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토

오사카

나고야

바다의 교토

중부국제공항
(센트레아)

간사이 국제 공항

오사카국제공항
(이타미공항)

아마노하시다테 교토 마이즈루항

교토역에서아마노하시다테까지약 2시간!!

바다의 교토
〜일본의 원류〜

아마노하시다테



自然
和食

神仏

産業

~이곳은 일본의 원류~
바다의 교토는 자연으로 둘러싸인 풍요로
운 토지에 대륙문화가 바다를 통해 들어와 
고대 일본에서 가장 빨리 문명이 발달한 
곳 , 즉 일본이 시작된 곳입니다 .
이 곳 에 서 아 직 알 려 져 있 지 않 은 일 본
(Undiscovered Japan) 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신과 부처를 
모시는 신성한 지역
일본 3 경 중 하나인 「아마노하시다테」 주변에는 
“음식과 직물의 신” , “태양의 신” , “지혜의 부처” 
등 일본을 대표하는 신과 부처를 모시는 신성한 장
소가 많이 있으며 , 일본의 고급 기모노 원단인 「단
고치리멘」의 일대 산지로 번영했던 근대의 거리가 
남아 있는 「치리멘 가도」가 있습니다 .

근세 및 근대의 
유적을 돌아보는 지역
항구도시로 발달한 「마이즈루」의 빨간 벽돌 건축, 
전국 시대의 무사 「아케치 미츠히데」가 세운 「후쿠
치야마」의 성하도시, 세계적인 섬유 회사 「군제」와 
함께 발전한 「아야베」의 거리 등 각각 특징이 다른 
거리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자연의 
은혜를 느끼는 지역
만 내의 물가에 230 채의 후나야가 늘어서 있는 「이네」
와 푸른 바다와 절벽이 이어지는 단고 반도의 해안선
( 지오 파크) 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온천
과 신선한 해산물이 특히 풍부합니다. 

바다의 교토의 음식
바다의 교토는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과 직물의 
신”「도요우케오카미」의 고향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것은 이 지역이 일본 “음식의 원류”임을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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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기념품

치리멘 소품
「단고치리멘」의 실크 원단으로 만든 소품들을 관광
안내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A-7

구 비토 가문 주택
A-8

1863년에 건축된 치리멘 원단
의 상가로 일본식과 서양식이 
혼합된 디자인이 볼거리입니다. 
옛날 그대로의 가구와 장식품도 
전시되어 있어 복고적인 분위기
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노하시다테A-1

일본 3경 중 하나인 「아마노하시다테」는 전장 약 3.6km의 
자연으로 형성된 좁고 긴 지형으로 일본을 만든 신이 하늘과 
땅을 오갔던 사다리가 넘어져서 생겼다고 하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소는 2곳 
있습니다.

지온지 절A-2
일본 3대 문수보살 중 하나로 “지혜의 부처” 인 「문수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
란 일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 지역을 괴롭히던 용에게 「문수보살」
이 지혜를 하사하자 마음을 고쳐먹은 용이 지금도 이 지역을 지키고 있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지혜를 받기 위해 많은 참배객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또한, 경내의 문 앞에서 판매되는 「지혜의 떡」
을 먹으면 더욱더 영험이 있다고 합니다.

나리아이지 절A-3
아마노하시다테를 바라보는 산 중턱에 있으며, 본존은 자신의 몸을 깎아 굶
주린 사람들을 구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 「관음보살」입니다. 이 부처는 「미
인 관음」으로도 유명하여 참배하면 몸도 마음도 아름다워진다고 전해집니
다. 봄에는 벚꽃, 석남,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 등 꽃의 명소로도 인기입니다.

모토이세코노 신사A-4
이 지역의 신이자 “음식과 직물의 신” 인 「도요우케오카
미」를 고대부터 모시고 있는 신사입니다. 또한, 황실의 신
이자 “태양의 신” 인 「아마테라스오카미」를 모시고 있었
던 시기도 있습니다. 이 두 신은 현재는 이세 신궁에 모셔
져 있기 때문에 이곳을 “모토이세”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매우 격식이 높고, 본전은 이세 신궁과 같은 구조
(신메이 구조)이며, 또한, 난간에 있는 5색 옥구슬은 이세 
신궁과 이곳에만 허락된 귀중한 것입니다.

오에산

마나이 신사A-5

A-6

「모토이세코노 신사」의 안쪽에 있는 신전으로 고
대에는 일본을 만든 신을 비롯하여 「도요우케오카
미「와 「아마테라스오카미」 등의 신들이 모셔져 있
던 장소입니다. 경내에는 약 2500년 전의 고대 제
사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들은 이곳에 걸려
져 있던 사다리 「아마노하시다테」를 사용하여 하
늘과 땅을 오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깨비 전설로 유명한 오에산에도 옛날에는 「아마테라스오카미」를 모시
고 있었던 「모토이세나이쿠코타이 신사」와 「도요우케오카미」를 모시고 
있었던 「모토이세게쿠토유케다이 신사」 등의 모토이세 신사가 있습니다. 
또한, 가을의 쌀쌀한 새벽에는 오에산 정상 부근의 「오니타케이나리 신사」
(주: 자동차로만 갈 수 있음)에서 「운해」를 볼 수 있는 날도 있습니다. 

神
仏

치리멘 가도
“음식과 직물의 신” 인 「도요우케오카
미」의 고향이자 「직물의 원류」라고도 
불리는 바다의 교토는 근대에 일본의 
고급 기모노의 실크 원단인 「단고치리
멘」(특수 기법에 의해 표면이 울퉁불
퉁한 직물)의 일대 산지로 번영했습니
다. 치리멘 가도에는 그 당시의 모던한 
분위기의 거리가 남아 있어, 기모노를 
빌려 입고 산책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노하시다테 유람선
아마노하시다테의 양단을 약 12 분에 연결하
며, 바다쪽에서 아마노하시다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여 자전거
아마노하시다테는 도보 이외에, 주변의 가게
에서 대여 자전거를 빌려서 건널 수
있습니다.

추천 기념품

다케나카 통조림의 오일드 사딘
선도가 뛰어난 정어리를 수작업으로 정성스럽게 가
시를 발라 기름에 담근 인기 통조림입니다. 생선 본
래의 풍미가 담겨 있는 일품입니다. 

신과 부처를 
모시는 신성한 지역

신과 부처



自
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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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는 온천이 많이 있으며, 신선한 해산물을 메인으로 
한 「일식」을 즐길 수 있는 료칸도 많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자연의 
은혜를 느끼는 지역

이네의 후나야 마을B-1

1층이 배를 묶어 두는 곳이고 2층이 주거로 
되어 있는 「이네의 후나야」. 이네만의 물가
를 둘러싸듯이 약 230채의 후나야가 늘어서 
있는 광경은 세계적으로도 독특합니다.

이네만 순례 유람선B-2
이네만을 약 25분간에 돌아보는 「이네만 유람선」을 타면 육지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
려운 후나야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승선장과 선내에서 판매되는 먹이를 배 위
에서 내밀면 갈매기들이 모여듭니다.

단고 왕국 
「쇼쿠노미야코」

(입장무료, 겨울철에 한하여 화요일 휴무)
광대한 부지에 신선한 채소가 모여 있는 
마르쉐와 해산물 등 지역 식재료를 듬뿍 
사용하는 레스토랑 등이 있어 바다의 
교토의 「식문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미노역과 미네야마역에서 셔틀버스
가 운행됩니다. (무료)

B-6

거상 이나바 본가 (입장무료, 수요일 휴관)
근세에 배를 이용한 연안 무역으로 부를 쌓은 거상의 집입니다. 지역 주
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바라즈시」와 「보타모치」를 먹을 수 있습니
다.(가까운 역 「구미하마」)

B-7대여 자전거
대여 자전거로 느긋하게 
이네의 거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산인 해안 지오 파크
바다로 튀어 나온 단고 반도의 해안은 리아스식 지형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 
등 복잡하고 다채로운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온천과 료칸이 많은 지역토픽

무카이 주조의 일본주(무휴)
1754년에 창업하여 약 260년 이어지고 있는 양조장으로 술을 만드는 
총책임자는 여성입니다. 인기 있는 「이네만카이」라는 일본주는 붉은 
쌀로 만들어지고 있어 붉은 색을 띠고 있으며, 향이 매우 좋습니다.

추천 기념품

다테이와B-3
노치가하마에 있는 「다테이와」는 그 우뚝 솟은 
모습이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대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높이는 20미터나 됩니다.
(가까운 버스 정류장 「덴키텐키무라」)

고토히키하마B-4
해수에 의해 항상 모래가 씻겨지고 지역 주민들이 매일 청
소하고 있어, 매우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불순물이 없는 부드러운 모래는 「소리 나는 모래」라고 불리
는데, 모래사장을 걸으면 “삑삑” 하는 소리가 납니다.(가까
운 버스 정류장 「고토히키하마」)

자　　연

미치노에키

저녁 노을이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히, 태양이 저녁 노
을로 바뀌기 직전에 해면에 황금색으로 비치는 모습은 「해
거울」이라고도 불립니다. 벤치에 앉아 느긋하게 저녁 노을을 
즐겨 보세요. 여름에는 해수욕도 즐길 수 있습니다.(가까운 
역 「유히가우라키츠온센」역)

B-5　　    유히가우라



근세 및 근대의 
유적을 돌아보는 지역国の重要文化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る赤レンガ倉庫群。

戦国武将、明智光秀が築いた福知山城などの
建造物を見学できます。

産
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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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 실현을 지향하는 민중종교의 신원
으로 일본의 등록유형문화재인 신전 「미로쿠전」
을 비롯하여 20세기 최대급의 목조건축물 「장생
전」, 일본의 중요문화재 「고노하나안」 등 귀중
한 건조물이 많이 늘어서 있는 파워 스폿입니다.

아야베 장미원
120종, 1,200그루의 장미가 심어져 있습니다. 장
미가 아름답게 피는 5월 하순에서부터 약 한 달간
과 10월 중순에서부터 약 한 달간은 「장미 축제 」
가 개최됩니다. 안네 프랑크의 아버지가 보낸 묘목
을 키운 「안네의 장미」도 볼거리입니다.

군제 박물원
1910년대에 세워진 누에고치 창고를 재이용한 4동의 건물. 군제 기술의 발자취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야베 특산관
농산물, 쌀, 술, 과자, 일본차, 공예품 등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제 일본 종
이(구로타니와시)로 된 소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일본 옥로차 등을 직
접 만들어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군제 기념관(군제의 옛 본사)과 함께, 양잠과 제사의 마을
로 번영했던 근대화 산업 유산의 건물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고 
있는 명소입니다.

빨간 벽돌 박물관의 동쪽 부두에서 마이즈
루만을 돌아보는 유람선이 운행되고 있습
니다. 자위대 기지에 정박하는 자위함을 가
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로타니와시
800년 전부터 이어지는 전통적인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일본 종이로 
유명합니다. 손으로는 찢을 수 없
을 정도로 튼튼하고 1000년은 보
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토 마이즈루항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해외에 남
겨져 있었던 일본인의 “인양”에 큰 역할을 한 항구로, 그 
기억을 지금에 전하는 귀중한 역사자료가 기념관에 전
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장자료 중에서 570점이 2015
년에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추천 기념품

세계의 다양한 벽돌을 테마로 한 박물관입니다. 빨간 벽돌 창고군 
중에 있으며, 현존하는 벽돌 양식 건물 중에서도 매우 귀중한 건물
입니다.

빨간 벽돌 박물관C-2

항구 순례 유람선
C-3

마이즈루 인양 기념관
고로가다케 공원
(입장무료)

C-4
C-5

아케치 미츠히데의 혼을 모시고 있는 신사입니다. 
아케치 미츠히데는 유라강의 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공사를 하는 등 선정을 펼쳤기 때문에, 지
금도 시민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내에
는 기도하면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
도 돌」이 있습니다.

고료 신사 (입장무료)C-8

아야베 군제 스퀘어
(입장무료.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휴무)

오모토의 신원 (입장무료)

후쿠치산성 바로 근처에 있는 잔디 광장. 런치, 카페, 디저트 등의 가게도 
늘어서 있어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라노 
가든

C-7

C-9

C-10

마이즈루 빨간 벽돌 파크
(입장무료)

C-1

근대에 항구 도시로 발전한 마이즈루에는 도처에 빨간 벽돌로 된 건축물이 있는
데, 특히 마이즈루 빨간 벽돌 파크에 있는 빨간 벽돌 창고군은 레트로한 분위기
가 가득하여 일본의 중요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이즈루에서 출토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5300년 전의 통나무배도 볼거리입니다.

후쿠치산성C-6

전국시대의 무사 「아케치 미츠히데」가 축성한 후쿠
치산성. 3층4계 구조의 천수각은 실용적인 디자인
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풍격을 보여줍
니다. 자연석뿐 아니라 석탑 등도 사용하여 거칠게 
쌓아 올린 돌담도 볼거리입니다.

군제 기념관 (군제의 옛 본사)

전국시대의 무사 「아케치 미츠히데」
가 세운 도시

세계적인 섬유 회사 「군제」
와 함께 걸어온 도시

시간을 뛰어넘은 레트로한 항구 마을

일본차
바다의 교토를 종단하는 유라강 유역은 
알 만한 사람은 아는 「일본차의 명산지」
로, 전국 차 품평회에서 연속 수상하는 등 
매우 품질이 높습니다.

복잡한 형태의 마이즈루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절경 포인트로, 그 전망은 긴키 100
경 중 제1위로 뽑혔습니다. 하늘을 향해 솟
아 있는 「고로 스카이 타워」에 올라가면 
360도의 대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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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음식

단고산 고시히카리
바다의 교토는 음식의 신(도요우케오카미)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벼
농사를 지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토지에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지고 있는 「단고 고시히카리」의 품질은 최고 랭크(특 A)입니다.

니쿠자가
일본에서 어머니의 손맛을 대표하는 메뉴로 알려져 있는 「니쿠자가」
는 마이즈루가 발상지입니다. 
마이즈루 옛 해군의 초대 사령장관이 영국에서 먹은 비프 스튜를 만
들려고 하다가 일본 조미료(간장과 설탕)를 사용하여 만든 것이 그 
기원입니다.

이네 방어 (12월~2월)
일본 3대 방어 어장이 있어 지방이 풍부하고 신선한 방어를 먹을 수 
있습니다. 회를 떠서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매우 맛있지만, 얇게 잘라 
담백한 육수에 넣어 먹는 「방어 샤브샤브」는 각별한 맛입니다.

단고 새조개 (5월~6월)
큰 것은 껍데기의 직경이 10cm 정도나 되는 대형 새조개로, 일반 새
조개보다 훨씬 크고 살도 두껍습니다. 이렇게 큰 새조개를 안정적으
로 생산,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바다의 교토지역뿐입니다.

(교토부 어업협동조합 제공)

바라즈시
고등어를 매콤달콤하게 조려 다진 것과 달걀 지단 등 많은 재료를 넣
은 초밥으로, 옛날부터 단고 반도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만
들어 먹는 향토 음식입니다.

일본주(지역전통주)
바다의 교토는 일본주의 발상지로, 이 지역에는 규모는 작지만 각각 
개성적인 술을 만드는 양조장이 13개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전
국적으로도 보기 드뭅니다.

후쿠치야마 스위츠
후쿠치야마는 「단바 밤」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고급 밤, 「단바 검은
콩」이라고 불리는 검은 콩, 「단바 팥」이라고 불리는 팥의 명산지입
니다. 이것들을 듬뿍 사용한 과자를 비롯하여 후쿠치야마에는 다양
한 스위츠 맛집이 모여 있습니다.

지혜의 떡
아마노하시다테의 지온지 절 문 앞에 1690년에 창업한 4곳의 가게
에서 먹을 수 있는 떡으로, 팥소가 듬뿍 올려진 부드러운 떡입니다. 

「문수보살」이 신자의 꿈 속에 나타나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그 
기원으로, 먹으면 「문수보살」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일
단고 반도 지역에서는 멜론, 수박, 배, 복숭아, 딸기, 포도, 블루베리 
등 다양한 종류의 과일 재배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잘 빠지는 모래 토양이라 달콤하고 싱싱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이자 게  (11월~3월)
바다의 교토의 겨울을 대표하는 미각, 마츠바 게. 그중에서도 특히 단
고 반도의 다이자 어항에서 수확되는 「다이자 게 」는 당일에만 잡기 
때문에 높은 선도를 유지하는 최고급 품질의 마츠바 게로 유명합니다.

바다의 교토는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과 직
물의 신”「도요우케오카미」의 고향으로도 유
명합니다. 이것은 이 지역이 일본 “음식의 원
류”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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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스토랑 열차로 
여행을 즐기자 !
아름다운 바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산의 능선 등 다양하게 바뀌는 차창의 
경치와 ‘바다의 교토’가 느껴지는 식사를 만끽할 수 있는 열차입니다.

●이네 지역의 후나야에
●교탄고 지역의 온천지에
●마이즈루 지역의 관광에도

1창문에는 교토의 발을 
설치 2벽에는 소나무
를 장식한 일본풍 분위기 
3지역 특산품이 전시되
어 있는 선반

일본해의 신선한 생선을 준비하여, 실제로 
구우면서 드실 수 있는 체험도 있습니다.

지역의 재료를 살려 만든 다양한 디저트도 
구로마츠호에서 자신 있게 제공해 드리는 
야심작입니다.

바다의 교토가 느껴지는 식재료의 맛을 살린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식재료의 다양함에도 만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시기에 따라 메뉴, 체험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교 토 탄 고 철 도 전화 0772-25-2323 (평일 오전 9:00 ～오후 6:00)
단 고 해 륙 교 통 전화 0772-42-0323 (평일 오전 9:00 ～오후 5:45)
교 토 교 통 전화 0773-75-5000 (평일 오전 9:00 ～오후 6:00)

프리 패스포트 문의처

프 리 패 스 포 트 로 바 다 의 
교토를 실속있게 즐기자 !
전철, 버스, 유람선, 케이블카, 리프트, 대여 자전거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 패스포트의 내용은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다의 교토의 이동에 편리.

순일본요리

석쇠구이 체험

관광열차 단고 구로마츠호

디저트

유람선으로

버스로

열차로

케이블카로

아오마츠호 구로마츠호 아카마츠호

석쇠구이 체험은 역 
구외에서 진행합니다

바다의 교토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저렴
하고 편리한 패스포

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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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히가우라
기츠온센

히가시마이즈루

기노사키온천 쇼텐쿄

가부토야마

도요오카

미네야마

교탄고오미야

요사노

아마노하시다테

단고유라

시쇼

미야즈

오에야마구치
나이구

후타마타

오에

가미야쿠노

미야즈 아마노하시다테 IC

마이즈루오에 IC

요자아마노하시다테
IC

마이즈루니시 IC

아야베안코쿠지 IC

교탄바와치 IC

후쿠치야마 IC

마이즈루히가시 IC

아야베 IC

178

178

178

175

482

312

312

482

176

426

173

27

27

27

9

9

178

A-1 아마노하시다테

A-7 치리멘 가도
A-8 구 비토 가문 주택

A-4 모토이세코노 신사

B-2 이네만 순례 유람선

B-3 다테이와

B-5 유히가우라

B-7 거상 이나바 본가
B-4 고토히키하마

B-6 단고 왕국 「쇼쿠노미야코」

A-5 마나이 신사

C-1 마이즈루 빨간 벽돌 파크
C-4 고로가다케 공원

C-5 마이즈루 인양 기념관

C-6 후쿠치산성 C-9 아야베 군제 스퀘어

C-10 오모토의 신원
C-7 유라노 가든

C-8 고료 신사

A-3 나리아이지 절

A-2 지온지 절

병풍암

단고마츠시마

우라시마 신사

서복 도래의 지

가사마츠 공원

단고 향토 자료관

텐키텐키단고

구미하마 SANKAIKAN

시루쿠노마치 가야

마이즈루항 토레토레센터

아마노이와토 신사
모토이세나이쿠코타이 신사

모토이세게쿠토유케다이 신사

교가미사키

i

i

i

후쿠치야마
i

●

가부토야마 전망대

이사나고산

가나비키노타키

아마노하시다테
뷰랜드

단고 치리멘
역사관

구미하마만
유람선

●

●

●

●

● 에비스야마 고분

●가야 SL 광장

다키노센넨 츠바키
●

●

●

안코쿠지 절●

곤고인

마츠노오데라 절

다네지 절

이네항로（운항기간, 요일 한정）

교토 마이즈루항교토 마이즈루항

구로다니
●

●

●

●

노쇼노사토 야쿠노

에 리 어  맵
i

대여 자전거

「바다의 교토」관광 안내소

온천 (당일 이용이 가능한 대욕장 있음)

항구

미치노에키

온천 (당일 이용이 가능한 대욕장 없음)

철도（교토 단고 철도）

철도（JR, 기타）신칸센

주요 고속도로 버스

항로

공항

C-2 빨간 벽돌 박물관
C-3 항구 순례 유람선

A-6 오에산

후쿠치야마후쿠치야마

교토�마이즈루항교토�마이즈루항

교토교토

아야베아야베

마이즈루마이즈루마이즈루

아마노하시다테아마노하시다테

유히가우라유히가우라

나고야나고야

�부국제공항
(���아)

�부국제공항
(���아)

간사이�국제�공항간사이�국제�공항

오사�국제공항
(이�미공항)
오사�국제공항
(이�미공항)
오사�국제공항
(이�미공항)고베고베

오사�오사�

●

●

●

구미하마
i

i

i

니시마이즈루
i

i후나야노사토

바이의 교토 미야즈 i

아미노
i

●

●

B-1 이네의 후나야 마을

도쿄와바다의 교토를 직결하는 고속버스실피드호

아야베 i

産
業

산　　　업
근세 및 근대의 
유적을 돌아보는 지역 8・9P

4・5P神
仏

신 과  부 처
신과 부처를 
모시는 신성한 지역

自
然

풍요로운 자연의 
은혜를 느끼는 지역

6・7P자　　　연



바다의�교토�관광권
TEL:0772-22-3770　E-mail:info@uminokyoto.jp　
URL：www.uminokyoto.jp

「바다의 교토」 관광 안내소
◎ 후쿠치야마／TEL. 0773-22-2228
◎ 마이즈루／TEL. 0773-75-8600
◎ 아야베／TEL. 0773-42-9550

◎ 아마노하시다테／TEL. 0772-22-8030
◎ 교탄고／TEL. 0772-62-6300
◎ 이네／TEL. 0772-32-0277
◎ 요사노／TEL. 0772-43-0155

고속버스

후쿠치야마 아야베

후쿠치야마
（인터체인지） 아야베

후쿠치야마

오사카국제공항（이타미공항）

고속 나가오카쿄

오사카국제공항（이타미공항）

미야즈・아마노하시다테

미야즈・아마노하시다테

마이즈루

마이즈루

마이즈루

교탄고（미네야마）

교탄고（다이자）

마이즈루

동　경

오사카
［우메다］

오사카 
［난바］

교　토

480

160
160

120

105

40
40

110

22

22

25

85

120

20 45

17 45

75

　　교토 교통 〈고속버스〉0773-76-8800 〈노선버스〉0773-75-5000　http://www.kyotokotsu.jp/
　　단고 해륙 교통 0772-42-0338　http://www.tankai.jp/
　　한큐 버스 06-6866-3147　http://bus.hankyu.co.jp/
※기재된 소요시간은 운행 상황이나 승차하시는 버스, 교통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 다 의  교 토 에  오 시 는  방 법

는 소요시간(분)입니다. 교통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사카 국제 공항～다카라즈카간　  , 오사카 국제 공항～오사카간　  .
※기재된 시간은 특급, 쾌속 열차 이용시의 최단시간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운행횟수가 극단적으로 적은 차편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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