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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쓰라기초로 가는 교통편

이런 이벤트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으로

도쿄에서

오사카에서

가쓰라기초 커뮤니티버스
JR와카야마선의 두 역(가세다 역·묘지 역)과 아마노·시고·하나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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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미IC→ 
(국도170호•480호)→가쓰라기초

4시간 30분

1시간 40분

1시간 10분

3시간 30분

신칸센
전　철

전　철

자동차

비행기
전　철

경로 소요시간

http://www.town.katsuragi.wakayama.jp/top/bus.html

8월 8월

11月11월 11月11월

본오도리 전통무용과 북 치기
가 공연되며 밤에는 노점도 늘
어서는 왁자지껄한 여름의 일
대 이벤트. 그 중에서도 기노
카와강 하천 부지에서 쏘아올
리는 불꽃놀이 대회는 보는 이
를 압도한다.
❖가쓰라기 공원 그라운드
☎0736-22-0300

（가쓰라기초 여름축제 실행위원회）

만요슈에 소재로 등장한 아름
다운 경치의 기노카와강변을 
달리는 마라톤. 체력과 연령에 
맞는 다양한 길이의 코스나 릴
레이식 마라톤도 개최.
❖이토 정화센터 (출발·도착)
☎0736-22-1023

（NPO법인 이코라 클럽 가쓰라기）

산간 마을에서 개최되는 불꽃
대회. 산에 메아리치는 폭죽 
소리는 박력이 넘친다. 회장에
는 노점이 늘어서고 본오도리 
전통무용 등도 펼쳐져 축제를 
고조시킨다.
❖가쓰라기초 곤고 녹지광장
☎0737-26-0321

（가쓰라기초 읍사무소 하나조노 
출장소）

가쓰라기 공원에서 개최되는 
이벤트로 마을 내의 특산물이 
모여든다. 특설 무대에서 댄스
나 미니 라이브, 하천 회장에
서는 세발자전거 4시간 내구 
레이스 등도 펼쳐져 많은 사람
들로 붐빈다.
❖가쓰라기 공원 그라운드
☎0736-22-0300

（가쓰라기초 산업축제 실행위원회）

가쓰라기 여름축제

기노카와강 만요노사토 마라톤

별하늘의 모임

가쓰라기초 산업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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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찍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
시 사전에 전화로 예약해 주십
시오.

활동하기 쉬운 복장으로
농원을 방문!
과일 따기를 즐겨보자♪

【가쓰라기 자랑거리 100이란?】
가쓰라기초의 사람과 상품 , 역사와 산업 , 전통문화 등 각양각색의 테마로 자신있게 선보일 수 있는 것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모은 ‘100 선’ 입니다 . 가쓰라기초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2016 년 6 월 1 일 8 월 1 일 사이에 모집한 응모 총수 718 건 중에서 선정위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습
니다 .
본 책자는 와카야마현 밖까지 알려진 명소를 비롯하여 현지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품에 이르기까지 
100 선을 소개하는 다이제스트판입니다 . 
※게재된 데이터는 2017 년 3 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에는 사전에 �
　확인해 주십시오 .

100 선을 소개한 책자의 데이터는 오른쪽의 QR 코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http://www.town.katsuragi.wakayama.jp/top/katsuragi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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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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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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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원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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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가루）8/20〜9/6

 （후지）11/1〜11/30

가 쓰 라 기 초 에 서  즐 기 는  과 일  따 기

과일 따기의 간단 3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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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노노사토에서 여신을 만난다

니우쓰히메 신사
❖�가쓰라기초 가미아마노 230
☎0736-26-0102

따끈따끈한 밥을 ‘잘 먹겠습니다’

Cafe 갸쿠덴
아마노쌀을 맛보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옛 민가
를 리모델링한 카페. 아마노산 야채 등으로 만든 반찬은 소
박하고 맛있다.
❖�가쓰라기초 가미아마노140　☎0736-26-0372
11:00～17:30　 화·수·목요일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한때를 .

아마노본구
원래는 오사카시에 있던 유명한 소바 가게. 완전 예약제로 소
바 코스를 느긋하게 즐길수 있다. 점주와 부인의 세련된 라이
프 스타일이 멋있다.
❖�가쓰라기초 가미아마노204　☎0736-20-6800
11:00～15:00(완전 예약제)　 월·화·수

산촌에 고즈넉히 자리잡은 아름다운 오베르주 

산장 아마노사토
아마노의 터널을 빠져나가면 왼쪽에 보이는 숙박시
설. 레스토랑에서는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를 즐길 수 
있다. 구석구석까지 정성껏 손질된 잔디 정원과 코티
지가 평온한 공간을 연출한다.
❖�가쓰라기초 시모아마노1620　☎0736-26-0753

환상적인 세계에 감동

반딧불이(아마노·시가)
두렁길이나 물이 채워진 논의 수면에 반딧
불이의 불빛이 비치는 광경은 아마노의 매
력 가운데 하나. 더욱이 가쓰라기초의 산간
부에서는 도처에서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

여유롭게 아침 산책

아마노노사토 산책
아마노노사토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골’. 봄에는 벚꽃, 초여
름에는 수국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산촌을 물들인다. 그리
고 겨울이 되면 눈으로 은은하게 화장한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구카이 큰스님이 거닐던 길.

고야 참배길 조이시미치와 후타쓰토리이 	
신사문에서 바라보는 조망

➊위풍당당한 누문이 참배객을 기다리는 경내. ➋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실 요도기
미가 기부했다고 전해지는 홍예다리로, 신이 건널 목적으로 가설된 신교. ➌구카이 
큰스님을 고야산으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진 흰개와 검은개를 모티프로 한 안내견 운
세쪽지가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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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시미치는 지손인 절과 고야산을 이어주는 신
앙의 길. 약109m마다 조이시라 불리는 석제의 스
투파가 이정표로 세워져 있다. 니우쓰히메 신사에
서 핫초자카 비탈길을 올라가면 나오는 후타쓰토
리이 신사문에서는 아마노의 절경을 즐길 수 있다.

세계문화유산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길’ 의 하나로 등재되
어 있는 니우쓰히메 신사의 창건은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경으로 추정된다. 아마테라스오미카미의 여동생 니우쓰히메
노오카미, 다카노미코노오카미를 비롯한 4신을 모시는 전국
의 약180개 신사의 총본사. 구카이 큰스님은 이 신으로부터 
신의 영지의 일부인 고야산을 하사받아 진언밀교의 수행 도
장을 개창하였는데, 가장 먼저 미야시로를 세워 신들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이것이 바로 세계유산의 등재 이유인 ‘신도
와 불교가 융합한 모습’ 의 원점이라 할 수 있다.

120번째 조이시 부근의 고개에 나란이 늘어서 있는 석조 도리이 신
사문. 당초에는 목조로 구카이 큰스님이 건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➊

➋

➌

➍

솜씨좋은 목수였던 증조부가 
세운 부친의 본가를 리모델링. 
역사가 느껴진다.

➊신을 모신 감실에는 
니우쓰히메 신사의 부적
이. ➋사이교 법사를 뵙
기 위해 아내와 딸이 연 
암자 터로 전해 내려오
는 불당.

아마노노사토는

  앙증맞은 마을

➊

➋

마음이 편안해 지는 고향 
아마노노사토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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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운 모습의 산들과 흐르는 강을 
바라보며 먼 옛날을 상상하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하나조노를 모험하자!

공룡이 표식 !?
화원에서 아웃도어를 만끽

미치노에키(휴게소)에서 바비큐 식재료를 조달.

미치노에키(휴게소) 가쓰라기 니시
가쓰라기초 상공회 안테나숍
(상세한 내용은 P14 참조) 

매년 8/15 에 개최되는  

불꽃놀이 대회 

별하늘의 모임
(상세한 내용은 뒤 표지 참조) 

하나조노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5가지 코스.

하나조노 트레킹 코스

비일상으로의 시간여행

고바라 동굴 공룡랜드&
고쿠라쿠 동굴
광산으로 이용되던 갱도를 활용한 관
광 레저 시설로 테마는 공룡. 또한 그 
안쪽에는 극락과 지옥이 입장객을 맞
이한다.
❖�가쓰라기초 하나조노 야나세1020
☎0737-26-0836

BBQ& 강놀이

하나조노의 캠핑장
하나조노에는 3군데의 캠핑장(기타데라·곤고 녹지·나카
미나미 삼림공원)이 있어 맑은 공기 속에서 강놀이를 즐
길 수 있다. 예약 접수는 가쓰라기초 읍사무소 하나조노 
출장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http://www.katsuragi-kanko.jp/K/cak.html
☎0737-26-0544

천연온천에서 개운하게

하나조노 온천 가호노사토
2016년 7월에 갓 개장한 온천 숙박시설. 12
실의 객실 이외에 당일치기로도 이용 가능
한 레스토랑과 온천도 있다.
❖�가쓰라기초 하나조노 야나세779-1　
☎0737-26-0811

코티지에서 별장 기분.

하나조노 모리구치 후루사토무라
오사카부 모리구치시와 가쓰라기초에서 운영하
는 교류 시설. 옛 민가와 코티지의 숙박시설이 있
어 대자연 속에서 산촌 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
❖�가쓰라기초 하나조노 야나세919　
☎0737-26-0022

➊코티지는 경사면에 돌출하여 세
워져 있으므로 전망이 좋다.
➋일본식 화덕이 있는 옛 민가풍 숙
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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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갓 신축된 아름다운 외관.
➋당일치기 온천욕도 가능한 천연온천 대욕탕.
➌현지 야채를 사용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➊

➋ ➌

우와∼크다!

    
셔터 찬

스

➊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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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
한 줄에 10개의 감을 꿰어 놓는 곶감은 가족의 화목과 행복
을 기원하는데 '언제나 싱글벙글(니코니코=2(니)) 사이가 좋
고(무쓰마지이=6(무쓰)) 함께 흰머리가 날 때까지' 라는 언
어유희로 2개, 6개, 2개의 배열로 꿰어진다.

S H I G O U

푸른 하늘, 초록이 풍요로운 산들.
시고에는 일본의 옛 모습을 떠올리는 
그리운 고향 풍경이 있다

곶감의 마을 시고와 
가을의 과일을 만끽 

올봄 그랜드 오픈 

미치노에키 ( 휴게소 ) 구시가키노사토
국도480호의 터널 근처에 새로운 미치노에키(휴게소)가 
4월에 오픈. 관내에서는 신선한 현지 야채와 과일 그리
고 가공품, 선어, 육류 등이 판매된다. 또한 수제 빵 공방
과 레스토랑에서는 현지 야채를 사용한 요리를 제공하
므로 새로운 인기 명소가 될 것이 틀림 없다. 
❖가쓰라기초 다키53-1☎0736-25-0088

배가 고프면  

중화요리집으로 

쇼후쿠테이
와카야마 라멘을 드시고 싶다면 쇼
후쿠테이로. 배가 몹시 고픈 분도 만
족하는 메뉴를 다채롭게 조합한 점
심식사 이외에 덴신한 오믈렛덮밥
과 만두도 일품이다.
❖가쓰라기초 사야1020　
☎0736-22-3898
11:00～15:00/17:00～22:00

월요일　

경관조명을 받은 거대 은

행나무는 환상적이고 요염

한 자태를 뽐낸다

니우사카도노 신사의 
거대 은행나무
니우사카도노 신사는 니우쓰히
메신과 고야묘진신 등을 모시는 
니우신사의 하나. 참배당의 오른
쪽에는 거대 은행나무가 있어 늦
가을이 되면 부근 일대가 은행나
무에서 떨어진 낙엽의 융단으로 
노랗게 물들어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가쓰라기초 미타니631

가쓰라기 공원 평화기념상
기노카와강변에 자리잡은 가쓰라기 공원 내
에서 특히 시선을 끄는 것은 높이 18m의 
평화기념상이다. 설계는 조각가 야스다 류
몬 씨가 맡았고 당시의 외무대신 후지야마 
아이이치로의 지원을 받아 세계 44개국에
서 각각 유서깊은 자갈을 모아 주춧돌을 장
식하고 있다.
❖가쓰라기초 조노마치2530-10

하나조노 수국원
고야류진 스카이라인 도로변의 고지대에 위
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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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세노쿠스노키 녹나무
와카야마현 최대의 거목으로 현의 천연기
념물. 높이는 20m에 달하고 수령은 60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야쿠시도 불당과 다이
니치도 불당, 15신을 모시는 주고샤 묘진의 
바로 옆에 심어져 있다고 해서 ‘주고샤 묘진
의 녹나무’ 라고 불리고 있다. 
❖가쓰라기초 가세다히가시

비자나무
수령이 900년이라고 알려진 거대 비자나무
는 하나조노 트레킹 부도헤이단 코스(P7 참
조)에서 만날 수 있다. 나무 껍질을 바라보
고 있으면 마치 정령이 말을 걸어 오는 듯한 
불가사의한 힘이 느껴진다.
❖�가쓰라기초 하나조노 야나세  

분조노타키 폭포
예로부터 슈겐도 수행자의 수행 장소였던 
폭포로, 몬가쿠 큰스님도 수행한 것으로 전
해진다. 현재도 수행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
며 근처에 위치한 부동명왕을 모시는 불당
은 수행자를 위한 ‘암자’ 로 사용되고 있다.
❖�가쓰라기초 히가시타니　

고야 참배길 미타니자카
칙사(천황의 사자)가 이용했다고 하여 별칭 
칙사 고개로도 불리며 , 헤이안시대에는 닌
나지 절의가쿠호홋신노 친왕이 이용한 유서
깊은 길이다. 길가에는 갓돌과 호키레 지장
보살 등의 중요한 유구가 양호한 상태로 남
아 있다.
❖니우사카도노 신사~니우쓰히메 신사~고야 참
배길 조이시미치

시고 마을 산책

시고의 곶감
10월이 되면 시고에서는 곶감 만들기가 시작
된다. 각 농가의 처마끝이나 건조장에 작고 
동그란 곶감이 주렁주렁 엮인 줄이 매달려 산
촌은 귀여운 주황색으로 물든다. 

가쓰라기초에 오셨으

면 과일 따기 

감
가쓰라기초라고 하면 일본 
제일의 감 마을. 딴 감은 무
제한으로 드실 수 있는 곳
이 많으므로 나무에 주렁주
렁 달린 싱싱한 감을 만끽
해 보세요!

제철 과
일 따

기를 

즐기자 

이 곳 은  그 냥  지 나 칠  수  없 다 !  가 쓰 라 기 초 의  볼 거 리

P I C K  U P  K A T S U R A G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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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코스 소개 

따스함이 느껴지는 카페에서 먹습니다.

➊본격적인 프랑스의 가정요리를 부
담없는 가격으로. ➋프랑스인 미남 오
너셰프.

➊고야산을 향하는 녹색자연이 풍요로운 국도480호변에 세워진 커다란 간
판. ➋통나무 오두막집과 같은 외관이 귀엽다!

➊

➊

➋

➋

이사키테이
선명한 색의 디저트도 와인으로 
푹 끓인 조림도 소박하고 맛있
는 프랑스의 가정요리 맛. 물론 
카페로도 이용할 수 있는 비스
트로.
❖�가쓰라기초 히가시시부타635　
☎0736-22-1595
8:30～21:00　

일·월요일　

야마토 가도
와카야마와 야마토 지방을 잇는 길로 예로부터 이용되어 이세 참배와 참근교대(영주가 격년마다 에도 지방에 
머무는 제도)에도 이용된 역사적인 낭만이 가득한 길. 지금도 당시의 모습이 남아 있는 문화유산을 볼 수 있다.

사이클링 로드
기노카와강변의 사이클링 로드는 전망이 좋고 쾌적하다. 와카야마시에서 하시모토시까지 이어지며, 길이 평탄하여 달리기 쉬우므로 초보자
에게도 추천.
☎0736-22-0300　가쓰라기초 읍사무소 산업관광과

웨스트 코스트
미디어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점심식사와 
디저트가 맛있는 가게. 커다란 새우튀김과 작
은 그릇에 담겨 나오는 다양한 반찬에 틀림없
이 만족하실 것입니다.
❖�가쓰라기초 가세다히가시108-1　
☎0736-22-5984
11:00～18:00　 일요일

빵&Cafe 시키 우라라
일본산 밀가루와 천연효모로 장시간에 걸쳐 
저온 발효시켜 정성을 담아 만든 빵을 자신
있게 선보이는 가게. 주위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목조 건물도 가게주인이 손수 만들었
다고 한다.
❖�가쓰라기초 시모아마노394-12　
☎0736-26-0237
11:00～17:00　 일요일·국경일에만 영업

곤약 공방
아마노에서 수확한 신선한 토마
토를 사용한 오므라이스가 가장 
인기. 그 밖에도 가쓰라기산 과
일을 가득 사용한 케이크는 계절
마다 각기 다른 맛이 즐겁다.
❖가쓰라기초 호시카와297-1　
☎0736-22-3433
9:00～18:00　

연말연시

우쓰와(그릇)토 cafe mute.
녹색 자연으로 둘러싸인 가게는 시간이 천천
히 흐르는 듯하다. 점주가 손수 만든 그라탱
과 베이글을 추천. 엄선한 ‘우쓰와(그릇)’ 은 
판매도 하고 있다.
❖�가쓰라기초 히로우라219-7　
☎0736-26-3090
11:00～18:00　 월·화요일　

가쓰라기초를 산책한 후에는 따스함이 느껴지는 편안한 카페에서 휴식을. 
맛있는 식사나 현지 과일을 사용한 디저트를 맛보아 주십시오. 

직접 딴 딸기를 디저트로 
마을 내의 딸기 농원에서 딴 딸기를 디저트점 (이사키테이 ·
웨스트 코스트 )에 가져 가면 , 맛있는 디저트로 만들어 줍니
다 . ※딸기 따기 시기 한정 (예약 필요 ) 

Tast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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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쓰라기초에서 발견한 먹거리 
여행지에서 맛있는 것을 찾고 싶다면 현지의 인기 상품을 추천.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했다면 기념선물로 구입해 보자.

G  마쓰시타 정육점의 크로켓
❖가쓰라기초 묘지455
☎0736-22-0038

Ｈ 다이카쿠소혼포의 참깨두부
❖가쓰라기초 조노마치2357
☎0736-22-6613

Ｉ 감잎초밥
❖가쓰라기초 히로쿠치1165-2
☎0736-25-0022

Ｊ 벤케이 식품의 자코 초밥
❖가쓰라기초 나카이부리295
☎0736-22-6283

Ｋ 이치리키의 은어 초밥
❖가쓰라기초 조노마치2529-4
☎0736-22-0073

Ｌ 기슈 가쓰라기 가와카미 청주
❖가쓰라기초 나카이부리85
☎0736-22-0005
하쓰사쿠라 주조 주식회사

씨 없는 감을 부드럽게 �
건조시켜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은은하게 달고 맛있다 

그대로 먹어도 맛있고 다른 
요리에 곁들여 먹어도 OK.

감잎의 향기가 식욕을 돋군다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맛 
은어를 구운 후 달짝지근하게 �
조려내어 누름초밥으로 

풋콩을 으깬 앙금을 감싼 �
향토과자.

쫀득하고 매끄러운 식감이 특징 

복숭아와 딸기 등의 수제 �
아이스크림

자코라 불리는 민물고기를 볶아서 
매콤달콤하게 조린다 

자연스럽고 농후한 맛 

기노카와강 상류에서 빚은 풍미가 �
풍부한 술 

Ａ 안포가키　
❖가쓰라기초 묘지1846-4
☎0736-23-3112
(합동회사)가쓰라기초 안포가키 가공
조합

Ｂ 구루미모치　
❖가쓰라기초 히가시시부타336-1
☎0736-22-2019
유한회사 이케키 상점

Ｃ 귤 통조림
※핫푸노유에서 구입 가능�
(P14 참조)
기슈 식품 주식회사

Ｄ 가무카무 바자르의 아이스
❖가쓰라기초 데라오54-61
☎0736-22-8993

Ｅ 파피로 버터빵
❖가쓰라기초 묘지118-3
☎0736-22-1489
오타니 베이커리숍

Ｆ 기무라 목장의 우유
❖가쓰라기초 가세다나카357
☎0736-22-1721
※핫푸노유에서 구입 가능�
(P14 참조)

A

C

E

D

F

B
G H

I J

K
L

선물로도 추천 
I 부터 K의 초밥들은 “가쓰라기초 상공회 안테나숍”, 미치노
에키(휴게소) 가쓰라기 니시, 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P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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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쓰라기 온천 핫푸노유
실내 욕탕, 노천탕 모두 운치가 느껴지며 숙
박과 당일치기 모두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현지 식재료를 듬뿍 사용한 요리도 인기있
는 곳으로 가쓰라기 관광의 거점으로 추천.
❖가쓰라기초 사야702　
☎0736-23-1126
10:00～22:00 (최종접수 21:00)　

무휴　

기이코겐 골프클럽
국민체육대회의 회장으로도 사용된 명문 골
프장. 고야 참배길 조이시시미치에 인접하
며, 조용하고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여유롭
게 라운딩할 수 있다. 가쓰라기초의 경치를 
바라보며 나이스샷. 
❖가쓰라기초 고다166-6　
☎0736-26-0141

가키노차야
현지의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부담없는 가
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카페 코너도 마련되
어 있으므로 점원과 대화를 나누며 현지 정
보를 입수하자.
❖가쓰라기초 니시이부리612-1　
☎0736-22-7024
9:00～17:00　 수요일

미치노에키(휴게소) 	
기노카와 만요노사토
국도24호변에 위치한 미치노에키(휴게소). 
특산물판매소에서는 현지 야채 등을 저렴하
게 구입할 수 있다. 2층 ‘마호로바’의 감잎
초밥은 대인기.
❖가쓰라기초 구보487-2　☎0736-22-0055
8:30～18:00(하계) 8:30～17:00(동계)

무휴　

미치노에키(휴게소) 	
가쓰라기 니시
게이나와 자동차도로 상행선 PA에 위치한 
미치노에키(휴게소). 레스토랑과 가쓰라기
초에서 재배된 과일·야채, 현지 산품을 사용
한 가공품 등도 판매하고 있다.
❖가쓰라기초 가세다히가시1271-28　
☎0736-22-7810�

물산 7:00～19:00(하계) 8:00～18:00(동
계) 음식 10:00～19:00(하계) 10:00～
17:00(동계)　 무휴

미치노에키(휴게소) 가쓰라기 니시
가쓰라기초 상공회 안테나숍
게이나와 자동차도로 하행선 PA에 위치한 미
치노에키(휴게소). 산지 직송 야채와 과일, 선
물용 등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가쓰라기초 가세다히가시1270-22　
☎0736-22-8880　 9:00～20:00　

무휴

가쓰라기초는 온천과 먹거리를 만끽할 수 있는 고장

P I C K  U P  K A T S U R A G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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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도야마초
높은 인기를 누렸던 대하 드라마 
‘사나다마루’ 의 주인공 사나다 마
사유키·유키무라 부자가 십 수 년 
동안 살았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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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to
Katsuragi 

town
이 지역을 살짝 벗어나면 

이렇게 볼만한 곳도

자동차로 약50분

자동차로 약12분

자동차로 약15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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