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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에서 여유롭게 가쓰라기의 시간을 즐기자! 신선한 야채 등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062 #063

#061#060

게이나와 자동차도로 상행선 PA에 위치한 미치노에키(휴
게소). 레스토랑과 가쓰라기초에서 재배된 과일·야채, 현
지 산품을 사용한 가공품 등도 판매하고 있다.
❖가쓰라기초 가세다히가시1271-28　☎0736-22-7810

 물산7:00～19:00（하계） 8:00～18:00（동계） 
음식10:00～19:00（하계） 10:00～17:00（동계）

무휴
MAP/P62.B-2

게이나와 자동차도로 하행선 PA에 위치한 미치노에
키(휴게소). 산지 직송 야채와 과일, 기념선물도 있지
만, 강추는 기무라 목장(P29 참조)의 우유를 사용한 
소프트아이스크림.
❖가쓰라기초 가세다히가시1270-22　
☎0736-22-8880　 9:00～20:00　 무휴　
MAP/P62.C-3

#058
가쓰라기 온천 핫푸노유
실내 욕탕, 노천탕 모두 운치가 느껴지며 숙박과 당일치기 모두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현지 식재료를 듬뿍 사용한 요리도 인기
있는 곳으로 가쓰라기 관광의 거점으로 추천.

❖가쓰라기초 사야702　
☎0736-23-1126

10:00～22:00（최종접수 21:00）　
무휴　

MAP/P62.C-3

국도24호변에 위치한 미치노에키(휴게소). 특산물판매
소에서는 현지 야채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2층 
‘마호로바’ 의 감잎초밥은 대인기.
❖가쓰라기초 구보487-2　☎0736-22-0055

8:30～18:00（하계） 8:30～17:00（동계）　 무휴
MAP/P62.D-2

현지의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부담없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카페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점원과 대화를 
나누며 현지 정보를 입수하자.
❖가쓰라기초 니시이부리612-1　☎0736-22-7024

9:00～17:00　 수요일
MAP/P62.A-7

미치노에키(휴게소) 가쓰라기 니시 미치노에키(휴게소) 가쓰라기 니시
가쓰라기초 상공회 안테나숍

가쓰라기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나이스 온!

#059

국민체육대회의 회장으로도 사용된 골프장. 조이시미치에 인접
한 고요하고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느긋하게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가쓰라기초 고다166-6　☎0736-26-0141
MAP/P61.F-4

기이코겐 골프클럽

미치노에키(휴게소) 기노카와 만요노사토가키노차야➊4개의 원천에서 풍부한 온천수를 끌어온 원천방류식 실내 욕탕. 대욕탕에 사용하고 
있는 제5 원천은 ‘화석 해수’ 라고 불리는 수 만년 전의 바닷물.  ➋숙박시설 ‘핫푸 별관’
의 실내. 전 객실에 전용 노천탕이 딸려 있다.  ➌계절의 향기를 즐길 수 있는 노천탕.

➊

➋

➌

역시 여행에는

  온천과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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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쓰라기초 관광협회  홈페이지에서 과일 따기  정보를 확인

C l i c k !
    C l i c k !

가고 싶은 농원이  
정해졌으면 농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한다.

H E L L O !

※날씨와 열매의 상태에 따라 일찍 종

료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전

화로 예약해 주십시오.

활동하기 쉬운 복장으로  농원을 방문!
과일 따기를 즐겨보자♪

딸기 따기　1/10〜5/10
이치고랜드 카프리 ☎0736-54-3506
무라타 농원 ☎080-6155-8782

토마토 따기　7/15〜10/15
야마모토 농원 ☎0736-26-0378
나카마에 농원 ☎0736-26-0409

사과 따기

우에가이토 농원 ☎0736-22-2972 

이오 농원 ☎0736-22-2466
하세바 농원 ☎0736-22-2344
우에가이토 농원 ☎0736-22-2972

고구마 캐기　9/29〜11/20
햣카노사토 ☎0736-22-1135

#066

가쓰라기초에 있는 포도의 대산지 ‘고세 지역’. 밤낮의 
한난의 차가 커서 고품질의 포도가 길러진다. 넘쳐 흐
르는 과즙 맛을 즐겨 보세요.

포도

#064

가쓰라기초라고 하면 일본 제일의 감 마을. 딴 감은 무
제한으로 드실 수 있는 곳이 많으므로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싱싱한 감을 만끽해 보세요!

감
#065

과일계의 공주? 부드럽고 달고 싱싱하다. 가쓰라기초의 
복숭아는 고향납세 제도의 답례품으로 채택될 정도.

복숭아

#068

2008년에 탄생한 가쓰라기초의 이미지 캐릭터. 축제
나 이벤트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대인기. 왼쪽부터 이
치고무스메(딸기 아가씨), 모모히메(복숭아 공주), 가
키오지(감 왕자), 나시지(배 할아버지), 피오네 다이초
(피오네 대장).
☎0736-２２-０３００（가쓰라기초 읍사무소）

가쓰라기초 이미지 캐릭터

가쓰라기초 관광협회로 ☎0736-22-0300（가쓰라기초 읍사무소 산업관광과 내）
http://www.katsuragi-kanko.jp/fruitgari_kankonouen.html

자바라귤　1/8〜1/30
신오카 농원 ☎0736-22-5830

복숭아 따기　6/25〜8/13
사카구치 농원 ☎0736-22-4944
메이잔 농원 ☎0736-22-2508
하야시 농원 ☎0736-22-2072

포도 따기　
8/1〜8/25
몬 농원 ☎0736-22-1788
8/22〜9/25
고세 관광안내소 ☎0736-22-7737

밤 줍기　9/12〜10/8
우라 농원 ☎0736-26-0064
이케다 농원 ☎0736-22-2019

매실 따기　6/1〜7/5
사카구치 농원 ☎0736-22-4944
도네 농원 ☎0736-25-0015

배 따기　8/10〜9/27
사카타 농원 ☎0736-22-2129
메이잔 농원 ☎0736-22-2508

감 따기　10/20〜12/5
오니시 농원 ☎0736-22-5050
사카구치 농원 ☎0736-22-4944
하야시 농원 ☎0736-22-2072
기노시타 농원 ☎0736-22-1765
메이잔 농원  ☎0736-22-2508

귤 따기　10/1〜12/15
사카구치 농원 ☎0736-22-4944
햣카노사토 ☎0736-22-1135

가쓰라기초에서 즐기는 과일 따기
F R U I T  P I C K I N G

L E T ' S

계 절 마 다  맛 있 는  음 식 은  대 지 의  선 물

#067

서일본 최대급의 최신 설비를 완비. 일반인은 견학할 
수 없지만 수확시기에는 직매회를 개최하기도.
❖가쓰라기초 묘지1847-3 ☎0736-22-7802
MAP/P61.B-4

가쓰라기 중앙종합 선과장

（쓰가루）8/20〜9/6

 （후지）11/1〜11/30

과일 따기의 간단 ３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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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atsuragi-kanko.jp/K/K-many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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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투리를 알면 마치  
현지인이 된 것 같은 기분

가쓰라기초는 무덥다!

가쓰라기초의 마을 심벌 가쓰라기초는 만요노사토.
많은 시가 읊어지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가쓰라기초의 잡학을 소개합니다!

남방제비나비, 일본 최초
가쓰라기초에서 처음으로 발견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끼리는 자유롭게 소통되는 말이지
만, 타 지역 사람이 들으면 의미를 알 수 없는 사투리는 
가쓰라기초와 와카야마현 기호쿠 지방에도 있습니다. 텔
레비전을 통해서도 유명해졌지만 ‘자지즈제조’ 의 발음
을 ‘다지즈데도’ 로 발음해 버립니다. 또한 ‘○○레헨’ 이
나 ‘○○얏쇼’ 등과 같이 어미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예)  자부톤(방석)⇒다부톤 

‘데키나이(할 수 없어요)’ ⇒데키레헨 
‘소다요(맞아요)’ ⇒소얏쇼

가쓰라기초내에 있는 관측 지점에
서는 1994년 8월 8일에 최고기온 
40.6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관측 
사상 6번째 더위입니다. 한여름에 
방문하실 때는 세심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가쓰라기초의 ‘か(가)’ 를 도안화한 
것으로 전체 실루엣은 평화와 발전 
정신을 이미지화하였고, 원형은 우
애와 단결, 위쪽 좌우의 날개 모양
은 영원한 발전과 끝없는 비약을 상
징합니다.
(1959년 11월 1일 제정)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일본 시조집인 만요슈에는 ‘세노
야마·이모노야마’ (현재의 가쓰라기초 세야마)가 15수
나 읊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만요슈에서 이바라키현 쓰
쿠바산의 25수를 뒤잇는 2번째로 많은 노래 수입니다.
１．これやこの　大和にしては　吾が恋いふる　	 	
	 紀路にありとふ　名に負ふ背の山　（１－３５）
２．背の山に　直に向へる　妹の山　
	 事許せやも　打橋渡す　（７－１１９３）
３．妹に恋ひ　我が越え行けば　背の山の　
	 妹に恋ひずて　あるがともしさ　（７－１２０８）
４．人ならば　母の最愛子そ　あさもよし　
	 紀の川の辺の　妹と背の山　（７－１２０９）
５．勢能山に　黄葉常敷く　神岡の　
	 山の黄葉は　今日か散るらむ　（９－１６７６）

노란색과 검은색의 줄무늬 모양의 날개가 특징인 호랑
나비과이지만, 검은 날개를 가진 개체를 ‘남방제비나비’
라고 부르는데 2005년 8월에 가쓰라기초에서 발견되었
습니다. 일본에서 몸 전체가 완전히 검은색인 타입은 처
음 발견된 것으로 돌연변이로 여겨집니다. 발견된 곳은 
귤 온실 내. 당시의 와카야마현립 자연박물관의 연구원
은 “온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열성 유전자의 형질이 
나타나기 쉬웠던 것이 아닐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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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와카야마현 최대의 거목으로 와카야마현의 천연기념물로도 지
정되어 있는 녹나무. 줄기 둘레 13m 이상, 높이는 20m에 달하며 
수령은 600년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는 묘라쿠지 절의 작은 
경내에 우뚝 솟아 있지만, 일찍이 야쿠시도 불당과 다이니치 불당, 
15신을 모시는 지고세묘진 신사가 위치하고 있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지고세묘진의 녹나무’ 라 불렸던 것이 현재 이름의 유래.

태풍으로 큰 가지가 꺽인 적도 있었지만 그 후 현재의 모습으로 
복구되었다.

가쓰라기 공원은 기노카와강변에 펼쳐진 
벚꽃 명소로, 테니스 코트와 수영장, 체육관 
등의 스포츠 시설이 정비되어 있다. 특히 시
선을 끄는 것은 높이 18m의 평화기념상이
다. 설계는 조각가 야스다 류몬이 맡았고 당
시의 외무대신 후지야마 아이이치로의 지
원을 받아 세계 44개국에서 각각 유서깊은 
자갈을 모아 주춧돌을 쌓았다.

기노카와강변의 사이클링 로드는 전
망이 좋고 쾌적하다. 기노카와시에
서 구도야마초까지 계속되며 평탄하
고 달리기 쉬워 초보자에게도 추천.
☎0736-22-0300　
가쓰라기초 읍사무소 산업관광과
MAP/P62.C-5 외

#069

❖가쓰라기초 가세다히가시　
MAP/P62.C-2

지고세노쿠스노키 녹나무
#070

❖가쓰라기초 조노마치2530-10
MAP/P62.C-6

가쓰라기 공원 평화기념상

사이클링 로드

가쓰라기초의 볼거리

지상 2m 지점에서 8개의 큰 가지로 분기되어 사방팔방으로 가지가 뻗어나 마치 숲과 같이 보인다.
가세다 초등학교의 바로 북쪽에 있어 초등학교의 교가에도 등장한다.

가쓰라기 공원은 벚꽃의 명소. 봄이 되면 부근 일대에 벚꽃이 만개하여 새하얀 지장보살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 풍경에 나도 모르게 카메
라 셔터를 누르고 싶어진다.

긴키 지방에서 가장 큰 나무로 알려졌으며 마치 

숲을 연상시키는 지고세노쿠스노키 녹나무

전몰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

Tekuteku osampo kibun camera biyori  

파
란
색 

줄
이 

표
시
선

40  Katsuragi Katsuragi   41



➊

➋

➌

니우사카도노 신사는 니우쓰히메신과 고야묘진신 등을 모시는 니
우신사의 하나. 고야 참배길 미타니자카로서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
다. 참배당의 오른쪽에는 거대 은행나무가 있어 늦가을이 되면 부근 
일대가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의 융단으로 노랗게 물들어 환상적
인 풍경을 연출한다. 신전 뒤에는 개가시나무를 신이 깃든 나무로 숭
배하는 가마하치만구 신사가 있는데 그 거목에는 엄청난 수의 낫이 박
혀 있다. 이 낫들은 무병식재와 아이 점지, 시험합격 등 다양한 소망들
을 기원하며 박아놓은 것인데 그 분위기에 압도된다.

미타니자카는 칙사(천황의 사자)가 이용한 길로 별칭으로 칙사 고개
라고도 불린다. 경사가 급하지만, 배수력이 좋고 지름길이라서 조이시
미치보다 더 많이 이용되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헤이안시대부터 닌나
지 절의 가쿠호홋신노 친왕이 이용한 유서깊은 길이다. 길가에는 갓돌
과 호키레 지장보살 등의 중요한 유구가 매우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2016년에는 세계유산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길’ 의 구성 요소로
서 참배길, 니우사카도노 신사, 호키레 지장보살 등이 추가 등재되어 더
욱 주목받고 있다.

#072

❖가쓰라기초 미타니631
MAP/P62.C-7

니우사카도노 신사의 거대 은행나무
#073

❖니우사카도노 신사~니우쓰히메 신사
~고야 참배길 조이시미치
MAP/P61.D-3 외

고야 참배길 미타니자카

줄기 주변은 약5m, 높이는 30m 정도 된다. 개화시기는 늦가을 11월경으로 경관조명을 받은 그 모습은 요염하고 환상적이다.  
니우사카도노 신사는 니우쓰히메신이 이 땅에 강림했을 때, 처음으로 술을 공양한 것에 유래하여 신사명에 술 주(酒)자가 사용되었습니다.

➊3면에 부처상이 파여 있는 석조물로 볼이 베여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호키레(頰切) 지장보살이라고 불린다. 미타니자카는 니우쓰히메 신
사의 신관이 이용한 길이기 때문에 조이시미치보다 더 오래된 길일 수도 있다.  ➋스투파의 원형이라고 일컬어지는 갓돌.  ➌아무리 심한 가뭄
에도 절대로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나미다이와.

경관조명을 받은 거대 은행나무는 

환상적이고 요염한 자태를 뽐낸다

아마노와 기노카와강 유역을 이어주는  

고야 참배길 조이시미치로 연결되는  

오래된 신앙의 길

Tekuteku osampo kibun camera biyori  

가쓰라기초의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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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 #077

1707년 기슈번의 영주 도쿠가와 요시무네 공의 명을 받아 오하타 사이
조가 굴착하였다. 가장 어려웠던 공사는 아나부시가와 강의 골짜기에 걸
친 다쓰이노토이였다.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
❖가쓰라기초 다카다
MAP/P61.D-1

773년, 와케노 기요마로가 하치만구 신사를 건립하기 위해 하치만산이라
고 칭한 것이 효시다. 현재의 신전은 1614에 재건된 것. 본전은 국가 중요
문화재, 동전·서전은 와카야마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가쓰라기초 하기하라56
☎0736-22-3734
MAP/P62.C-2

오다이 용수 다쓰노토이 호라이산 신사

#075 #078#076 #079　

교통편이 편리하므로 가볍게 폭포를 즐길 수 있
다. 마치 야쿠시도 불당을 지켜보는 듯이 흐르는 
폭포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 모습이 실로 
아름답다.
❖가쓰라기초 히가시시부타
MAP/P62.E-3

호라이산 신사에 소장된 중세 촌락 경관을 그린 
그림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의 교과서에도 등장한다.
❖ 가쓰라기초 하기하라56
☎0736-22-3734
MAP/P62.C-2

마을 내에는 환경성이 인증한 우물이 많이 있는
데 그 중 하나인 다이시 우물은 구카이 큰스님이 
지팡이를 꽂은 곳에서 물이 솟아올랐다고 전해
진다.
❖ 가쓰라기초 다이라, 다카다, 미지카노,  

하나조노나카미나미
MAP/P61.B-2,B-3,K-5,P62.D-1　

황태자가 친히 시찰하러 온 용수로. 와카야마현 
지정 문화재로 전장 약5km. 교토 진고지 절의 
몬가쿠 큰스님이 굴착했다고 전해진다.
❖가쓰라기초 가세다나카, 가세다히가시, 하기하라
MAP/P62.C-2

야쿠시노타키 폭포 기이노쿠니 가세다노쇼 그림가쓰라기초의 명수 중세 농경용수로 터 몬가쿠유

현재도 기노카와강 오른쪽 강변의 논농사 지역의 관개
에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이 평소에 이용하는 
길이다. 벽돌·돌붙임 공법으로 개수된 것은 1919년.

2016년에 쇼센구(신을 임시 신전에
서 본전으로 천도하는 의식)를 맞이
하여 경 내를 아름답게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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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uteku osampo kibun camera biyori  

#080 #084

#082 #086

#081 #085

#083 #087     

기노카와강에 떠 있는 작은 섬으로 관백 후지와
라노 요리미치가 고야 참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뱃놀이를 즐겼던 곳으로 전해진다. 섬에는 
변재천을 모시는 이쓰쿠시마 신사가 있다.
❖가쓰라기초 시마447
MAP/P62.D-1

 ‘스네코’는 무릎이라는 뜻. 구카이 큰스님이 여
러 지방을 돌아다니던 중 이 돌의 움푹 패인 곳
에 무릎을 갖다대자 신기하게도 지친 다리의 통
증이 완화되었다고 한다.
❖ 가쓰라기초 신조
MAP/P60.H-3

와카야마와 야마토 지방을 잇는 길로 예로부터 
이용되어 이세 참배와 참근교대(영주가 격년마
다 에도 지방에 머무는 제도)에도 이용된 역사적
인 낭만이 가득한 길. 지금도 당시의 모습이 남
아 있는 문화유산을 볼 수 있다.
MAP/P62.D-1 외

꼬불꼬불한 구멍이 난 구슬에 실을 꿰어야 하는 
난제를 개미를 사용하여 해결했다는 전설이 전
해지고 있는 신사. 지혜의 신 오모이카네노카미
를 모신다.

❖ 가쓰라기초 히가시시부타790
☎0736-22-3400
MAP/P62.D-3

후나오카야마산 북쪽에는 다이카 개신의 칙령으
로 기나이 지방의 남단으로 지정된 세노야마산
이 있어 정상에 두 봉우리를 이모세야마산이라 
부른다.(여러 설이 있음) 만요슈에 짧고 긴 시를 
합쳐 15수나 읊어진 산이다.
MAP/P62.C-1　

구카이 큰스님을 고야산으로 안내한 사냥꾼이 
화살촉을 갈았다고 전해지는 돌이 안치되어 있
다. 그 사냥꾼이 바로 가리바(고야) 묘진의 화신
으로 추정된다.
❖ 가쓰라기초 교라지
MAP/P62.D-7

기이 속 풍토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고찰로 순산
에 영험이 있는 절로 널리 알려져 있어 센난 방
면에서도 많은 참배객들이 방문한다. 안치된 대
일여래 좌상은 헤이안시대 후기의 작품.
❖가쓰라기초 신조939
MAP/P60.H-3

2008년에 발견된 서일본 최대급의 조몬시대 대형 
수혈건물 유적. 그 크기는 서일본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으며 지름이 무려 약15m나 된다.
❖ 가쓰라기초 나카이부리, 묘지
MAP/P62.A-8

※사진 제공:와카야마현 문화재센터

후나오카야마산 스네코이시 돌

야마토 가도 아리토시 신사

이모세야마산 가리바 묘진 야네토기이시 돌

쇼가쿠지 절 나카이부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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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미래를  
생각한다

정통 일본식 속발을  
차세대에 남긴다

마을 출신의 저명인마을 출신의 저명인

#088 #089

와카야마현의 인증을 받은 아동 
정원 6명의 패밀리홈(소규모 주거
형 아동양육사업). 어린이에 관한 
활동 전반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
다.
❖가쓰라기초 신조533-1　
☎0736-26-0855
MAP/P60.H-3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일본 문화. 
일본식 속발도 그 중의 하나. 이를 
후세에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
이라고 말한다.
❖가쓰라기초 가세다히가시391-3
☎0736-22-2481（다에 미용실）
MAP/P62.C-3

제34회 쇼리키 마쓰타로상(청년 장려상)과 긴키로킨NPO어워드2010·우수상, 공
익사단법인 일본청년회의소·제28회 인간력 대상 그랑프리, 내각총리대신 장려상, 
일본방송협회(NHK)상 등 수상력 다수.

머리 모양에는 각각 의미가 있는데 마이코와 다이
후를 표현한 것부터 시집가기 전의 처녀나 기혼자, 
과부 등 각각의 독특한 모양이 있었다고 한다.

야스타케 류신 고모리 도미요

어린이의 절인 도가쿠지 절은 고야산 기슭에 위치한 신조 지구에 
위치한다. 주지인 야스타케 류신 씨와 그 부인은 2006년부터 양부
모 활동을 시작하여 패밀리 홈(소규모 주거형 아동양육사업)으로서 
수용 체제를 확충하여 2016년부터 사업 활동을 확장하였다.

수양부모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는 장녀의 탄생을 
계기로 어린이들의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여러가지 사정
으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어린이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저희들과 함께 사는 수양부모 활동을 시작했지만, 사실 저희도 아이
를 키우는 것이 처음이라 불안감 속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라고 이
야기하는 야스타케 씨. 그러나 일찍이 산촌유학 등으로 어린이들을 
수양한 적이 있는 마을 주민들은 어린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되
돌아 온 것을 기뻐해 주었다고 한다.

“밭에서 수확한 야채를 건네주거나, 자신의 아이와 구별없이 대
해 주는 등, 근처 주민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
습니다. 친자식도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서로간에 좋은 영향을 받으
면서 형제자매처럼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패밀리홈으로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고 싶습니다.” 라며 포부를 밝혔다.

오래전부터 동경하던 일본식 속발. 미용사가 된 후에도 언젠가는 땋아 보고 싶었다. “마흔이 지나 마지막 기
회라고 생각하고 ‘정통 일본식 속발’ 묶는 법을 결발사 이시하라 데쓰오 씨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경하던 마음은 ‘일본식 속발의 역사와 문화를 정확하게 남기자’ 라는 사명감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아 기본적인 형을 마스터할 때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라고 이야기
하는 고모리 도미요 씨.

비슷한 스타일이 많은 가운데, 참된 일본식 속발을 고집한다. “에도시대의 머리 모양이기 때문에 사진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전해지는 일본식 속발은 우키요에 풍속화를 보면서 힘들게 재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하라 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올바른 모양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본식 속발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자원봉사로 촬영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모자처럼 쓰는 가발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손질하듯이 땋
는 일본식 속발. 꼭 한번은 경험해 보고 싶은 ‘일본 여성 고유’ 의 아름다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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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Japan에서 
안심·안전을 어필

연구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세

마을의 기업마을 출신의 저명인

#091 #092

오사카에서 신문기자 일을 하면서 현재의 ‘여
름의 고시엔 대회’ 에 해당하는 당시의 중등 야구
부 전국대회를 제안. 1951년 대회에서 일본고등
학교 야구연맹으로부터 ‘대회의 창설자’ 로서 공
로상을 수여받았다. 가세다 출신.

과묵한 신사로 남성 탤런트 호감도 랭킹에서 
상위에 랭킹된 적도 있으며, 형사역 등으로 텔레
비전 드라마 등에 많이 출연하고 있는 배우 고바
야시 넨지 씨. 사실은 가쓰라기초 가세다 출신으
로 현재는 가쓰라기 관광대사로 임명되어 있다.

고바야시 넨지 다무라 못코쿠

#090
기시다 기미코

오랜 세월 조산사로서 가쓰라기초의 출산·육아를 책임져 온 기시다 
씨. 출산시에 받아낸 갓난아기가 4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에는 
3세대에 걸쳐 도움을 준 사람도 있다고 한다. 95세가 된 현재도 건강
하게 가쓰라기초 읍사무소의 ‘육아 스쿠스쿠 교실’ 에서 강사로 일하
고 있다. “나를 만난 것만으로 젖이 부풀어지는 것 같다는 임산부도 있
어요.” 라며 웃으며 말하는 기시다 씨의 미소는 밝고 상냥하다.

1900년대 초기에 창업한 역사 깊은 기업으로 젓가락 봉투의 제조로는 
일본 제일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한다. 와카야마뿐만 아니라 홋카이도나 
도호쿠, 규슈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고도의 인쇄 기술과 철저한 위생 
관리로 얻은 신뢰도가 높아 물티슈와 종이냅킨 등의 분야에서도 전국 최
고 수준의 판매 실적을 자랑한다. 값싼 외국산이 몰려드는 가운데에도 ‘메
이드 인 재팬’ 이라는 안심·안전을 어필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해외 진
출도 추진하여 실적 확대를 도모하는 와카야마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일본인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쌀과 쌀겨. 이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식용유에서 화장품, 의약품, 공업용 원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당사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 미강유는 항산화성분이 풍부하여 
열을 가해도 안정성이 뛰어나며, 반복해서 사용해도 잘 변질되지 않는
다고 한다. 또한 와카야마 특산품인 포도산초를 배합한 산초향 기름은 
푸드 액션 일본 어워드2013 상품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094

종업원은 전국에서 약400명, 매출
액은 100억엔을 넘는 와카야마를 
대표하는 기업. 젓가락 봉투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으로 일본 제
일, 물티슈 점유율도 일본 제일이다
❖ 가쓰라기초 묘지464　
☎0736-22-3000
MAP/P62.B-7

미강유에 함유된 성분은 미용과 
건강에 효과가 있어서 노화방지나 
동맥경화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그 쌀겨의 천연 성분을 
고집하여 항상 새로운 제품의 개
발에 힘을 쏟고 있다.
❖ 가쓰라기초 신덴94　
☎0736-22-0061
MAP/P62.B-6

#093

미조바타시코 인쇄 
(젓가락 봉투)

쓰노 식품공업(미강유)

영업소는 간사이 지방은 물론, 
홋카이도에서 도호쿠, 간토, 주
부, 규슈 등 일본 구석구석까
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객
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1947년 2월 농림성 지정의 정
맥 공장으로 창립하였고, 그 
후 1960년에 미강유 제조업
에 착수하였다.

1941년2월7일 ~ 1889년1월1일 ~ 1964년6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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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따는 날이 정해지면 ‘웨스트 코스트(P23)’ 또는 ‘이사키테이(P24)’로 연락. 필요한 딸기를 구입하여 스위트점으로 지참.

가쓰라기초를 가볍게 즐기실 수 있도록 5가지 추천 모델 코스를 소개.
물론 조합도 자유자재. 마음에 드는 가쓰라기초를 만끽해 주십시오.

고야초
표고 약800m에 위치하는 천공의 
종교·환경도시. 언제나 많은 참배
객과 관광객으로 붐비는 성지.

구도야마초
높은 인기를 누렸던 대하 드라마 ‘사나
다마루’ 의 주인공 사나다 마사유키·유
키무라 부자가 십 수 년 동안 살았던 곳.

하시모토시
하시모토 오믈렛은 지역 특산품
을 듬뿍 사용한 새로운 명물. 가
게마다 다른 맛을 즐겨 보세요!

니우쓰히메 신사

가쓰라기초 상공회 안테나숍

반딧불이

▲
▲

▲
▲

▲

▲
▲

▲

▲
▲

▲

▲
▲

▲

▲
▲

▲
▲

▲
▲

▲
▲

▲
▲

고야 참배길 조이시미치

공룡랜드

아마노노사토 산책

별하늘의 모임

Cafe 갸쿠덴

BBQ&강놀이

아마노본구

하나조노 트레킹코스 가호노사토

산장 아마노사토

모리구치 후루사토무라

아마노에서 여유롭게. 먹거리를 즐기며 반딧불이를 만난다

구시가키노사토·시고에서 가을의 경치를 만끽

옛 향기에 당시를 떠올리며 야마토 가도를 거닌다

따뜻한 봄의 햇빛을 맞으며 과일 따기를 만끽하자

공룡을 찾으러 하나조노로, 아웃도어를 만끽하자

이 지역을 살짝 벗어나면 이렇게 볼만한 곳도

가쓰라기초를 즐기다♪

MODEL COURSE

미치노에키(휴게소) 구시가키노사토

가쓰라기 공원

야마토 가도

시고 마을 산책

곤약 공방

지고세노쿠스노키 녹나무

감 or 귤 따기

딸기따기

호라이산 신사&몬가쿠유

니우사카도노 신사 거대 은행나무

딸기따기&디저트 조합

미치노에키(휴게소) 기노카와 만요노사토

쇼후쿠테이

이사키테이

핫푸노유

맑은 공기와 파워를 느낄 수 있는 멋진 여
행이 될 것 같다♪

주목 받는 신 명소. 현지 식재료를 
취급하는 레스토랑에서 푸짐한 요
리를 만끽.

벚꽃 명소를 가볍게 산책. 걷는 것
만으로 상쾌한 기분.

고풍스러운 거리경관에 어디선가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올 것 같다.

호박색으로 물드는 구시가키노사토
를 산책.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풍
경에 마음이 누그러진다.

녹색 자연과 맑은 공기 속에서 점
심식사. 기념선물도 잊지 마세요.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보호되고 있는 자연의 힐링 명소.

과일왕국 가쓰라기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과일 따기.

갓 따낸 신선한 딸기는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디저트와의 조합
도 즐겨 주십시오.

전통이 있는 오래된 신사와 수로
는 꼭 들러 보고 싶다.

은행나무 낙엽이 경내 일대에 노
란색 융단을 깔아놓은 듯하다.

직접 딴 딸기가 맛있는 디저트로 
대변신.※

현지 농산물과 특산물이 풍부. 기
념선물도 잊지 마세요.

배가 고프면 인기의 중국집으로. 
와카야마 라멘이 간판 메뉴.

프랑스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여유로
운 한때를 보내 주십시오.

원천 방류식 온천과 신선한 아채, 
강에서 얻은 특산물이 즐비하여 행
복한 기분.

미치노에키(휴게소)에서 바비큐 식재료
를 조달. 현지의 신선한 야채가 가득.

반딧불이의 낙원에서 포근한 빛으로 둘러
싸인다. 환상적인 세계에 감동♪

산간 마을에서 불꽃놀이 체험. 가까운 곳
에서 불꽃이 터져 마치 손에 닿을 것 같
다. ※매년 8/15에 개최

구카이 큰스님이 거닐던 길. 당시의 참배
객의 기분을 느껴보자.

공룡과 불가사의한 체험 고쿠라쿠 동굴. 
마치 시간여행을 온 듯하다.

경치를 즐기면서 여유롭게 아침산책. 산
장 아마노사토에서 자전거 대여도!

하나조노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5가지 
코스. 자신만의 페이스로 천천히.

할머니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다. 따끈따
끈한 밥을 ‘잘 먹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먹으면 왠지 평소보다 맛있
게 느껴진다♪

아마노의 자연을 바라보며 맛보는 소바는 
각별하다.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한
때를.

천연온천에서 온천욕을 즐긴 후에는 제철 
식재료로 만든 식사를 만끽.

오늘 숙박은 풍요로운 자연에 둘러싸인 산
촌에 고즈넉히 자리잡은 세련된 오베르주.

코티지에서 별장 기분. 또는 옛 민가에서 
고향 체험.

자동차로 약50분 자동차로 약12분 자동차로 약15분

P07

P35

P08

P55

P05

P11

P04

P13

P09

P12

P09

P12

P08

P20

P41

P46

P16

P22

P40

P36

P36

P45

P42

P24

P35

P26

P34

P12

전철＋숙박

자동차＋숙박

자동차＋당일치기

자동차＋당일치기

전철＋당일치기

１st.
DAY

１st.
DAY

2nd.
DAY

2n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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０℃

추운 날은 최저 기온이 
영하가 되기도

상당히 추운 날도 있습니다. 
특히 산간부에는 눈이 내리는 
날도. 부츠나 머플러, 다운재
킷 등 방한 도구가 필요.

따뜻한 날들로 일년 중 가장 
지내기 좋은 계절일지도. 그러
나 서늘한 날도 있으므로 얇
은 겉옷은 반드시 지참.

30도를 넘는 날도 있으므로 
UV대책은 필수. 햇빛 차단을 
위해 모자나 긴 소매 셔츠를 
지참하는 것도 추천.

늦더위가 심한 계절. 하지만 
산간에는 서늘한 장소도 있으
므로 되도록이면 입고 벗기 쉬
운 겉옷을 지참할 것을 추천.

초겨울이라도 따뜻한 날이 많
지만, 해가 저물면 추워지므로 
따뜻한 외투는 필수.

습도와 온도 모두 상당히 높
아집니다. 햇빛 차단이나 UV
대책은 물론, 수분 보충도 충
분하게.

벚꽃 등이 아름다운 봄은 
최고의 계절

곶감이 산을 주황색으로 
물들이는 가을

강놀이와 캠핑은 
여름의 즐거움

10℃

20℃

30℃
가쓰라기초의 평균 기온 가쓰라기초의 강수량

300mm

200mm

100mm

0mm

최고 9.5℃
최저 0.4℃

최고 19.7℃
최저 2.2℃

최고 27.3℃
최저 12.0℃

최고 32.9℃
최저 21.2℃

최고 28.4℃
최저 11.7℃

최고 16.6℃
최저 1.6℃

관측 지점:가쓰라기초의 평년값 데이터(1981~2010:기상청 홈페이지에서 발췌)

딸 기

자 바 라 귤 매 실 배 감

사 과 (후지)사 과 (쓰가루)

밤

토 마 토

귤

고 구 마포 도

복 숭 아

C l i m a t e  D a t a

F R U I T & E V E N T  C A L E N D A R

가쓰라기초의 기온과 강우량을 바탕으로 지내기 좋은 복장 기준 등을 소개.
찾아오실 때는 참고해 주십시오.

과일 수확 시기와 이벤트 개최 시기를 소개.
참가 시에는 각각 문의해 주십시오.

▲

▲

T R A V E L  C A L E N D A R

가쓰라기초 관광협회까지
☎0736-22-0300（가쓰라기초 읍사무소 산업관광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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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

#100

가쓰라기 공원에서 개최되
는 가을의 일대 이벤트로 마
을 내의 농림상공업의 특산
물이 한자리에 모인다. 특설 
무대에서 댄스나 미니 라이
브, 하천 회장에서는 세발자
전거 4시간 내구 레이스 등
도 펼쳐져 많은 사람들로 붐
빈다.
❖가쓰라기 공원 그라운드
☎０７３６-２２-０３００

（가쓰라기초 산업축제 실행위원회）
MAP/P62.C-6

가쓰라기 여름축제

가쓰라기초 산업축제

#096

#099

#097 #098

만요슈에 소재로 등장한 아름다운 경치
의 기노카와강변을 달리는 마라톤. 체력
과 연령에 맞는 다양한 길이의 코스나 
릴레이식 마라톤도 개최.
❖이토 정화센터(출발·도착)
☎0736-22-1023（NPO법인 이코라 클럽 가쓰라기）
MAP/P62.D-2

다른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광경
이지만 가쓰라기초에서는 축제 때에 만
국기가 마을에 꾸며진다. 일설에 의하면 
마을 운동회를 고조시키기 위해 꾸몄다
가 그 후에 개최되는 축제를 위해 그대
로 둔 것이 정착되었다고 한다. 독특한 
풍경이다.

산간 마을에서 개최되는 불꽃대회. 산에 
메아리치는 폭죽 소리는 박력이 넘친다. 
회장에는 노점이 늘어서고 본오도리 전
통무용 등도 펼쳐져 축제를 고조시킨다.
❖가쓰라기초 곤고 녹지광장
☎ 0737-26-0321（가쓰라기초 읍사무소 하나조노 

출장소）
MAP/P60.K-5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듣고 
춤 춘 적이 있는 본오도리 전통무용곡. 
사실은 쇼와시대를 대표하는 엔카가수
로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 미야코 하루미 
씨가 부르고 있다. 작곡은 수많은 히트 
곡을 양산한 이치카와 쇼스케 씨.

본오도리 전통무용과 북 치
기가 공연되며 밤에는 노점
도 늘어서는 왁자지껄한 여
름의 일대 이벤트. 그 중에
서도 기노카와강 하천 부지
에서 쏘아올리는 불꽃놀이 
대회는 보는 이를 압도한다.
❖가쓰라기 공원 그라운드
☎０７３６-２２-０３００

（가쓰라기초 여름축제 실행위원회）
MAP/P62.C-6

기노카와강 만요노사토 마라톤

만국기

별하늘의 모임 가쓰라기 온도

가쓰라기를 
즐긴다
이벤트 소개

E V E N T

가쓰라기초에는 역사적인 낭만이 가득한 
축제를 비롯하여 제철 과일을 즐길 수 있
는 수확 이벤트 등 개성적인 이벤트가 많
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민뿐만 아니
라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나 
축제를 소개합니다.
※해마다 개최 날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해 주십시
오.

8月

8월

8월

11月10月

11월

11월10월

1 3 5 7 9 112 4 6 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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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쓰라기초 연락처
가쓰라기초 읍사무소 ☎0736-22-0300
하나조노 출장소 ☎0737-26-0321
가쓰라기초 관광협회 ☎0736-22-0300

가쓰라기초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약40분.
국도480호 ‘나베타니 터널’ 완공으로 
세계와 매우 가까워진 가쓰라기초입니다.

가쓰라기초와 이웃 마을의 관광은 자동차를 추천합니다.
산간이나 하천변 등에 많은 자연이 남아있어 맑은 공기 속에서
상쾌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와카야마에는 세계유산 고야산과 
난키 리조트 시라하마 등 매력적인 관광지가 가득.
모처럼 오셨으니까 이곳까지 함께 둘러 보시면 좋습니다.

가쓰라기초로 가는 교통편

각 지역으로 가는 교통편

어디에서   무엇으로

어디로　  무엇으로

소요시간

고야산으로

오사카에서

와카야마시로

교토에서

나라에서

시라하마로

고베에서

◇원격지에서는 비행기(간사이공항편)를 이용한 후, JR이나 렌터카로 오십시오.
◇하나조노 지역으로는/ JR와카야마선 가세다 역에서 커뮤니티버스를 타고 종점 ‘하나조노’ 에서 하차(약70분). 

또는 난카이전철 고야선에서 오쿠노인행 버스를 타고 ‘센주인’ 에서 하차,  
아리다철도 버스로 환승한 후 종점 ‘하나조노’ 에서 하차(고야산에서 약50분).

가쓰라기초 커뮤니티버스
JR와카야마선의 두 역(가세다 역·묘지 역)과 아마노·시고·하나
조노 등 마을 내 각 지역을 커뮤니티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임 어른(중학생 이상) 150엔, 어린이 80엔
시간표·각 코스는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기타 교통
■택시의 문의/
　아리코 택시（0736-22-3333）
■단체버스의 문의/
　 단체여행을 생각하시는 분은 이쪽을 이용해 

주십시오.
　히노마루 관광버스（0120-77-6366）

도쿄 역→(신칸센)→신오사카 역→(오사카시영 지하철 미도스지선)→난바 역→(난카이
전철 고야선)→하시모토 역→(JR와카야마선)→묘지 역·가세다 역
하네다 공항→(비행기)→간사이 국제공항=간사이공항 역→(JR간사이공항선·한와선)→
와카야마 역→(JR와카야마선)→묘지 역·가세다 역
오사카 역→(오사카 순환선)→신이마미야 역→(난카이전철 고야선)→하시모토 역→(JR
와카야마선)→묘지 역·가세다 역
오사카→(긴키 자동차도로)→마쓰바라JCT→(한와 자동차도로)→기시와다 이즈미
IC→(국도170호·480호)→가쓰라기초
나라 역→(JR야마토지선)→오지 역→(JR와카야마선)→묘지 역·가세다 역
나라→(게이나와 자동차도로·국도24호)→고조 기타IC→(게이나와 자동차도로)→기호쿠 가쓰라기IC·가쓰라기 니시IC
교토 역→(JR교토선)→오사카→(오사카시영 지하철 미도스지선)→난바 역→(난카이전
철 고야선)→하시모토 역→(JR와카야마선)→묘지 역·가세다 역
교토→(한신 고속도로)→가도마JCT→(긴키 자동차도로)→마쓰바라JCT→(한와 자동차
도로)→기시와다 이즈미IC→(국도170호·480호)→가쓰라기초
산노미야 역→(JR·한큐·한신)→오사카→(오사카시영 지하철 미도스지선)→난바 역
→(난카이전철 고야선)→하시모토 역→(JR와카야마선)→묘지 역·가세다 역
고베→(한신 고속 완간선)→이즈미사노JCT→(한와 자동차도로)→센난IC→(현도 63
호)→이와데 네고로IC→(게이나와 자동차도로)→기호쿠 가쓰라기IC·가쓰라기 니시IC

묘지 역·가세다 역→(JR와카야마선)→하시모토 역→(난카이전철 고야선)→고쿠라쿠바
시 역→(난카이 고야산 케이블)→고야산 역
가쓰라기초→(국도480호→국도370호→국도480호)→고야산
묘지 역·가세다 역→(JR와카야마선)→와카야마 역
기호쿠 가쓰라기IC→(게이나와 자동차도로)→와카야마JCT→(한와 자동차도로)→와카야마IC
묘지 역·가세다 역→(JR와카야마선)→와카야마 역→(특급열차 구로시오)→시라하마 역
기호쿠 가쓰라기IC→(게이나와 자동차도로)→와카야마JCT→(한와 자동차도로)→난키 다나베IC

4시간 30분

1시간 15분

1시간 50분

1시간 

3시간 

1시간 40분

1시간 10분

2시간 

2시간 

3시간 30분

50분

50분

2시간 45분

2시간 40분

2시간 10분

1시간 30분

신칸센
전 철

전 철

전 철

전 철

전 철

전 철

전 철

전 철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비행기
전 철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경로

경로

소요시간

소요시간

http://www.town.katsuragi.wakayama.jp/top/bu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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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SHOPPING
012 아마노본구 P09
009 아마노 쌀·야채 P08
044 안포가키 P28
039 이자카야 바타얀 P25
038 이자카야 무사시 P25
036 이사키테이 P24
053 이치리키의 은어 초밥 P30
035 웨스트 코스트 P23
033 우쓰와(그릇)토 cafe mute. P22
037 에스키스 P24
052 감잎초밥 P30
011 Cafe 갸쿠덴 P09
046 가무카무 바자르의 아이스 P28
057 기슈 가쓰라기 가와카미 청주 P31
049 기무라 목장의 우유 P29
034 갤러리&카페 Noji P23
045 구루미모치 P28
032 곤약 공방 P22
043 삿포로 라멘 니시무라 P27
010 시키 우라라 P09
040 쇼후쿠테이 P26
055 다이카쿠소혼포의 참깨두부 P31
051 다이시노미즈 P29
041 니켄메한텐 P26
050 파피로 버터빵 P29
054 벤케이 식품의 자코 초밥 P30
048 마쓰시타 정육점의 크로켓 P29
047 귤 통조림 P29
056 모리와키 두부가게의 두부 P31
042 라멘소코 P27

시설·가게
060 가키노차야 P35
058 가쓰라기 온천 핫푸노유 P34
067 가쓰라기 중앙종합 선과장 P37
059 기이코겐 골프클럽 P34
014 고바라 동굴 공룡랜드&고쿠라쿠 동굴 P11
006 산장 아마노사토 P08
016 하나조노 온천 가호노사토 P12
020 하나조노 수국원 P13
018 하나조노의 캠핑장 P12
019 하나조노 그린파크 P13
017 하나조노 모리구치 후루사토무라 P12
062 미치노에키(휴게소) 가쓰라기 니시 P35
063 미치노에키(휴게소) 가쓰라기  P35
 니시가쓰라기초 상공회 안테나숍 

061 미치노에키(휴게소) 기노카와 만요노사토 P35
007 유즈리하 P08

볼거리
001 아마노노사토 P04
086 아리토시 신사 P47
081 이모세야마산 P46
074 오다이 용수 다쓰노토이 P44
064 감 P37
070 가쓰라기 공원 평화기념상 P41
068 가쓰라기초 이미지 캐릭터 P37
076 가쓰라기초의 명수 P44
022 비자나무 P14
085 가리바 묘진 야네토기이시 돌 P47
078 기이노쿠니 가세다노쇼 그림 P45
013 거대 벽화 P11
002 고야 참배길 조이시미치와 후타쓰 P05
 토리이 신사문에서 바라보는 조망

073 고야 참배길 미타니자카 P43
015 곤고노타키 폭포 P11
071 사이클링 로드 P41
029 산주노타키 폭포 P18
026 시고의 곶감 P17
069 지고세노쿠스노키 녹나무 P40
083 쇼가쿠지 절 P46
084 스네코이시 돌 P47
079 중세 농경용수로 터 몬가쿠유 P45
087 나카이부리 유적 P47
072 니우사카도노 신사의 거대 은행나무 P42
003 니우쓰히메 신사 P07
021 하나조노 트레킹코스 P13
066 포도 P37
080 후나오카야마산 P46
028 분조노타키 폭포 P18
077 호라이산 신사 P45
027 호리코시샤쿠 관음 P17
008 반딧불이 P08
065 복숭아 P37
075 야쿠시노타키 폭포 P44
082 야마토 가도 P46
031 일본 전통 북 P19

EVENT
004 아마노노온다 축제 P07
098 가쓰라기 온도 P55
100 가쓰라기초 산업축제 P55
095 가쓰라기 여름축제 P55
096 기노카와강 만요노사토 마라톤 P55
030 시고의 센료오도리 전통무용 P19
023 다이마쓰오시 P15
024 하나조노의 온다마이 전통무용 P15
025 하나조노의 호토케노마이 전통무용 P15
005 하나모리 축제 P07
099 만국기 P55
097 별하늘의 모임 P55

마을 출신의 저명인 마을의 기업
090 기시다 기미코 P50
091 고바야시 넨지 P50
089 고모리 도미요 P49
092 다무라 못코쿠 P50
094 쓰노 식품공업(미강유) P51
093 미조바타시코 인쇄(젓가락 봉투) P51
088 야스타케 류신 P48

I N D E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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