰라기초 하나조노 구키364-26　
☎0737-26-0888
MAP/P60.J-6

하나조노 수국원

#021

#017 #018

오사카부 모리구치시와 가쓰라기초에
서 운영하는 교류 시설. 옛 민가와 코티
지의 숙박시설이 있어 대자연 속에서 
산촌 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
❖ 가쓰라기초 하나조노 야나세９１９　
☎０７３７-２６-００２２
MAP/P60.J-4

하나조노에는 3군데의 캠핑장(기타데라·곤
고 녹지·나카미나미 삼림공원)이 있어 맑은 
공기 속에서 강놀이를 즐길 수 있다. 예약 접
수는 가쓰라기초 읍사무소 하나조노 출장소
로 연락해 주십시오.
❖http://www.katsuragi-kanko.jp/K/cak.html
☎０７３７-２６-０544
MAP/P60.K-4,K-5

하나조노 모리구치 후루사토무라 하나조노의 캠핑장

➊갓 신축된 아름다운 외관.  ➋당
일치기 온천욕도 가능한 천연온천 
대욕탕./하나조노 온천 가호노사
토  ➌일본식 화덕이 있는 옛 민가
풍 숙박시설.  ➍코티지는 경사면
에 돌출하여 세워져 있으므로 전망
이 좋다./하나조노 모리구치 후루
사토무라

문의/가쓰라기초 읍사무소 산업관광과 ☎０７３６-２２-０３００
 하나조노 출장소 ☎０７３７-２６-０５４４

어른도 어린 아이도 신나게 놀자 .

사시사철 그 모습을 달리하는 꽃들이 아름답게 핍니다

하나조노에서 평온하고 여유롭게

➊

➋

➌

➍

H A N A Z O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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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마쓰오시가 개최되는 신사. 야나세 촌락의 산쪽에 위
치하며 야나세 초등학교의 운동장과 접하고 있다.
❖가쓰라기초 하나조노 야나세２６４
MAP/P60.K-3

고야산 진언종 헨쇼지 절은 구카이 큰스님에 의해 815년
경에 창건 된 절로, 온다마이와 호토케노마이 전통무용이 
공연된다.
❖ 가쓰라기초 하나조노 야나세1567
MAP/P60.K-3

시모하나조노 신사 헨쇼지 절

#023

#024

#025

헤이안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는 ‘하
나조노의 온다마이 전통무용’ 의 귀신 역할이 정
해진 것을 축하하는 동시에 일년의 액땜과 무병식
재를 위한 불꽃 축제. 지역의 젊은이들이 온도토
리가 부르는 축제 음악에 맞추어 대형 횃불을 치
켜들고 경내를 돌아다니는 행사. ※와카야마현 지
정 무형민속문화재
MAP/P60.K-3

헤이안시대부터 계승되어 온 초봄의 축하 행사. 
논행사의 일종으로 봄갈이에서 수확까지의 농사 
과정을 노래와 춤으로 표현. 조상에게 감사를 표
하고 한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전통 민속예능. 
※국가 지정 중요무형민속문화재
MAP/P60.K-3

헤이안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헨쇼지 
절에 전승되는 불교의 고전 예능. 여인 성불을 테
마로 한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무도극으로, 원래
는 음력 10월 윤달에만 봉납되었기 때문에 환상
의 춤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부정기적으로 공연. 
※와카야마현 지정 무형민속문화재
MAP/P60.K-3

다이마쓰오시

하나조노의 온다마이 전통무용

하나조노의 호토케노마이 전통무용

#022
수령이 900년이라고 알려진 거대 비자나무는 하나조노 
트레킹 부도헤이단 코스(P13 참조)에서 만날 수 있다. 
나무 껍질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정령이 말을 걸어 오
는 듯한 불가사의한 힘이 느껴진다.
❖ 가쓰라기초 하나조노 야나세
MAP/P60.K-3

비자나무

하나조노에서 신성한 시간을 만끽한다

신사 제례를 올리는 오랜된 신사와 고찰도 소개

➊부처님으로 분장한 몇 사람이 아악 풍의 피리 소
리에 맞춰 춤을 춘다./하나조노의 호토케노마이 전
통무용  ➋대형 횃불의 불꽃을 작은 나무막대에 옮겨
붙여 집에 가져간 후 가미다나 앞에 불을 켜놓고 그 
불로 정월떡국을 만든다./다이마쓰오시  ➌현재는 
격년마다 음력 정월 8일과 가까운 축제일에 봉납된
다./하나조노의 온다마이 전통무용

➊ ➋ ➌

설날 전야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대형 횃불의 신성한 불꽃

수확의 기쁨을 화려하게 표현

헤이안시대부터 전해내려 오는 진귀한 무도극

시모하나조노 신사

헨쇼지 절

12/

20년에
한번

31

즐거운 여
행이 되

기

를 기
원합니다

H A N A Z O N O

격년
2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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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초록이 풍요로운 산들.
어디선가 들려오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소리.
시고에는 일본의 옛 모습을 떠올리는 
그리운 고향 풍경이 있다

10월이 되어 가을이 깊어지면, 시고에서는 

곶감 만들기가 시작된다. 각 농가의 처마끝이

나 주위의 건조장에 동그랗고 귀여운 곶감이 

꿰어진 줄이 일제히 매달려 산촌은 귀여운 주

황색으로 물든다. 시고는 표고 300m로 비교적 

고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온도가 

낮아지고 또한 이즈미 산맥을 타고 건조한 바

람이 불어와 곶감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

로 알려져 있다.

옛 방식인 억새풀을 엮어 만든 지붕과 곳간, 

그리고 곶감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풍경은 

늦가을의 풍물시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가을이 

되면 많은 카메라맨들로 붐빈다. 2017년에는 

오사카∼와카야마·부현간 도로가 개통됨에 따

라 더욱 주목 받게 될 지역이다.

곶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약400년 전

이라고 전해지지만 그 기원은 여러가지 설만 

있을 뿐 정확한 것은 알 길이 없다. 정월의 찰

떡(가가미모치)과 함께 장식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즐거움(喜)이 온다(來)=喜來(카키=

감)’ 라는 언어유희나 3종 신기의 하나인 ‘검’

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도 알려져 있다.

#026

#027

일본의 풍경, 시고.

본존은 11면 관음으로 비공개 불상. 배·가슴 따위에 일
어나는 격통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급경사면
을 올라가 경내에서 경치를 바라보면 마음이 힐링된다.
❖가쓰라기초 히가시타니1360　☎0736-25-0001
MAP/P61.A-3

곶감은 영양가가 높고 전쟁 때 보존식으로 요긴하게 
사용되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네고로를 공격할 당시
에 곶감을 헌상했다는 전설도 남아 있다.
MAP/P61.A-2

[곶감]
한 줄에 10개의 감을 꿰어 놓는 곶감은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기
원하는데 ＇언제나 싱글벙글(니코니코=2(니)) 사이가 좋고(무쓰마
지이=6(무쓰)) 함께 흰머리가 날 때까지＇라는 언어유희로 2개, 6
개, 2개의 배열로 꿰어진다.

2개) ) 6개) ) 2개) )

호리코시샤쿠 관음

시고의 곶감

S H I G O U

곶감 만들기에 안성맞춤인 전통 토종 감 
‘아오소’. 그 밖에 ‘요쓰미조’ 나 ‘이치다’
라는 품종의 감도 곶감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즈미 산맥의 남쪽 방향 경사면에 많은 
집이 세워져 있는 시고. 건조가 진행하면 
떫은 맛이 사라지고 보존성이 높은 곶감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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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029

예로부터 슈겐도 수행자의 수행 장소였던 폭포
로, 몬가쿠 큰스님도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
재도 수행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근처에 위치
한 부동명왕을 모시는 불당은 수행자를 위한 ‘암
자’ 로 사용되고 있다.
❖ 가쓰라기초 히가시타니
MAP/P61.A-2

기노쿠니 지방의 명수 100선으로도 선정된 3단 
폭포. 히토코토누시 신사의 신전 옆으로 빠져나
가 조금 걸어가면 나온다.
❖ 가쓰라기초 다이라　
MAP/P61.A-1

분조노타키 폭포

산주노타키 폭포

#031

시고 지구에 전해지는 ‘센료오도리 전통무용’ 은 북을 사용한 전통예능으로, 매년 가
을에 오미야 신사에 봉납된다. 이 흐름을 계승한 ‘시고 센료 북’ 이 탄생하여 이웃 마
을의 이벤트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가쓰라기초 히로쿠치1197　☎0736-25-0002（시고 센료 북 육성 클럽）
MAP/P61.B-2

시고 지구에 전해지는 전통예능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2001년에 부활하였다. 
매년 10월, 오미야 신사의 가을 축제에 봉납되면 시고에서 곶감 만들기가 시작된다고 
한다. 풍작을 축하하는 동시에 오곡풍요와 가내안녕을 감사하는 축제로 거행된다.
❖ 가쓰라기초 히로쿠치1126　☎0736-25-0467（오미야 신사）
MAP/P61.B-2

일본 전통 북

극채색의 신전은 보수가  
막 끝나 특별히 아름답다.

아름답고 성스러운 폭포를 만날 수 있는 시고의 여행

소
중
하
게 

지
켜 

온 

시
고 

주
민
들
의 
유
대
감

#030
시고의 센료오도리 전통무용

음이온으로 

 마
음이 힐

링~!

S H I G O U

➊본전 앞에서 봉납되는 센료오도리 전통무용과 센료 북.  ➋경내에 가기 위해서는 급경사로 된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➌스사노오를 비롯하여 13신을 모시는 본전.

➊

➋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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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감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기노카와 감

기노카와 감은 품종의 이름이 아니
라 히라타네나시 감을 나무에 달려 
있는 상태로 떫은 맛을 제거한 후 
재배한 감입니다. 완숙한 후에 수확
하므로 일반적인 히라타네나시 감
과 비교하여 껍질과 과육의 색깔이 
진하고 당도가 높은 단맛이 매우 
강한 감입니다.

후유가키 감

단감으로 가장 유명한 후유가키 
감. 과일은 동그랗고 껍질은 매끌매
끌하며 광택이 납니다. 과실은 섬세
하고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부
드러우며 단맛과 풍부한 과즙이 특
징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
되는 품종입니다.

히라타네나시 감

단맛이 강하고 과즙도 풍부하며 적
당한 과육의 식감으로 인기 있는 
히라타네나시 감. 사실은 떫은 감
으로 탄산가스 등을 사용하여 떫은 
맛을 제거합니다. 껍질 색은 귤색
으로 광택이 나고 모양은 평평하고 
네모지며, 무엇보다 씨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고에 미치노에키(휴게소) ‘구시가키노
사토’가 이번 봄에 그랜드 오픈 예정

2017년 4월에 완성되는 오사카~와카야마·부현 간도로 
국도 480호의 터널 근처에 새로운 미치노에키(휴게소) ‘구
시가키노사토’ 가 동년 4월에 그랜드 오픈합니다. 부지는 
약9300m2, 건물은 기슈산 건축자재를 사용한 목조 단층
집 4동으로 넓이는 약1,000m2. 시설 내에는 수유실, 기저
귀 교환대, 온수기와 어린이 코너도 준비. 화장실은 24시
간 이용 가능하고 주차장은 승용차 66대, 관광버스 6대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신선한 현지 야채와 과일 및 가공품, 해산물과 

육류 등을 판매할 예정으로 신토불이의 거점으로 주목받
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카페, 레스토랑에서는 현지 야채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요리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새로운 인
기 명소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가쓰라기초 시고 지구는 ‘일본 제일의 곶감 마을’ 로 유명
하여 겨울에 곶감이 건조되는 풍경은 많은 카메라맨들을 
매료시킵니다. 또한 봄과 여름은 산책을 즐기는데 안성맞
춤입니다. 시고에 오실 때는 꼭 한번 들러 주십시오.

이 간판을보고 찾아 오세요

❖가쓰라기초 다키53-1
☎0736-25-0088
MAP/P61.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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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아마노에서 수확한 신선한 토마토를 사
용한 오므라이스가 가장 인기. 그 밖에도 
가쓰라기산 과일을 가득 사용한 케이크
는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맛이 즐겁다.
❖ 가쓰라기초 호시카와297-1　
☎0736-22-3433

9:00～18:00　 연말연시
MAP/P61.E-2

곤약 공방
#034

카페나 점심식사뿐만 아니라 예술도 즐
길 수 있는 세련된 카페. 병설된 갤러리
에서는 정기적으로 전시회와 콘서트 등
의 이벤트도 개최.
❖ 가쓰라기초 묘지126-37　
☎0736-20-1256

10:00～17:00
（점심시간 11:00～14:00） 월·화요일
MAP/P62.B-7

갤러리&카페 Noji

#033

녹색 자연으로 둘러싸인 가게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하다. 점주가 손수 만든 
그라탱과 베이글을 추천. 엄선한 ‘우쓰와
(그릇)’ 은 판매도 하고 있다.
❖가쓰라기초 히로우라219-7　
☎0736-26-3090

11:00～18:00　 월·화요일　
MAP/P62.B-3

우쓰와(그릇)토 cafe mute.
#035

미디어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점심식
사와 디저트가 맛있는 가게. 커다란 새우
튀김과 작은 그릇에 담겨 나오는 다양한 
반찬에 틀림없이 만족하실 것입니다.
❖ 가쓰라기초 가세다히가시108-1　
☎0736-22-5984

11:00～18:00　 일요일　
MAP/P62.C-3

웨스트 코스트

➊고야산을 향하는 녹색자연이 풍요로운 국도480호변에 세워진 커다란 간판.  ➋통나무 오두막집과 같은 외관이 귀엽다!/곤약 
공방  ➌세련된 접시에 먹음직스럽게 담겨 나오는 디저트.  ➍포근하고 상냥한 분위기의 가게 안./우쓰와(그릇)토 cafe mute.

➊원래 병원이었던 건물을 리노베이션한 카페. 세려된 그릇에 나도 몰래 손이 간다.  ➋정성껏 손수 만든 디저트는 정말 맛있다./갤러리&카페 
Noji  ➌게라게라 플레이트에는 웃고 있는 딸기가.  ➍밝고 동화속에 나올 듯한 분위기의 가게 안./웨스트 코스트

따스함이 느껴지는 카페에서 먹습니다 . 세련된 카페에서 잘 먹었습니다

F O O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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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선명한 색의 디저트도 와인으로 푹 끓인 
조림도 소박하고 맛있는 프랑스의 가정
요리 맛. 물론 카페로도 이용할 수 있는 
비스트로.
❖ 가쓰라기초 히가시시부타635　
☎0736-22-1595

8:30～21:00　 일·월요일　
MAP/P62.D-4

이사키테이
#038

여주인이 손수 만든 일품 우설 스튜는 환상의 
메뉴. 돼지고기 스테이크와 니쿠자가 등, 요리
가 정말 맛있다. 안쪽으로 길게 이어진 카운
터가 어른 취향의 분위기를 풍기는 이자카야.
❖가쓰라기초 가세다히가시112-1　
☎0736-22-1988

17:00～23:00
월요일, 둘째·넷째 일요일　

MAP/P62.C-3

이자카야 무사시

#037

현지 주민에게 사랑받는 커피숍. 아침과 
점식식사 시간에는 단골 손님으로 붐빈
다. 정식을 비롯하여 야키소바와 샌드위
치, 팬케이크 등 메뉴가 풍부하다.
❖ 가쓰라기초 에비스28　
☎0736-22-6397

8:30～18:30　 수요일　
MAP/P62.C-4

에스키스
#039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이지카야. 회에서 구이
까지 모든 요리가 맛있고 부담없는 가격도 즐
겁다. 소탈한 점주을 만나러 또 가고 싶어진다.
❖가쓰라기초 사야1015-3　
☎0736-22-7216

17:00～24:00（일요일에 한해～22:00）　
수요일　

MAP/P62.C-4

이자카야 바타얀

맛있는 디저트와 점심식사에 만족 현지 인기 가게에서 어른 기분

일단 생맥주부터

➊본격적인 프랑스의 가정요리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➋프랑스인 미남 오너셰프./이사키테이   ➌간판 메뉴인 폭신한 샌드위치도 맛
있을 것 같다.  ➍국도24호에 면한 에비스 식당 옆./에스키스

➊차분한 분위기의 가게. 포렴을 지나가면 ‘마이도!(어서 오십시오!)’  ➋새침부끄 여주인. 요리 솜씨는 수준 높다./이자카야 무사시  
➌반짝이는 간판에 어느새 이끌려간다.  ➍카운터와 다다미 공간이 있는 가게 안./이자카야 바타얀

F O O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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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자택 근처의 창고에서 2 4월에만 영업하
는 환상의 라멘가게. 개점일은 라멘을 맛
보기 위한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라
멘을 사랑하는 점주의 고집스러운 맛을 
느끼고 싶다.
❖가쓰라기초 가세다나카735　
☎090-3035-0376

매년 2~4월의 일요일에만(11:00~ 육수
가 없어지는대로 영업 종료)　　
MAP/P62.B-2

라멘소코

#043

라멘만도 다양한 메뉴가 있고 사이드 메
뉴인 오뎅도 인기. 가게 안은 언제나 현
지 주민들로 붐빈다. 그것이 바로 맛있다
는 증거.
❖가쓰라기초 오야부136
☎0７３６-22-5247

17:30～24:00　 월요일
MAP/P62.B-5

삿포로 라멘 니시무라

#040

와카야마 라멘을 드시고 싶다면 쇼후쿠테
이로. 배가 몹시 고픈 분도 만족하는 메뉴
를 다채롭게 조합한 점심식사 이외에 덴
신한 오믈렛덮밥과 만두도 일품이다.
❖가쓰라기초 사야1020　
☎0736-22-3898

11:00～15:00/17:00～22:00　
월요일　

MAP/P62.C-4

쇼후쿠테이

#041

남성에게 인기있는 가게. 푸짐하게 먹고 
싶을 때는 이곳. 추천 메뉴인 부추 고기볶
음은 밥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다.
❖가쓰라기초 사야890
☎0736-22-1332

11:00～15:00　 일요일　
MAP/P62.C-4

니켄메한텐

배가 고플 땐 역시 중화요리 ! 라멘의 인기는 영원할지도

➊국도24호변에 위치한 중국음식점. 정식 메뉴가 풍부하여 고르기 어렵다.  ➋물론 맛은 정통 중화요리./쇼후쿠테이  ➌만두는 양면을 바싹 
구워내어 육즙이 가득.  ➍인기있는 음식점이어서 점심시간이 되면 많은 손님들로 붐빈다./니켄메한텐

➊본업은 농가. 라멘을 너무 좋아해서 직접 만들게 되었다.  ➋한번에 만들 수 있는 육수의 양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이 교환권이 없으면 
먹을 수 없다./라멘소코  ➌개점과 동시에 장사진.  ➍사이드 메뉴인 오뎅도 정말 맛있다./삿포로 라멘 니시무라

F O O D

만족, 포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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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서 맛있는 것을 찾고 싶다면 현지의 인기 상품을 추천 .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했다면 기념선물로 구입해 보자 .

#044

#044
안포가키
가쓰라기초는 일본 제일의 감 산지. 안
포가키는 씨 없는 감을 부드럽게 건조
시켜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마무리한 
디저트로, 화과자의 원조로 여겨진다.
❖가쓰라기초 묘지1846-4
☎0736-23-3112
(합동회사)가쓰라기초 안포가키 가공조합
MAP/P61.B-4

풋콩을 으깬 앙금을 감싼 향토과자. 
가을축제가 되면 콩을 으깨 감잎초밥
을 말아 준 할머니가 떠오른다.
❖가쓰라기초 히가시시부타336-1
☎0736-22-2019
유한회사 이케키 상점
MAP/P62.D-3

#045
구루미모치

복숭아와 딸기 등의 농산물을 농가의 이
모님들이 수제 아이스크림으로 가공. 그 
밖에도 된장과 떡, 곤약, 빵 등의 수제 상
품과 수확 체험도 추천.
❖가쓰라기초 데라오54-61
☎0736-22-8993
MAP/P62.C-4

#046
가무카무 바자르의 아이스

#049
기무라 목장의 우유
농후하면서도 이렇게 자연의 맛이 살
아있는 우유는 처음일지도. 경영자 
가족이 정성을 다해 직접 사육한 젖
소이기 때문에 실현된 맛.
※핫푸노유에서 구입 가능(P34 참조)
❖가쓰라기초 가세다나카357
☎0736-22-1721
MAP/P62.C-2

학창시절부터 즐겨 먹던 파피로빵. 
듬뿍 들어있는 크림은 커스터드가 아
니지만 한 번 먹으면 중독되는 맛이
다.
❖가쓰라기초 묘지118-3 
☎0736-22-1489
오타니 베이커리숍
MAP/P62.B-7

10년 연속 몽드 셀렉션 최고 금상을 
수상한 물. 밥도 고슬고슬하게 지어
주고 조림에 사용해도 식재료의 깊은 
맛을 끌어 내는 부드러운 물.
❖가쓰라기초 시마358-1 
☎0736-23-1011
사카이캐닝 주식회사
MAP/P62.D-2

#050
파피로 버터빵

#051
다이시노미즈

#046#045 #049 #051

#047 #050

집에서도 즐기고 싶다
가쓰라기의 지역특산품 감기에 걸려 누워 있을 때 부모님이 

먹여 준 귤 통조림. 그 때의 시럽 맛
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그대로 
먹어도 맛있고 다른 요리에 곁들여 
먹어도 OK.
※핫푸노유에서 구입 가능(P34 참조)
기슈 식품 주식회사

하굣길에 먹었던 정육점의 크로켓. 달짝
지근하고 맛있었던 당시의 맛. 지금도 
인근 주민들이 점심과 저녁에 사러 온
다. 마을에 3개의 점포가 있다.
❖가쓰라기초 묘지455
☎0736-22-0038
MAP/P62.B-7,B-8,C-3

#047
귤 통조림

#048

#048

마쓰시타 정육점의 크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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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이곳의 향토요리인 ‘감잎초밥’. 감잎으로 
초밥을 감싸 깊은 맛이 증가하고 잎의 향
이 식욕을 돋운다. 사진은 후쿠모토 상점.
❖가쓰라기초 히로쿠치1165-2
☎0736-25-0022

무휴
MAP/P61.B-2

감잎초밥
#055

고야산 특산품인 참깨두부. 독자적인 제
조법으로 만들어 쫀득하고 보다 매끄러운 
촉감이 특징으로 고야산뿐만 아니라 와카
야마의 기념선물로 인기.
❖가쓰라기초 조노마치2357
☎0736-22-6613
MAP/P62.B-5

다이카쿠소혼포의 참깨두부
#053

은어를 구운 후 달짝지근하게 조려 가시를 
제거하고 누름초밥으로 마무리. 정성을 다
해 만든 맛이 대대로 계승되어 온 지역 특
산품.
❖가쓰라기초 조노마치2529-4
☎0736-22-0073

화요일
MAP/P62.B-6

이치리키의 은어 초밥
#056

전통 수작업으로 한 모 한 모 시간을 들여 
만드는 두부와 유부튀김은 수제 특유의 
소박한 맛.
❖가쓰라기초 묘지54-5
☎0736-22-0249
MAP/P62.B-7

모리와키 두부가게의 두부
#054

현지에서 자코라 불리는 민물고기를 초벌
구이하여 매콤달콤하게 조린 후 초밥에 
얹어 감잎으로 감싼 초밥. 고등어나 연어
도 좋지만 이것도 추천.
❖가쓰라기초 나카이부리295
☎0736-22-6283

무휴
MAP/P62.B-7

벤케이 식품의 자코 초밥
#057

가와카미 청주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인 에도시대 중엽부터 기노카와강 상류에
서 양조된 풍미 풍부한 술. 오래전에는 야
마토 가도변에 양조장이 16채나 늘어서 
있었다고 한다.
❖가쓰라기초 나카이부리85
☎0736-22-0005
하쓰사쿠라 주조 주식회사
MAP/P62.B-8

기슈 가쓰라기 가와카미 청주

기술과 정신이 계승되는 
일본 전통의 맛

지역 특산품인 감잎을 사용한 민물고기 초밥.
고야산의 조리법을 계승한 참깨두부.
일본 청주와 두부도 맑은 물이 있어야 맛있게 만들 수 있다.

#052 부터 054의 초밥들은 “가쓰라기초 
상공회 안테나숍”, 미치노에키(휴게소) 가
쓰라기 니시, 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P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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