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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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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

사찰

음식점

온천

미술관 전망 포인트

  ! 
 

진짜 일본을 만나는 이야기마쿠라자키시에  오시는  길

대여자전거

마쿠라자키시
광역 지도

규슈 자동차도로 가고시마 IC → 이부스키 스카이라인 → 
현도 20호선(미나미사쓰마시 방면) → 난사쓰 종단도로 
→마쿠라자키시(약 90분)

［2시간］500엔
［이용 시간］9：00～ 17：00

0993-78-3500（마쿠라자키역 앞 관광안내소）

이부스키마쿠라자키선 가고시마추오역 → 
마쿠라자키역(약 150분)

가고시마추오역 → 마쿠라자키(약 100분)

가고시마 공항 → 마쿠라자키(약 105분)

※시간은 대략적인 이동 시간입니다.

M A K U R A Z A K I  C I T Y

MAKURAZAKI  CITY  PROMOTION  VIDEO

문의

(우)898-8501
가고시마현 마쿠라자키시 지요다초 27

전화: 0993-72-1111

시청 수산상공과 관광교류계
(우)898-0014
가고시마현 마쿠라자키시 히가시혼마치 200

전화: 0993-78-3500

마쿠라자키역 앞 관광안내소 마쿠라자키시 관광 정보 사이트

마쿠타비

http://makutabi.jp/

검색

225

이부스키 스카이라인

가고시마추오역

가고시마 IC

다니야마 IC

마쿠라자키역

미나미사쓰마시

미나미큐슈시

이부스키시

가고시마시

마쿠라자키시

지란카네야마
스이샤 IC

미나미큐슈카와나베
IC

가와나베 IC

세계적인 일식 붐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맛국물’의 뿌리 마쿠라자키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일본의 원풍경’을 만나는 여행을 약 10분간의 

영상으로 압축한 마쿠라자키시 홍보 영상을 공개 중!

시설 문의처

❶ 시청 수산상공과
　 관광교류계

　 0993-72-1111
❷ 마쿠라자키 생선센터
　 0993-73-2311
❸ 사쓰마주조 메이지구라
　 0993-72-7515
❹ 난메이칸
　 0993-72-9998
❺마쿠라자키시 가다랑어공사
　 0993-72-7021
❻ 마쿠라자키 수산센터
　 0993-73-1092
❼ 나기사 온천
　 0993-72-5080

動画配信中！
마쿠라자키시 관광 PV 검색

알려지지 않은 마쿠라자키시의 매력을 찾아가는 10분간... 동영상은 여기에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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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보조 자전거는 마쿠라자키 
관광안내소 또는 마쿠라자키 
생선센터에서 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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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야외 미술관(옥외 예술 작품 전시)

전망 포인트

관광안내소 음식점

자전거 대여 호텔∙여관

2013년에 새로운 역사가 오픈. 본토 

최남단의 시발∙종착역으로서 많은 철도 

팬들이 찾아온다. 야마사치히코의 

입상과 36대 기무라 쇼노스케의 역 

간판 등 볼거리도 체크.

관광 모델 코스

마쿠라자키 음식 가이드

마음을 사로잡는
경승지

추 천 !  이 벤 트  정 보

일본 최남단의 시발∙종착역

음식의 뿌리를 찾아간다 소주 양조의 고향 미나미사쓰마

일본에서 손꼽히는 차 생산지

곤카쓰 프로젝트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절경 노천탕

풍경 속에 예술이 있는 거리

가쓰오부시 공장 견학

다테가미 바위 너머로 지는 석양

가쓰오부시의 도시 만끽 투어

맛국물 시음회

메이지구라 본격 고구마소주
▲규슈 유일의 3자짜리 폭죽혼카레부시의 단면은 보석처럼 빛난다

▲

‘다시마’와 ‘가다랑어’를 
사용한 오리지널 
레시피도 개발 중 

▲

연분♡맛국물 메밀국수

▲하트 모양의 돌을 찾아보자!

인기 추천 코스 예술 만끽 코스연분 코스

가쓰오부시 깎기 체험

홍차 일본 전래지 사쓰마주조 메이지구라•본격 소주

사쓰마 반도의 최남단 항구도시 

마쿠라자키.

옛날부터 원양 가다랑어 어획량과 

가쓰오부시 생산량에서 일본 제일을 

자랑하는 이 도시는 일식의 기본이 

되는 ‘맛국물’의 고향입니다.

푸른 바다와 빛나는 해산물, 그리고 보석 같은 가쓰오부시는 

마쿠라자키의 커다란 매력입니다. ‘일식의 고향’ 마쿠라자키에서 

배도 채우고 마음도 채워 보자!

신선한 생선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항구도시의 매력.
이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의 매력을 즐겨 보세요!

메이지 시대, 일본 최초로 

대엽종이라는 홍차의 원목이 

들어왔고, 이 원목에서 다수의 

우수한 일본산 홍차의 품종들이 

탄생되었다. 

흑돼지의 뿌리 가고부타

버크셔 종을 개량하여 탄생한 

‘가고부타’가 일본 최초의 

돼지고기 브랜드로 인정받았고, 

가고시마 흑돼지의 출발점이 

되었다.

가고시마 소주의 대표 브랜드 ‘사쓰마 시라나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메이지구라는 공장 견학이 가능하며, 소주 양조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다양한 브랜드의 본격 고구마소주를 시음해 볼 수 있습니다.

가다랑어 짚불구이 
체험
마쿠라자키 생선센터에서는 

짚불구이로 가다랑어의 

다타키를 만드는 공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쿠라자키 아침시장

매월 한 번 개최되며, 마쿠라자키의 

신선한 해산물과 농산물이 

다양하게 판매된다.

히노카미 공원∙다테가미 바위

다테가미 바위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절경 

포인트. 야영객들로 붐비며, 여름의 유수 

수영장도 인기.

나기사 온천

아오조라 미술관
도시 자체를 미술관으로 꾸며서 관광객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도록 입체 작품을 거리에 설치해 놓았다.

난메이칸(미술관)
마쿠라자키시를 조망할 수 있는 나지막한 언덕에 자리한 미술관. 

향토 작가의 작품과 예술전 등의 수상 작품, 다시로 컬렉션

(야마구치 다케오, 에비하라 기노스케 등)을 전시하고 있다.

마쿠라자키역

차밭의 풍경

차의 일대 생산지 마쿠라자카시에서는 가이몬다케 

산이 바라보이는 나지막한 언덕 일면에 차밭이 

펼쳐져 있어 웅대한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쓰마 구로시오
‘기바란카이’
마쿠라자키 항구 축제
풍어와 무사를 축하하며 매년 

여름에 개최. 시민들의 춤 공연과 

미코시 퍼레이드, 밤에 개최되는 

불꽃놀이는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가다랑어 축제
어린이 날에 아이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개최되는 축제. 

가쓰오부시와 외줄낚시 

대회로 성황을 이룬다.

혼카레부시

마쿠라자키의 가다랑어와 가공품, 

농산물 등 마쿠라자키의 먹거리가 

한자리에 모인다. 생선가게에서 

산 생선을 점포에서 회로 떠서 

먹을 수도 있다.

마쿠라자키 생선센터

수분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수 

개월에서 1년에 걸쳐 햇볕에 

말리기를 반복하고, 4번 이상 

곰팡이를 피우는 공정을 거쳐 

만 들 어 지 는  가 쓰 오 부 시 를  

‘ 혼 카 레 부 시 ’

라고 한다.

가다랑어 라면

혼카레부시를 듬뿍 넣어 만든 

맛국물을 사용하며, 여러 

종류의 가다랑어 맛을 즐길 수 

있는 현지 라면. 개운한 맛이 

특징.

마쿠라자키 가다랑어 
대뱃살 덮밥

가다랑어의 대뱃살을 사용한 튀김이 

대담하게 덮밥에 담긴 호쾌한 일품. 

음식 그랑프리도 달성.

마쿠라자키 
가다랑어잡이 어부밥

어부밥을 힌트로 하여 개발한 

주옥 같은 가다랑어 요리. 

가고시마의 상점가가 개최한 

요리 그랑프리에서 2연패를 

달성하였다.

마쿠라자키시의 상징인 ‘다테가미 

바위’ . 석양과 겹치는 계절에는 양초 

바위라고도 불리며,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은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을 

매료시킵니다.

거리에 가쓰오부시의 향이 감도는 운치 있는 항구도시에서 예술과 

역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여행을 떠나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본 제일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마쿠라자키의 

가쓰오부시는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일식’

을 세계에 올바르게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에서 가쓰오부시의 미래와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

일식의 주역 ‘맛국물’의 매력

마쿠라자키시 히가시혼마치 200
0993-78-3500(마쿠라자키역 앞 관광안내소)

마쿠라자키시 마쓰노오초 64
0993-72-1111(마쿠라자키시청 수산상공과 관광교류계)

야마테초 175
0993-72-9998(난메이칸)

다치가미혼마치 26
0993-72-7515(사쓰마주조 ‘메이지구라’)

이와도초 217
0993-72-5080
(나기사 온천)
8:00-22:00(연중 무휴)

마쓰노오초 33-1
0993-73-2311
(마쿠라자키 생선센터)

마쓰노오초 33-1
0993-73-2311
(마쿠라자키 생선센터)

마쿠라자키 해안도로
0993-72-1111
(마쿠라자키시 수산상공과)

마쿠라자키 해안도로
0993-72-1111
(마쿠라자키시 수산상공과)

시오미초 266
0993-72-3341
(마쿠라자키 아침시장 
출점자협의회)

바위로 이루어진 노천탕에서는 

다테가미 바위와 동중국해로 

지는 석양을 감상할 수 있어 

환상적인 경치를 즐길 수 있다.

마쿠라자키역

약 15분 약 5분

마쿠라자키역

약 15분 약 5분

아오조라 미술관(예술 거리)

약 15분 약 5분

사쓰마주조 메이지구라
약 15분 약 5분

난메이칸

사쓰마주조 메이지구라

약 15분 약 5분

평화 기념 전망대

히노카미 공원

약 10분 약 5분

아메노미나카누시 신사(묘켄 신사)

약 15분 약 5분

미나미카타 신사

사쓰마주조 메이지구라

마쿠라자키 생선센터 나기사 온천

‘좋은 인연을 찾는 소원 바위’가 있고, 3
번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천천히 예술의 
세계를 즐기자.

‘연분’의 도시 마쿠라자카시의 연분 
명소를 돌아보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 
보자.

약 15분 약 5분

가쓰오부시 공장군

훈연 연기가 피어 오르는 가쓰오부시 
거리 고유의 풍경을 볼 수 있다.

마쿠라자키역

약 10분 약 5분

아오조라 미술관(예술 거리)

마쿠라자키는 예술로 넘친다. 혼신을 다한 
다양한 예술 작품을 피부로 느끼는 여행을 
떠나 보자.

바닷바람 산책 코스

활기 넘치는 가쓰오부시 공장 거리와 
바닷바람을 느끼면서 ‘마쿠라자키의 
분위기’ 속에서 마음의 휴식을 취해 보자.

부부 도리이가 있고, 참배를 하러 오고 갈 때 각기 
다른 도리이를 통과하면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

최북단과 최남단의 시발∙종착역이 자리한 

홋카이도 왓카아니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한 

마쿠라자키시. 두 도시에서는 특산품 

‘다시마’와 ‘가쓰오부시’에서 이름을 붙인 

‘곤카쓰 프로젝트’를 실시 중. 두 도시 간의 

교류와 관광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민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고 있다.

약 3분 약 5분

약 3분 약 5분

약 3분 약 10분

S T A R TS T A R T S T A R TS T A R T

가쓰오부시
일본 제일의 항구도시

　 생선 전문 나니와
　 0993-72-0481
　 마쿠라자키의 맛집 이치후쿠
　 0993-72-3347
　 전망 레스토랑 부엔
　 0993-73-2311
　 게도가와 비어 하우스
　 0993-72-4741
　

　 다이토쿠
　 0993-72-0357
　 기쿠야식당
　 0993-72-0377
　 요리주점 주방 후쿠로
　 0993-72-2812
　

　 ABC.
　 0993-72-9151
　 생선 전문 만보
　 0993-72-0114
　 초밥 장인 고조
　 0993-72-8089　

다테가미 바위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절경 

포인트. 야영객들로 붐비며, 여름의 유수 

수영장도 인기.

바다를 건너간 가쓰오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