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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카야마

계단 모양의 돌길과 긴 돌담이 특징.
나무 사이로 가타 만( 彎 )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걸을 수 있는
고갯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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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 나가시마

와세

오와세시로 통하는 세계유산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길 의 일부이자
이세 신궁과 구마노 3대 신사를 잇는 구마노 고도 이세지 !
미키토게・
소네지로자카・
하고토게
다로자카

나고야

신칸센

메이신 고속도로
히가시메이한 자동차도로
이세완간 자동차도로
신메이신 고속도로

구마노 오와세 도로

마고세토게
오와세시에서 구마노시로 통하는
호보토게를 넘는 고갯길. 돌이 깔려
있는 아름다운 산길과 돌담 등
볼거리도 다양합니다.

야키야마고에

국도

나치카쓰우라신구 도로

시라하마
스사미
난키시라하마 공항

JR

신구

긴키일본철도

나치카쓰우라

항로

긴키 자동차도로 기세선

자동차 이용

철도 이용

나고야에서… 약 2시간 5분
교토에서…… 약 2시간 15분
오사카에서………… 약 3시간

고속버스 이용

나고야에서… 약 2시간 30분
교토에서…… 약 3시간 30분
오사카에서… 약 3시간 10분

도쿄에서… 약 8시간 30분
나고야에서……… 약 3시간

과거 일본 서부 지역의 첫째 가는 험난한
길로 일컬어질 만큼 경사가 급한
고갯길이지만, 사적도 많고 정상 부근에서는
멋진 경관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노 고도 센터
미에 현립 구마

오와세 마루고토 관광 물산 웹사이트
http://owasekankou.com/

오와세 관광 명소 안내

협동조합 오와세 관광물산협회
尾鷲よいとこ

朝日をうけてヨイソレ

요˜
잠시 러 보세
들

浦で五丈の網を曳く

미에 현립 구마노 고도 센터
(우)519-3625 오와세시 오아자 무카이 12-4
TEL: 0597-25-2666 FAX: 0597-25-2667
http://www.kumanokodocenter.com/

TEL 0597-23-8223
FAX 0597-23-8225

ノンノコサイサイ

구마노 고도와 관련된
따끈따끈한 정보가 가득한
비지터 센터. 구마노 고도의
매력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오와세시 수산상공 쇼쿠노마치과

볼거리가

가득해

요〜

관광 및 이벤트 안내
중후한 자연석이 보기 좋게 깔린
아름다운 산길과 편백나무 숲이
특징인 고갯길. 사적( 史蹟 )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서

고속도로/자동차도로

구마노

다나베

오와세의 관광 및 물산
정보는 아래로 문의해 주십시오.

TEL.0597-23-8261

오와세시

오

걸어 보세요! 세계유산

오세 요

!

들러 보세요! 오와세의 명소

즐겨 보세요! 오와세의 다채로운 특산품

아름다운 경관과 전통 축제가 매력적인 오와세시의 인기 관광 명소!
풍요로운 자연을 품은 오와세시의 특산품!

말린 꽁치

구로시오 해류를 남하해 온
꽁치는 지방질이 빠져 감칠맛이
응축됩니다. 오와세의 겨울
풍물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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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해산물

미에 오와세 해양 심층수 상품

구로시오 해류가 소용돌이치는 구마노나다 해역이
선사하는 대자연의 혜택. 오와세 어항( 漁港 )에서
어획되는 다양한 해산물을 맛보세요.

오와세 왓파

미키사키 앞바다의 수심 415m에서 끌어올린
해양 심층수를 가공한 음료수와 소금 등.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습니다.

야야 축

▲오와세를 대표하는
축제. 흰옷을 입은
남자들이 격렬하게 몸을
맞부딪치는 색다르고
독특한 축제로 이름나
있습니다.

미키사토 비치

▲맑고 깨끗한 바다와 드넓은
백사장이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화장실 및 캠핑 구역 완비.

우수한 품질의 오와세 편백나무를
재료로 사용하여 하나 하나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칠기. 미에 현 지정 전통
공예품입니다.

가지카 아부리

의 해돋이
오와세 만( 彎 )

예로부터 가지카 지구에 전해
내려온 보존식품. 작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을 뿌린
후 벚나무나 떡갈나무를
사용하여 훈제한 식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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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치 초밥

꽁치 한 마리를 통째로 올려서 만든 누름
초밥. 오와세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
요리입니다.

오와세의 어머니들이 직접 요리하는 명물 런치
뷔페, 해양 심층수 온천, 지역 토산품 등 오와세의
자랑거리가 한 곳에 총망라! 해양 심층수 온천 시설

오와세의 가정 요리를 뷔페로 만끽!

세 단체의 어머니들이 매주 돌아가며 오와세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메코도노유
미에 오와세 해양 심층수 온천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해양 심층수
온천. 보온과 보습에 뛰어나며
피부도 매끈매끈해집니다.
노천탕에서는 오와세의 웅대한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유메코도 오와세 (우)519-3625
오와세시 오아자 무카이 12-4
현립 구마노 고도 센터 부지 내
TEL/FAX: 0597-22-1124
http://yumekodo.jp/

▲‘일본의 해돋이 100선’으로 선정된 오와세 만
( 彎 )의 해돋이 풍경. 바다가 온통 붉게 물드는
경관은 감동 그 자체!

스가리의 어촌
▲어딘가 그리운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옛날
그대로의 어촌 풍경을 간직한 마을. ‘일본의
마을 10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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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오와세의 특산품이 총망라된 오와세 어시장! 신선한 생선과
건어물, 채소, 과일, 일본 전통 과자 등을 특별 가격에 만나
보세요. ※12월은 첫째 및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 1월은 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