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성?

도톤보리?

나는�센슈로�간다!

오사카

Osaka

Senshu
센슈�공식�가이드북

센슈
한국어

/ 韓国語

체험

Experience

Food
음식

Festival
축제

전통

사계절

Four Seasons

Tradition

KIX Senshu Tourism Bureau
관광�홈페이지

페이스북�페이지

http://www.welcome-to-senshu.jp

https://www.facebook.com/senshuguide

History
역사

？
센슈

What is Senshu
란？

음식의�역사, 문화�그리고�자연까지
오사카�남부�센슈�지역의�매력을�소개

JAPAN
Kyoto
Fukuoka

OSAKA

Tokyo

Senshu

센슈는�오사카부�남부의 13개�시촌으로�된�지역이다. 간사이국제공항과�직결되어�있어, 해외에서�오는
사람들이�처음�내리는�곳이�바로�이곳 ‘센슈’이다.
센슈는�바다의�진미부터�산의�진미까지�자연을�담은�식재료가�아주�풍부하고, 역사와�문화�자원도
다양하다.
그리고�단지리�축제�등�전통적인�축제도�자주�열리고�있다.
매력만점의�센슈에서�일본여행, 오사카여행의�추억을�만들어보는�건�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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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P04～05

전통

P06～07

수건이나 날붙이를�시작으로, 센슈�지역에는�대대로

한�식재료를�듬뿍�맛보자!

성, 미즈마데라�절�등�역사로�가득한�센슈를�둘러보자!

솜씨가�담겨있는�선물로도�제격인�물건들을�찾아보자!

체험

P10～11

자연
온천

P12～13

축제

이어진�전통 산 업이�많이�존재한다. 숙련된 장 인의

P14～15

사계절 P16～17

어업체험으로부터�하타오리�체험, 다도예

계절의�꽃을�즐기거나, 동물들과�어울리며

센슈의�가을은�일본에서�손꼽히는�축제의

벚꽃은�물론�신록, 단풍, 눈경치까지�센슈에

는것도�센슈의�장점이다. 센슈의�매력을�온

싸인�곳에서 느긋하게�온천을�즐기며�리프

‘후톤타이코’, ‘야구라’등�호탕하고�화려

가득하다. 사진에�담고�싶은�아름다운�광경

절, 온천, 하이킹�등�활동적으로�즐길�수�있
몸으로�느껴보자 !

그�외의�내용

자연을�만끽할�수�있는�시설과�녹음에�둘러
레쉬�하자!

보고이다. 기시와다를�시작으로 ‘단지리’와
한�축제의�열기를�느껴보자!

P18~19 센슈를�한바퀴�둘러보는�모델코스(완전단골코스 , 전통문화체험코스)
P20~21 센슈를�한바퀴�둘러보는�모델코스(커플코스 , 패밀리코스)
P22~23 센슈�지역�광역지도

간사이국제공항（K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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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슈항의�완전한�인공섬에�위치한�간사이
국제공항. 세계에서도�보기�드문한�해상
공항이며, 간사이�하늘의�현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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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카이시

는�사계절의�변화를�느낄�수�있는�명소들이
을�보러�가자!

3이즈미오쓰시

일본에서�처음으로�모포를
만든, 일본에서�가장�많은
생산량으로 모포와�니트로
유명한�곳이다. 수직�체험이
가능한�시설도�있다.

6기시와다시

일본을�대표하는�기시와다
축제와�역사를�느낄�수�있
는�조카마치�등, 관광명소
가�가득하다.

9이즈미사노시

간사이국제공항에�있는�마
을. 린쿠타운이나�산과�바
다, 온천, 역사가�있는�길거
리�등�관광명소가�가득하
다.

한난시

잔잔한�파도가�있는�바다와
녹음으로�뒤덮인�수림이�가
득한�자연이 풍부한�곳이다.
벚꽃과�해수욕, 하이킹, 술
곳간�견학, 신선한�산해진미
등도�있는�매력만점인�곳이다.

3

6

닌토쿠천황능�고분�등�다
양한�전통산업이�남아있는
역사와�문화로�가득한�도시
이다. 센노리큐가�태어난
도시이고 ‘다도예절문화’도
체험할�수�있다.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록을�목표로�하고�있는�세계

3대�분묘�중�하나이다. 닌토쿠천왕능�고분과 기시와다

4

P08～09

붕장어, 꽃게, 물가지�등�센슈항에서�잡아올린�바다의
진미와�풍부한�대지와�물이�만들어낸�산의�진미�등 신선

1

2

매력만점! 센슈�지역에서�여행의�추억을�만들자!

음식

SENSHU
4다다오카초

일본에서�제일�작은�면적의
마 을이다. 동양고�미술의
‘마사키�미술관’과�다다오
카항의 ‘미나토마켓’이�유
명하다.

7가이즈카시

해수욕과�하이킹�등�자연
을�즐길�수�있는�곳들이�가
득하다. 역사가�있는�미즈
마데라�절과�간센지�절도
있다.

다지리초

센슈�양파와�물가지�재배로
유명한�곳. 간사이국제공항
이�보이는�마블비치의�석양
도�절경이다.

미사키초

유원지와�아름다운�해변�등
레져가�충실하다. 조개잡이
와�해수욕, 하이킹�등을�즐
길�수�있다.

8

7

2다카이시시

역사유적이�많고�햐쿠닌잇
슈(100명의�가인의�노래를
한�수씩�모은�것)에도�실린
풍광명미한�경승지는, 근년
일본에서�손꼽히는�연속되는
공장야경으로�유명해졌다.

5이즈미시

야요이�시대의�취락유적, 이
케가미소네유적이나�약 11,
000점의�고미술을�소장하
고�있는�이즈미시쿠보소
기념�미술관�등�볼거리가
다양하다.

8구마토리초

면포 � 공 장 을 � 리 모델링한
렌가칸, 쇼야 야시키�등
역사를�담은�건축물이�여러
존재한다. 자 연과�만날수
있는�곳들도�많이�있다.

센난시

사계절�만개하는�꽃들을�볼
수�있는�곳이다. ‘연인의�성
지’로�인정받고�있는�마블
비치�역시�주목받는�관광명
소이다.

각�명소에
자세한�내용은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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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food
음식

해산물부터�야채까지, 센슈에는�맛있는
음식들이�가득하다!

꽃게�토마토�크림소스�파스타

센슈�브랜드�특산품
생뱅어�덮밥

긴챠크야

기시와다�어항�내에�위치하고�생뱅어�덮밥과
붕장어�튀김덮밥�등, 그날그날�잡아올린�신선한
해산물을�이용한�메뉴가�풍부하다.

물가지

센슈에서�다량으로�재배되고�있는 ‘가지’
의�일종으로, 수분이�많고�즙이�풍부하다.
떫은�맛도�없어�생으로�먹을�수도�있다.

☎072-436-3866
주소 기시와다시�지조하마초7-1
교통 난카이혼선 ‘다코지조’역
도보 15분

아나고텐동

chez Roco

이즈미 사 노 � 아 오 조 라시장 에 서 � 들 여 오는
해산 물 을�사 용한�이탈리아요리를�즐 길수
있다. 꽃게�토마토�크림소 스�파 스타�등 이
인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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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52-5111
주소 센난군�구마토리초�구보 2-1127
교통 JR‘구마토리’역에서�차로�약 10분

명물�음식을�맛�보자!
호소우치우동

간사이 이즈미오쓰본점

☎072-546-3297
주소 이즈미오쓰시 히가시토요나가초 3-14-5
교통 JR한와선 ‘이즈미후추’역�도보 10분

정원을�바라보며�맛있는�식사를�하자!

후카세즈시

창업 70년에�달하는�초밥�노포
포장�전문점으로�명물인�아나고즈시
(붕장어초밥) 를�먹으러
먼�곳에서�오는�팬들도�많다.

☎072-241-4593
주소 사카이시�사카이구�데지마초 1-1-22
교통 난카이본선 ‘미나토’역�도보�약5분

새우와�게�등�미끼가�다 양 하고�조수가
평온한�센슈�항에서�잡아올리기에, 풍미가
있고�부드러운�것이�특징이다.

특산품은�여기서�사는�걸로�하자!

☎072-438-1162
주소 가시와다시�기시키초 18-1
교통 난카이혼선 ‘다코지조’역
도보�약 3분

오사카만에서�잡히는 ‘붕장어’는
살집이�통통하고�맛있기로�평정이
나있다. 그런�붕장어를�사용해�만든
아나고�텐동은�센슈의�많은�가게에서
맛볼�수�있다.

�있다!
여기서�살수

다지리
일요일�아침시장

매주�일요일�개최!

이카나고의�쿠기니

정서있는�저택�안에서
특별�야와라기�도시락�등
맛있는�요리를�즐길�수�있다.

시라스(뱅어)

오사카만에서 일�년�내내�잡아�올
리는 ‘시라스’이다. 2014년에�기시
와다�어항에 ‘시라스’입찰장이
생겨�명산지로�거듭났다.

아나고(붕장어)

이즈미다코

간코�기시와다고후소

기시와다성�해자의�끝에�세워진
2,400평의�아름다운�정원과
저택을�이용한�식사처이다.
특별�야와라기�도시락은
다양한�요리를�조금씩�맛볼�수
있어�알차다.

가네치카의�복숭아

기시와다시�가네치카초에서�재배된
‘복숭아’로, 세계에서�제일로�당도가
높은�복숭아로�기네스북에�등재되어
있다.

아나고하코즈시와
아나고니기리

투명하고�가늘게 뽑은�우동이�유명한�집. 주르륵�목넘
김이�좋은�식감과�쫄깃한�면발을�맛보고�싶다면�자르
우동이나�차가운�오로시�덴푸라를�추천한다.

오로시�덴푸라

센슈�양파

1885년에�센슈에서 ‘양파’재배가�시작된
걸로�유명해졌다. 달고�수분이�많은�것이
특징이다.

갓초의�튀김

‘양태’로도�불리는�오사카단
에서�잡아올린�물고기의�튀
김이다. 간식으로도�제격이
다.

센슈산의�이카나고(까나리)를�간장�등으
로�달콤�매콤하게�튀긴�쿠기니는�술안주
로�아주�좋다.

물가지의�아사즈케

센슈�명물인�물가지는�누카도
코에서�절인�아사즈케를�추천
한다. 밥반찬으로�좋다!

☎072-465-0071
주소 센난군다지리초�린쿤포트�키타1 다지리어항
교통 난카이혼선 ‘요시미노사토’역�도보�약 10분

이즈미사노어협
야외시장
매일개최!

☎072-469-2340
주소 이즈미사노시�신마치2-5187 101
교통 난카이혼선 ‘이즈미사노’역�도보�약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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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와다성

역사

이케가미�소네�사적�공원

정원도�아름다운�센슈의�명성이다

야요이�시대�취락의�일부를�재현

☎072-431-3251
주소 기시와다시�기시키초9-1
교통 난카이혼선 ‘다코지조’역�도보�약 8분

☎0725-20-1841(이케가미소네�야요이�학습관)
주소 이즈미시�이케가미초
교통 JR한와선 ‘시노다야마’역�도보�약 7분

연애성취의�파워스폿

주변의�정서있는�길거리에서�산책을�하자

혼 마루 와�니노마루를�겹친�모양 을�한 베틀의�날실을�짜 는�기구
‘치키리’와�모양새와�흡사한�것으로 ‘치키리성’으로도�불리고�있다.
국가의�명승�정원‘기시와 다 성�정원(하치진노니와)’도�볼거리�중
하나이다.

기원전 5세기쯤�야요이�시대에�운영되어�오던�환호취락유적에�정비된
총면적 60만㎡의�규모를�자랑하는�사적공원이다. 정원에는 ‘이즈미의
고루’와 ‘야요이의�우물’등이�재현되어�있다.

거대한�닌토쿠전황능�고분은�물론
센슈에�있는�역사유적을�방문해보자!

미즈마데라�절

닌토쿠천황능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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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알고�싶다

닌토쿠천황능�고분

Q 닌토쿠천왕능�고분의
크기는�어느�정도�되나요?
A

해자를�포함해�길이는 840ｍ이다.
이것은�제일�가까운�모즈역에서�다음
미쿠니가오카역까지의�거리와�같은
길이이다.

Q 세계�문화유산�등록은�언제인가 ?
A

2017년�국가�추천이�결정되었고, 빠르
면 2019년에는�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예정이다.

Q & A

Q 고분을�만드는데�걸린
시간은�몇�년인가요?
A

건축용�흙은�약 1,406,866㎥이다. 10
톤�트럭 27만대�분의�양이라고�보면
된다. 한�계산법에�따르면�동 원된
인수는 6,807,000인이며, 하루에�절정
때는 2,000인이�일을�했다고�하며,이로
미루어보면 15년 8개월이라고 추정된
다.

일본최대의�전방후원분

너무�거대해서�위에서는�보이지�않지만,
사키이시청21층�전망�로비에서�녹음
이�우거진�모습을�볼�수�있다. 닌토쿠천
왕능�고분�바로�남쪽에�있는�사카이시
박물관의�영화 관 에서는�박력�있는
영상을�즐길�수�있다.

16세기�후반에�정토진종의�총본산이�들어선�유서�깊은�사원으로, 국가
중요문화재로 도�지정되어있다. 간센지�절에�있는�지나이마치에는
옛날의�영광을�말해주는�거리들이�남아있다.

5세기�정도에�건축되었다고�전해져오는�길이�약
4 8 6 m 의 � 전방 후 원 분으 로 , 이집 트 � 쿠 푸 왕 의
피라미드, 중국�진나라�진시황릉과�함께�세계 3대
분묘�중�하나이다. 그런�닌토쿠천왕능�고분을
포함해 모즈, 후르이치고분군의�세계문화유산
국내�추천이�결정되여, 주목을�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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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사카이시�사카이구�다이센초
교통 JR한와선 ‘모즈’역�도보�약 10분

고분�푸드도�체크

닌토쿠천황능�고분�근처에는�고분의
형태를�갖춘�먹거리가�있는�식당도
곳곳에�있다. 꼭�드셔보시길!

Q 어디서�볼�수�있나요?
A

오사카부�일대에서�신앙을�모아, 참배를�위해�미즈마�철도가�설립된
사원이다. 성관세음보살을�본존으로�하고, 미즈마관음이라고도�한다 .
경내의‘아이젠도’는�연인의�성지로�등록되어, 연애성취의�스폿으로
인기를�누리고�있다.

간센지�절

▲고분�카레
식사처�하나차완
☎072-244-8725
주소 사카이시�사카이구�모즈세키운초 2-265
교통 JR한와선 ‘모즈’역�도보�약 2분

☎072-446-1355
주소 가이즈카시�미즈마638
교통 미즈마철도 ‘미즈마칸논’역�도보�약 10분

야마나카다니�길거리

역사가�있는�거리를�산책

☎072-422-1302
주소 가이즈카시�나카 846
교통 난카이혼선 ‘가이즈카’역�도보�약 7분

삼대구비(다다오카�신사)

3대로�이어온�하이진의�구비는�귀중하다

구마노모데의 여행객들로�북적이는�야마나카다니에는�기슈도쿠가와
공 이�에 도에�출사 하 여�본 진을�구 성했다고�하 는‘ 야 마 나 카 슈 쿠
본진유적’등�역사유적과�옛날�유적들이�줄지어�있어, 역사가�있는
거리에서�산책을�즐길�수�있다.

학문의�신�스가와라노미치자네를�모시는�신사이다. 경내에는�다카하마
쿄시, 다카하마토시오, 이나하타테이코의 3대�구비가�있다. 이 3대로
이어져온�구비는�다 다오 카초외에�효 고현�아시야시와�후 쿠오 카현
지쿠시노시�밖에�없어�귀중하다.

☎072-471-5678(한난시�시민부�도시의�활력�창출과)
주소 한남시�야마나카다니
교통 JR한와선 ‘야마나카다니’역�도보�바로

☎0725-32-3628
주소 센보쿠군�다다오카초�다다오카나카1-26-3
교통 난카이혼선 ‘다다오카’ 도보�약 5분

여행선물로 � 하고싶은
센슈의 전통공예품

전통

센슈�타월

흡수성을�높이기�위해, 아토사라시�가공이라 불리는
제조법으로�만들어지는�것이�센슈�타월의�특징이다.
청결하고�피부�감촉도�좋다.
수�있다!
여기에서�살

연면과�대대로�이어져오는�기술이
만들어�내는, 전통공예를�견학해보자

센슈�타월관（→P0８）

쓰

사카이�하모노�뮤지엄

실제�시연도�있다
사카이�하모노의�역사를�배워보자
렌가칸

렌가벽의�쇼와�공장을�재생

쇼와�초기에�건설된 면포�공장을�보존�재생하였다. 근대
화 산 업유 산으 로써�귀중한�이�건물은 렌가벽의�당시
모습을�그대로�보존하였고, 톱날�지붕을�재현하는�등
공 장의�분 위기를�남기면서도�새롭게
단장했다. 레스토랑과�특산물�숍�외에도
단지리등이�전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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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슈�타월관�본점

센슈�타월의�신작들이�모였다

사카이�하모노
（식칼）

‘사카이�전통�산업회관’내에�있고, 전국에서
유명한�사카이�하모노에�관한�영상과�자료를
전시하고�있다. 실제�장인들의�시연과�고급하
모노도�판매하고�있다. 칼과�가위를�갈아주기
(유료)도�한다.

반�이상의�프로�요리인들이�사용한다고�전해지고
있는�사카이�하모노. 예리하게�잘�잘리기에�국내외로
사랑받는�전통�산업품이다.
수�있다!
여기에서�살

☎072-233-0118
주소 사카이시�사카이구�자이모쿠초
니시 1초1-30 사카이전통산업회관 2층
교통 한카이전차 ’묘코쿠지마에’역
도보 3분

☎072-453-0391
주소 센난군�구마토리초�고몬니시1-10-1
교통 JR한와선 ‘구마토리’역�도보�약 20분

사카이�하모노�박물관

（→P0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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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오쓰시립�오리아무관

약 130년의�역사와�전통을�자랑하는, 흡수성이�좋고�감촉이�좋은
센슈�타월을�실감할�수�있게, 소재별로�샘플과�각�메이커의�신작을
전시하고�있다. 린쿠프레미엄�아울렛점도�있다.

센슈오쓰의
전통산업을�엿볼�수�있다

직물을�통해�이즈미오쓰의�전통산업과
역사, 문화를�느낄�수�있는�시설이다.
메이지�시대�이후�제조된�모포와�모포�제
작에�사용된�목제�자카드�직기�등이�전시
되어있다.
☎0725-31-4455
주소 이즈미오쓰시�아사히초22-45
교통 난카이혼선 ‘이즈미오쓰’역�도보�약 5분

나카케�주택

☎072-464-4611
주소 이즈미사노시�이치바니시1-8-8
교통 난카이혼선 ‘이즈미사노’역
도보�약 15분

H

유서�깊은�쇼야의�옛집을�공개

에도시대, 기시와다번의�필두머리�쇼야를�담당했던�나카케의�주택으로,
국가지정�중요문화재이다. 독립성이�강한�토방은�긴키지방에서도�최대
규모이다. 또한�헤이안�시대�후기에�고시라카와�법황이�구마노모데를
할�때�들렀던, 행궁(가설의�고세)으로�쓰였다고�전해지고�있다.
☎072-453-0600 (구마토리초�생애학습추진과)
주소 센난군�구마토리초�고몬니시 1-11-18
교통 JR 한와선‘구마토리’역�도보�약 20분

▲수직�체험

이즈미�구시
（회양목�빗）

11세기에�시작된�전국 에서�으뜸가 는�점유율 을
자랑하는�이즈미�구시이다. 사용하면�할수록�손에�착
감기는�질감과�깔끔한�촉감도�매력적이다.

가이즈카시�관광안내소

수�있다!
여기에서�살

가이즈카역�개찰구�앞에�위치하여, 관광�안내�및
가이즈카의�특산품�등을�판매. 또한�정보�발신과
시민의�교류�장소로도�활용되고�있다.
☎072-432-1244
주소 가이즈카시�우미즈카1-1-1
교통 난카이혼선‘가이즈카’역구내
(2018년 5월�오픈예정)

후카키�모직

바비큐도
맛있겠다!

대어�대어!

직물의�고향에서�제조공정�견학

1887년에�창업된�역사가�있는�고급�모직물�메이커이다.
공장�견학(5명�이상은�예약�필수)에서는�자세한�설명을
들으며�모직물�등�섬유제품의�제조공정을�배울�수�있다.
공장�안에는�직판숍도�있다.
☎0725-22-1155
주소 이즈미오쓰시
이타하라초3-7-1
교통 난카이혼선 ‘이즈미오
쓰’역에서�택시로�약 5분

다지리�해양교류센터

바다로�몰려나가�어업을�체험하자!

어부들과�함께�어선에�타서�걸그물・그물바구니로�이
루어지는 ‘어업체험’을�실시한다. 전날에�놓아둔�바
구니를�끌어오리는�것은�심장이�두근거리는�순간이
다. 잡이가�끝나면�크루징과�해산물�바비큐를�즐길
수�있다!

가자, 출격!

☎072-465-0099
주소 센난군�다지리초�린쿤보트키타1
교통 난카이혼선 ‘요시미노사토’역에서�도보�약 15분

비행기도�눈앞에�있다!

문어를�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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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체험 ACTIVE

이케가미�소네�야요이�학습관

물건�만들기를�통해�야요이시대를�배우다
이케가미�소네�야요이�공원�내에�있는�시설로, 야
요이시대의�물건�만들기를�체험할�수�있다. 굽은
구술을�시작으로�토기와�오카리나, 유리구슬�만
들기까지, 야요이시대에�대해�배울�수�있다.
☎0725-20-1841
주소 이즈미오쓰시�치하라초2-12-45
교통 JR한와선 ‘시노다야마’역에서�도보�약 15분

체험

활동적인�사람도, 문 화적인�사람도�센슈를
느낄수�있는 체험시설이�가득!

나니와�주조

300년�이상�지속된�주조를�견학하자

에도시대에�창업하였고�이즈미산맥으로부터�청결한
지하수를�사용해 300년�이상�술을�빚어온�주조�메이
커이다. 국가�유형문화재에�등 록되어있는�주조를
견학할�수�있고, 술�빚는�과정을�배울�수�있다.(예약
필수)
☎072-472-0032
주소�한난시�오자키초3-13-6
교통�난카이혼선 ‘오자키’역�도보�약 5분

문화체험 CULTURE

선생님의�제조법을
잘�봐야지!

과자�서비스!

사카이�리쇼노모리

미사키�공원

박력�있는�돌고래쇼가�개최!

동물원이나�어트랙션이�있고�바다가�보이는�레저�랜드
이다. 오사카만을�보면서�돌고래쇼를�즐기는�걸 추천
한다. 봄에는�벚꽃이�아름답게�피고, 여름에는�레저�수
영장 ‘푸르랜드RIO’를�즐길�수�있다.
☎072-492-1005
주소�센난군�미사키초�탄노와3990
교통�난카이혼선 ‘미사키공원’역�도보�바로

완파쿠왕국/한난�하이킹

공룡�미끄럼이�인기�있는�공원!

☎072-472-1890
주소 한난시�야마나카다니
잔디밭�광장과�복합�놀이기구, 물놀이를�할�수�있는�광장들이
119-8
있어�가족끼리�오기에도�좋고�봄에는�꽃구경도�할�수�있다. 교통 JR한와선 ‘야마나카
근처에는�하이킹�코스와�역사・풍취가�있는�거리들도�있어
다니’역�도보�바로

산책하기에도�좋다.

에이라쿠�유메노모리�공원
부모와�아이가�함께�즐길수�있는�거대한
놀이기구가�가득

2015년에�오픈한�공원으로�오사카부�내�최대규모의�대형
미끄럼과�대형�복합�놀이기구, 간사이국제공항이�내려다
보이는 언덕, 공원내외에는�가볍게�즐길수�있는�산책로,
스케이트보드광장�등이�있다. 봄에는�인접한에이라쿠댐
에서�벚꽃축제도열린다.

☎072-452-7676
주소 센난군�구마토리초�오오아자노다65-10
교통 JR한와선 ‘구마토리’역에서�난카이버스‘츠바사가오카키타구치’
행�환승, ‘나리아이구치’버스정류장�하차. 도보�약 15 분

센노리큐�연고지에서
다도를�체험하자

‘일본의�베니스’로�불리는�중세기의�국제도시
사카이를�시작으로, 선조들의�위업을�알기
쉽게�소개해주는�시설이다. 사카이�출신의�다
인�센노리큐의�집터가있는�곳에서는�본격적인
다도체험도�가능하다.
☎072-260-4386
주소 사카이시�사카이구�슈쿠인초니시2초1-1
교통 한카이전차 ‘슈쿠인’역�도보�약 1분 ,
난카이혼선 ‘사카이’역�도보�약 10분

그릇도�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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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Nature
자연

Hot Spring

서쪽에는�바다, 동쪽에는�산에�둘러싸인
센슈지역은�자연을�즐길�수�있는�곳들이�많다

‘미인의�유’로�불리는�양질의�물이�뿜어져
나오는�온천에서�뜨끈하게�몸을�덥히자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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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하베스트의�언덕

광활한�자연에서�농업체험을
하자!

약 33헥타르의�광활한�부지에�있는�자연이�흘러넘
치는�농업공원이다. 사계절마다�피는�꽃들을�볼�수
있고, 야채와�과일�따기, 동물과�접촉하기, 빵과
소시지�만들기�등도�즐길�수�있다.
☎072-296-9911
주소 사카이시�미나미쿠�하치가미네지2405-1
교통 센보쿠고속철도 ‘이즈미가오카’역에서�난카이
버스�환승, ‘하비스트노오카’버스정류장�하차,
도보�바로

🅑🅑 나가이케�오아시스

연못�주변을�유유히�산책

사람들의�생활을�뒷받침해주고�이어져있는 2개의
저수지를�물과�녹음으로�둘러싸인�친수공간으로
정비한�구마토리를�대표하는�휴식처이다. ‘전국
저수지 100선’에도�선정되어, 연꽃을�중심으로
사계절�꽃들을�즐길�수�있다.
☎072-452-6404 (구마토리초�물과녹색과)
주소 센난군�구마토리초�나가이케3
교통 JR한와선 ‘구마토리’역에서�난카이버스 ‘오사
카타이이쿠다이가쿠마에’행, ‘구마도리단치’행,
‘츠바사카오카키타구치’행�환승, ‘구마토리단치’
버스정류장�하차, 도보�약1분

🅒🅒 데이빗�오스틴�잉글리쉬
로즈가든

약 3000송이의�장미꽃들이�핀다

본격적인�영국풍�로즈로�인기�있는�데이빗�오스틴사가
만든�세계에서 2번째�공식�가든이다. 사계절�꽃들이
피고�약 3000송이의�장미가�심어져있으며, 봄철
절정일�때의�아름다움은�숨이�멎을�정도이다.
☎072-480-0031
주소 센난시�하타시로2001
교통 JR한와선 ‘이즈미스나가와’역에서�택시로�약
10분

🅓🅓 오쿠미즈마�온천

계곡의�아름다움과�양질의
온천에�대만족

미즈마 관음의�슬하 에�있는�온 천으 로, 계곡이
내려다�보이는�노천탕으로부터�사계절�아름다운
계곡을�바라볼�수�있다. ‘미인의�유’와 ‘기적의�유’로
불리는�온천의�효능도�여러�가지이다. 요리도�물론
맛있다.
☎072-478-8511
주소 가이즈카시�코츠미3159
교통 미즈마철도 ‘미즈마칸논’역에서�택시로�약 10
분. 송영버스도�있다(2명~)

🅔🅔 이느나키야마�온천

간사이국제공항에서도�가까운
인기�온천지

오사카�시내에서�차로�약 45분이라는�편리한�위치에
있는�오사카부�내�유일한�온천향이다. 이느나키산에서
자연을�바라보며�양질의�온천과�센슈야채�등�현지의
식재료를�사용한�요리를�즐길�수�있는�숙박시설도�많이
있다.
후도구치칸

☎072-459-7326

주소 이즈미사노시�오오기7

미나미테이

☎072-459-7336

주소 이즈미사노시�오오기2236

교통 JR한와선 ‘히네노’역에서�난카이버스�환승 ‘이느나키산’
버스정류장�하차. 송영버스도�있다(문의�필수)

🅕🅕 우시타키�온천

이요야카노�사토

보습효과가�높은�미인의�유

7 천만�년�전�지층에서�솟아나�미끈미끈한�피부�촉감
의�온천은�미인�온천으로�인기. 대자연에서�계절의
변화를�느낄�수�있고, 제철�미각이나�당일치기�온천,
숙박, 아웃�도어까지�폭넓게�사랑�받고�있다.
☎072-479-2641
주소 기시와다시�오오사와초1156
교통 난카이혼선 ‘기시와다’역에서�난카이버스�환승,
‘우시타키온센�세세라기소마에’버스정류장�하차
도보�바로

센슈의 � 축제 � 아 직 � 끝난게 � 아 니다

Festival
축제

센슈의�사람들이�대대로�이어오는
열기가득한�축제를�체험해보자

쓰키미축제(후톤�다이코)

사카이시

9월상순~10월상순

300년이상의�역사를�가진�모즈하치만구의�가을�축제이다. 높이4m、
무게3t의
화려한�후톤다이코가�한곳에�모여�경내를�걸어다니는�모습은�웅장 하고
화려하다.약 15만인의�관광객이�모여든다
※후톤다이코�축제는�이즈미사노시에서도�진행된다.

기시와다단지리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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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와다

9월중순, 10월상순

약 300년의�역사를�자랑하는, 기간중에는 50만명을�불러�모으는�전통의
축제이다. 오곡풍양을�기원하며 9월과 10월에�기시와다시내�전역에서 80대의
단지리를�끌고간다.

단지리축제를�보기전에�예습해둘�것들

기시와다�단지리회관

현존 하 는�가 장�낡은 ‘기시와 다 형단지리’ 와�목 각기술의
전시등은�물론, 대형�멀티비젼에서�축제영상과�체험코너로
단지리매력을�알아보자!
☎072-436-0914
주소 기시와다시�혼마치11-23
교통 난카이혼선‘다코지조’역�도보�약 7분

가을

센슈�축제�달력

기시와다이외�센슈전역에서 축제를�개최한다!
기간을�체크하여�열기넘치는�축제를�보러가자

9월상순…사카이시
（❖）

9월중순…사카이시
, 기시와다시
（❖）
（●）

센슈 YOSAKOI 에에자나이카�축제

이즈미사노시

10월세번째�토요일・일요일

테마는‘사람에게�활력을!지역에�활력을!’이다. 현지노래와�민요등을�재편곡한
노래에�자유롭게�춤을추는 ‘요사코이’가�이루어지고�있다. 국내외, 누구나�참여
가능하다!

여기의�이벤트도�체크하세요!
KIX센슈국제마라톤

센슈를�횡단하는�유명한�마라톤

야구라퍼레이드, 가을축제(야구라축제)

한난시

10월�상순

한난시의�야구라는�약 200년의�역사를�가진다. 시내각지역에서�약 20대의�야구
라가�모여�퍼레이드나�석단을�호쾌하게�오르는 ‘미야아가리’는�압권이라고�할
수�있다.※야구라축제는�이즈미사노시 ,센난시, 미사키초,다지리초에서도�진행

된다.

다이코다이�축제

가이즈카시
7월중순

약 270년의�역사를�자랑하는�간다신사의�여름�축제이다.2명의�북쟁이를
태운�장려한 7대의 다이코가�기세�높은�목소리와�함께�시내를�누빈다.
정밀한�조각�장식도�아름답다.

엔트리정보와�자세한�내용은
홈페이지를�체크하세요

매년 2월�개최되는,센슈에리어를�종단하는�마라톤대회이다 .10 km
마라톤과�풀�마라톤이�있고, 초대선수와�시민런너를�합쳐�약 6000천명이
참 여한 다. 평소 에�달 릴수�없는�간센도 로 와�레이스�막판 의�명물
몬스터급의�다리를�런너들이�완주한다!

10월상순…사카이시
, 다카이시시
, 이즈미오쓰시
, 다다오카초
,
（❖●）
（●）
（●）
（●）

기시와다시
, 가이즈카시
, 이즈미사노시
, 다지리초
,
（●）
（●）
（●◉▲）
（●）

센난시
, 한난시
, 미사키초
, 이즈미시
, 구마토리초
（▲）
（▲）
（▲）
（●）
（●）

10월중순…사카이시
, 미사키초
（●）
（▲）
10월하순…사카이시
（●）

※마크의�의미 ／ 후톤�다이코
（❖）단지리
（●）니나이단지리
（◉）야구라
（▲）
※ 일정이�변경되는�경우도�있습니다. 미리�양해�바랍니다.

개최�시기가�가까워지면 ⬇아래�링크에서�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ht tp://welcome -to -senshu.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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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센슈의�가을은�축제�분위기로�가득한다. ‘단지리’에 ‘후톤다이코’ 등
볼거리가�다양하다!
❶단지리 축제
❷다이코다이 축제
❸야구라 축제

❶

등꽃(후지) 4월�중순~하순

일본의�봄은�역시�벚꽃이다. 공원, 댐, 계곡까지
센슈에는�벚꽃의�명소가�많다.

☎072-483-8191（센난시�산업관광과）
교통 JR환와선 ‘이즈미스나가와’역
도보�약 8분

❸

❶야마나카다니
☎072-471-5678(한난시 시민부 마치의활력창조과)
교통 JR환와선 ‘야마나카다니’역 도보 바로

☎072-492-2730
(미사키초�정비부�산업관광과)
교통 난카이혼선 ‘단노와’역
도보�약 10분
5월
6월

비치
7월�하순~8월�하순

7월

바다를�향하고�있는�센슈의�여름은�비치가
좋다. 해수욕과�마린�스포츠를�즐길�수�있다.

❶

❷

❹

단풍 11월�중순~하순

폭포, 정원, 다보탑�울긋불긋�예쁘게
핀�나무들이�수놓는�아름다운�경관
을�즐길�수�있다.

아타고야마에서는�오사카만�일대를�볼�수
있고, 5만�송이의�진달래의�붉은색, 바다와
하 늘같은�푸른색, 신록의�녹색을�즐길�수
있다.
아타고야마

❸오쿠야마아메야마 자연공원(에이라쿠댐)
☎072-452-6404
（구마토로초 물과녹색과）
교통 JR한와선 ‘구마토리’역에서 난카이버스
‘츠바사카오카키타구치’행 환승, ‘나리아이구치’
버스정류장 하차, 도보 약 15분
4월

❷

진달래 4월�하순

❷하마데라 공원
☎072-261-0936（하마데라공원 관리사무소）
교통 난카이혼선 ‘하마데라코엔’역, ‘하고로모’역,
JR하고로모선 ‘히가시하고로모’역에서 도보 약 5분

3월

❶

4 만 여�개 의�꽃 집을�밝 히는�노다후 지 . 4월
중순~하순에는 ‘후지�축제’도�개최된다.
신다치슈쿠 ‘카지모토케노후지’

벚꽃 4월�상순~중순

여
름

자세한 내용은 P14-15에

❷

❶

16

가
을

축제 9월~10월

사계절

불꽃축제 6월�하순

오사카�여름철에�가장�빨리�불꽃축제를�볼�수�있으며
이벤트도�다양하다.
다카이시�시사이드�페스티벌
☎072-275-6138（다카이시�시사이드�페스티벌�진행위원회）
교통 난카이혼선 ‘하고로모’역, JR하고로모선
‘히가시하고로모’역�도보�약 5분

9월

10월

사 카 이에서�다 카 이시로�번지는�공 장 의�야 경은
그야말로�압관이다. 특히�공기가�맑은�겨울에는
더욱�예쁘다.

반딧불 6월�상순

맑은�물에서만�사는�반딧불도,
센슈라면�관측할�수�있는�곳이�아주�많다.

야마나카다니
☎072-471-5678
（한난시�시민부�마치노활력창조과）
교통 JR한와선 ‘야마나카다니’역�도보�바로

오쿠야마아메야마�자연공원(에이라쿠댐)
☎072-452-6404
（구마토리초�물과녹색과）
교통 JR한와선 ‘구마토리’역에서�난카이버스
‘츠바사카오카키타구치’행�환승,
‘나리아이구치’ 버스정류장�하차,
도보�약 15분

사카이센보쿠린카이�공업지대
교통 난카이혼선 ‘이시즈가와’ ‘하마데라공원’, ‘하고로모’
‘다카시노하마’역, JR하고로모선 ‘히가시�하고로
모’역�등에서�도보�약15분~60분

❷이느나키산
☎072-469-3131
（이즈미사노시�관광협회）
교통 JR한와선 ‘히네노’역에서
난카이버스�환승, ‘이느나키산’
버스정류장�하차, 도보�바로
❸다이센공원�일본정원
☎072-247-3670
교통 JR한와선 ‘모즈’역�도보�약 20분

11월
12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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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매림 2월�중순 ~3월�중순

예로부터�매화의�명소 로�알려진�긴유지
절이다. 2월�중순~3월�중순이�제철이다.
긴유지�절
☎072-483-8191（센난시�산업관광과）
교통 JR한와선 ‘이즈미스나가와’역에서�센난시
커뮤니티버스�환승, ‘긴유지’ 버스정류장
하차, 도보�바로

공장�야경

❷다루이�사잔비치
☎072-483-8191
（센난시�산업관광과）
교통�난카이혼선 ‘다루이’역�도보�약 10분

❹단노와해수욕장(도키메키�비치)
☎072-494-2141
（단노와해수욕장�관리조합）
교통�난카이혼선 ‘단노와’역�도보�약 12분

❸

❶우시다키산
☎072-436-0914
（기시와다시�관광진흥협회）
교통 난카이혼선 ‘기시와다’역에서
난카이버스�환승, ‘우시다키산’
버스정류장�하차, 도보�바로

봄에는�벚꽃, 여름에 �는�바다, 가을엔�단풍,
센슈의�사계절은 표정이�풍부하다.

❶니시키노하마해수욕장
☎072-432-3022
（니시키노하마�관광협회）
교통 난카이혼선 ‘니시키노하마’역�도보�약 15분

❸하코츠쿠리�해수욕장(피치피치�비치)
（하코츠쿠리해수욕장�관리조합）
☎072-476-3319
교통�난카이혼선 ‘하코츠쿠리’역�도보�약 15분

❸

8월

❷

❸

일루미네이션 12월�하순 ~1월�상순

크리스마스�등�겨울�이벤트와�함께�일루미네이션을
볼�수�있는�시설이�많이�존재한다.

❶사카이 일루미네이션 (사카이시청 앞)
☎072-228-1101（사카이시청）
교통 난카이 고야선 ‘사카이히가시’역 도보 약 5분
❷린쿠 프레미엄 아울렛
☎072-458-4600
교통 난카이, JR ‘린쿠타운’역 도보 약 6분

겨
울
❶

❸나미키리 홀
☎072-439-4173
교통 난카이혼선
‘기시와다’역
도보 약 10분

❷
❸

완전단골
코 스

전통문화
체험코스

❷
❷닌토쿠천황능고분

자세한 내용은 P06

한시간
한 바퀴 스♪
코
트
데이

❸
❸사카이
리쇼노모리

다도체험으로 조화의 마음을 느끼자
사카이 출신의 센노리큐와
요사노 아키코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다도 체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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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P11

VR영상으로 상공에서
고분을 보자! 최고로멋지다!

닌토구천황능고분에�인접해�있는�다이센�공원
중 심에�세워져있는�박물관이다. 전시실에는
고대, 중세기, 근세, 근 대의�코너가�있고
시대별로�사 카이역사 를�알기�쉽게�소개하고
있다.ＶＲ기술로 3 0 0 ｍ 상공과�건축�당시의
모습을 360도로�볼�수가�있는 ‘닌토구천황릉고
분ＶＲ투어’가�인기�있다.

❹간코 기시와다고후소
❹

아름다운 정원과 식사를 즐기자
기시와다에서 재력을 얻게 된 데라다씨의
저택에서 아름다운 회전식 정원과 더불어
식사를 즐길 수 있다 .

델
모
퀴
C
바
둘러보 는 M o d e l o u rs e
한

센슈를

터 전통문화를
완전 단골 코스부
설까지, 센슈를
시
는
있
수
체험할
스를 소개
코
만끽할 수 있는

Sta r t

난카이‘난바’역

자세한 내용은 P04

별명 ‘치키리조’라고도 불리는 성이다.
정원은 국가지정 명승에 선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P09

☎072-245-6201
주소 사카이시 사카이구 모즈세키운초
2초 다이센 공원 내
교통 JR한와선‘모즈’역
도보 약 6분

완전단골코스

센슈에서 으뜸가는 명성을 방문하다

하모노 박물관과 선향, 자전거 등,
사카이의 전통산업을 소개한다.

❶ 사카이시박물관

사카이시박물관장

❺기사와다성
❺

사카이에 전해내려오는
공예품을 알자

VR로
역사 산책

거대한 고분을 옆에서 볼 수 있다

거 대 한 � 고분 을 � 가까 이 에 서 � 볼 � 수 � 있 고 쿠 푸 왕 의
피라미드와, 진의�진시황릉과�더불어�세계 3대�고분�중
하 나 이 다. 참 배 하기 � 전 에 � 엄 숙 한 � 분 위 기 � 속 에 서
가까이에서�볼�수�있다.

❶ 사카이전통산업회관

난카이버스‘하나다구치’버스정류장＝
JR한와선‘사카이시’역＝
JR한와선‘기타시노다’역→
도보 약5분

❸사카이 리쇼노모리

도보 약10분→난카이혼선‘사카이’역＝
난카이혼선 ‘다코지조’역→도보 약3분

❹간코 기사와다고후소

❻
❻기시와다
딘지리회관
단지리의 역사를 배우자

센슈에서 으뜸가는 축제, 기시와다 단지리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P14

난카이‘난바’역

도보 약10분

❷닌토쿠천황능 고분

의 거리가
기시와다
눈
한 에!

Sta r t

난카이‘난바’역＝
난카이혼선‘사카이’역→도보 약15분

도보 약15분→난카이‘미쿠니가오카’역
＝난카이버스 기타노다선 ‘슈크인’
버스정류장→도보 바로

자세한 내용은P07

전통문화체험코스

난카이‘난바’역＝난카이 고야선
‘미쿠니가오카’역→도보 약 15분

❶사카이시박물관

험을
단지리 체 .
다
할수있

코 스

도보 바로
도보 바로

❺기사와다성

❻기시와다 단지리회관

도보 약7분→난카이 ‘다코지조’역
＝난카이혼선‘난바’역

난카이‘난바’역

❷일본인조진주유리
세화공업조합

인조진주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자
이즈미시의 특산품인 ‘이즈미진주’와 ‘이즈미
유리’를 전시 판매하고 있다. 액세서리나 부품
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0725-41-2133
주소 이즈미시 오노이초2-2-19
교통 JR한와선 ‘키타시노다’역 도보 약 5분

❸
❸화과자
시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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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 ‘무라사메’를 여행 기념품으로!
에도시대로부터 이어져온 일본식 과자의
노포이다. 질 좋은 팥과 쌀가루 그리고 사
탕을 넣어 끓인 ‘무라사메’가 명물. 이즈미
팔경 중 하나인 ‘가이우라무라사메’에 관
련시켜 명명하였다 한다.

☎072-422-0055
주소 가이즈카시 니시초7-1
교통 난카이혼선 ‘가이즈카’역 도보 약 7분

❶사카이전통산업회관

최고로
멋지다！

❷ 일본인조진주유리세화공업조합
도보 약5분→JR한와선‘기타시노다’역
＝JR한와선‘오토리’역＝JR하고로모선
‘히가시하고로모’역→도보 바로→
난카이혼선‘하고로모’역＝난카이혼선
‘가이즈카’역→도보 약7분

❸화과자 시오고

도보 약7분→난카이혼선‘가이즈카’역
＝난카이혼선‘니시키노하마’역→
도보 약15분

❹ 쓰게구시공방 쓰지츄상점

도보 약15분→난카이혼선‘니시키노하마’
역＝난카이‘난바’역

난카이‘난바’역

❹쓰게구시공방 쓰지츄상점

최고급‘쓰게구시’의 공방이다.
헤어죽상품중에서는 가히 최고라 불리는
‘쓰게구시’의 공방이다. ‘쓰게구시’
의 판매는 물론 유리 너머로 제조공정도
볼 수가 있다.
☎072-432-5477
주소 가이즈카시 사와389-1
교통 난카이혼선 ‘니시키노하마’역
도보 약 15분

커플

패밀리

코스

코스

❶이즈미사노어협�야외시장

❶기시와다�간칸베이사이드몰
영화부터�쇼핑까지, 즐거움이�가득하다

9개의�스크린을�갖고�있는�간사이�최대�규모의�영화관
은�물론�패션과�맛집까지�어느�것�하나�빠지지�않는
복합�시설이다. 다양한�이벤트도�있어�즐거움이
가득하다.
☎072-436-9955
주소 기시와다시�미나토미도리마치2-1
교통 난카이혼선 ‘기시와다’역�도보�약 10분

❷ 린쿠�프레미엄�아울렛

난카이 ‘난바’역

❶기시와다�간칸베이사이드몰

❷린쿠�프레미엄�아울렛

도보�약 5분

❸마블비치

도보�약 5분→린쿠�프레미엄�아울렛
에서�직통�셔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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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간사이국제공항�전망홀�스카이뷰
무료�셔틀버스�탑승→난카이공항선
‘간사이공항’역＝난카이�난바역

난카이 ‘난바’역

오 사 카 에서 1 , 2위를�다투 는�수 확 량 을�자 랑 하 는
이즈미사노�어항 에서, 그날그날�잡 아 올린�신선한
해산물을�판매한다. 초밥집은�물론�음식점도�있어
그곳에서�바로�신선한�해산물을�맛볼�수�있다.
☎072-469-2340
주소 이즈미사노시�신마치2-5187-101
교통 JR간사이공항선・난카이공항선
‘린쿠타운’역에서 택시로�약 5 분

국내외�인기�브랜드가
모두�모였다

난카이‘난바’역＝난카이혼선
‘기시와다’역→도보�약10분

도보�약10분→난카이‘기시와다’역
＝난카이공항선‘린쿠타운’역
→도보�약 6분

오사카에서�으뜸가는�어항에서
신선한�물고기를!

❸마블비치

는
박력있 린!
크
큰�스

고급�브랜드부터�국내외�인기�브랜드까지
모두�모인�아 울렛이다. 아메리카�항구도시
찰스톤을�이미지�해서�만든�건물�등�리조트
느낌이�물씬�난다.
☎072-458-4600
주소 이즈미사노시�린쿠오라이미나미3-28
교통 JR간사이공항선・난카이공항선
‘린쿠타운’역�도보�약 6분

뭘�살지
고민된다!

하얀�대리석과�소나무로�이루어진�흰모래�청솔을�이미지
한 인공비치이다. 수평선에�저무는�석양은�너무도�아름답
다. 간사이국제공항에�발착하는�비행기도�볼�수�있다.
☎072-469-7717
주소 이즈미사노시�린쿠오라이미나미7-1
교통 JR간사이공항선・난카이공항선 ‘린쿠타운’역
도보�약 3 분

❶이즈미사노어협�야외시장

택시로�약5분→난카이공항선
‘린쿠타운’역＝난카이혼선
‘미사키코엔’역→도보�바로

❷미사키�공원

난카이혼선‘미사키코엔’역＝
난카이혼선‘오카다우라’역→
도보�약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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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사잔피아

도보�약15분→
난카이혼선‘오카다우라’역＝
난카이‘난바’역

❸사잔피아

난카이‘난바’역

지역�특산물�판매소와�음식점이�즐비하다.
‘사시미야’의�붕장어�덮밥�등�요리도�먹을�수
있다.
☎072-482-0277
주소 센난시�린쿠미나미하마4-201
교통 난카이혼선‘오카다우라’역
도보 약 15분

비행기의�이착륙이�눈앞에�보이는�간사이국제공항�전망홀. 관내
에는�비행기�관련�상품�숍이나�기내식�체험�을�할�수�있는�레스토
랑, 비행기�관련이나�공항에�대해�배울�수�있는�뮤지엄도�있다.

☎072-455-2082
주소 이즈미사노시�센슈쿠코키타1번지�간사이국제공항�전망홀�스카이뷰
교통 JR간사이공항선・난카이공항선‘간사이공항’역�하차�제1터미널빌딩에서
셔틀버스 운행

모델�코스를�효율적으로�돌아볼�수�있는�교통수단
자세한�정보는
여기서
작은�반경에서�움직이기에�편리한
것은�뭐니뭐니해도�자 전거이다.
센슈의�주요한�역에서�자전거�대여
가�가능하니�느긋하게�둘러보자.

자세한�내용은P10

난카이‘난바’역, JR‘텐노지’역

마블비치�앞에�있는
센난시의�종합교류거점

자전거�대여

가족
과
즐기 �함께
자

돌고래쇼부터�동물원, 유원지까지,
여름에는�수영장도�있는�종합�레제랜드이다.
잔디밭�광장도�있어�도시락을�갖고�가서�먹어
도�기분이�좋다.

신선한�식재료에
입맛을�다신다

날아오르는�비행기를�가까이에서�볼�수�있다

렌터카�대여

자세한�정보는
여기서
이동거리가�좀�있는�경우는�자동차
대여를�추천한다. 하루 7,0 0 0엔
정 도 의 � 저 렴 한 � 가 격 에 � 빌릴 � 수
있는�가게도�많기에�편리하다.

알뜰한�티켓�정보

오사카�주유�패스 티켓
3,200 円（어른권�만）

티켓과�쇼핑, 유엔지�등에서�유용한�알뜰정보를�체크하자!

난카이�확장판

난카이전철의�오사카부�내�전노선
Osaka Metro 전노선
Osaka City Bus 전노선
※일부�노선�제외

민영�철도�각선의�오사카�시내
에리어 1일�프리�패스

Osaka Free Wi-Fi

마음껏�놀�수�있는
레저랜드

난카이‘난바’역�또는
JR‘텐노지’역＝‘린쿠타운’역
→택시로�약5분

석양이�아름다운�절경�스폿

❹간사이국제공항�전망홀�스카이뷰

Osaka Free Wi-Fi

❷미사키�공원

특전

관광지�할인특전�쿠폰포함

※IKEA 츠루하마�행�버스�및�유니버설�스튜디오�재팬 ® 행�버스

티켓
Rinku Premium
Outlets Stopover Ticket
난카이난바역 → 린쿠타운역 → 간사이쿠코역
또는, 간사이쿠코역 → 린쿠타운역 → 난카이난바역

1,710 円

원가2,130엔→

（어른권�만）
※특급권�포함은�판매�없음

전차�할인�승차권

원가 에서

20%

약

할인！

린쿠프레미엄�아울렛
1,000엔치�쇼핑권

※구매는WEB에서. 티켓�교환은 ‘난카이난바’역�또는
‘간사이쿠코’역에서

판매장소 난바,신이마미야, 스미요시다이샤, 사카이, 하고로모, 이즈미오츠, 기시와다, 이즈미사노, 간사이공항,
스미요시히가시, 사카이히가시, 키타노다, 카와치나가노�등�각역

미사키�공원�와쿠와쿠
예:난바역에서
원가3,930엔→
円
（소인은1,620엔）

2,450

티켓

※연간한정판매

※왕로�편도만�포함되어�있는�특급사잔
지정석권도�있음

전차�할인�왕복승차권

원가 에서

37%

약

할인！

미사키�공원�입장권
어틀랙션�포인트
(1,000Mipo) 교환권
※상기�정보는 2018 년 2 월의�정보입니다.

간사이국제공항�오시는길�지도
難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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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공항
자동차도

이즈미사노JCT

마츠바라
JCT

사카이JCT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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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난

린쿠
JCT

스케마츠JCT

기

간사이국제공항

이

역

완간선

간사이국제공항

전차로�약 30분
차로�약 30분

전차로�약 15분
차로�약 20분

전차로�약 30분
차로�약 35분

사카이역
기시와다역
미사키�공원역

센슈�에리어
광역 지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