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레시 관광 가이드북

K U R E
바다빛

역사의 회랑

구레

AR 가이드북

Kure
BAY AREA

구레항 지역

항구도시 구레의 여행은 이 곳에서 시작된다.
건조중인 대형 유조선과 수많은 크레인, 그리고
항구를 오가는 배들. 바닷바람이 역사의 향기를
실어 나른다. 그런 구레항을 천천히 산책해 보
자!

평화의 소중함과 과학기술을 위대함을 오늘에 전하는

야마토 뮤지엄

JR 구레역

구레에서 건조된 세계 제일의 전함 ‘야마토’ 를 충실히 재현한 1/10 전함 ‘야마토’ 를
시작으로 제로센 , 인간어뢰 ‘카이텐’ 등 대형자료를 전시 . ‘야마토’ 를 통해 구레의
역사와 평화의 소중함 , 과학기술의 위대함을 오늘에 전합니다 .

구레 관광정보 플라자

야마토 뮤지엄(구레시 해사 역사 과학관)

AR 가이드북

자유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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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구레시 타카라마치 5-20
( 시간 ) 9:00~18:00( 입관은 17:30 까지 )
( 휴일 ) 화요일 ( 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휴관 )
GW( 골든위크 , 4/29~5/5) 와 여름방학 기간 및 연말연시는 무휴
( 요금 ) 어른 ( 대학생 이상 ) 500 엔 (400 엔 ), 고교생 300 엔 (200 엔 ),
초중학생 200 엔 (100 엔 )
※ ( ) 안은 20 명 이상일 경우의 단체 요금
( 주차장 ) 약 285 대 ( 유료 ) ☎ 0823-25-3017

관광버스
주차장
(마린빌딩 안)

P

테츠노쿠지라(강철고래)관

2

야마토 뮤지엄
야마토의 시종 4

1
구레 츄오 산바시 터미널

(연인들의 성지)

야마토 부두 3

01 ×Kure BAY

구레항

육지로 올라온 잠수함은 박력만점!

테츠노쿠지라(강철고래)관
일본에서 유일하게 실물 잠수함을 육상에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 .
잠수함 내부를 일반공개하며 해상자위대의 역사와 소해정의 활약 등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

2

테츠노쿠지라(강철고래)관 (해상자위대 구레 사료관)

●주소 / 구레시 타카라마치 5-32
( 시간 ) 9:00~17:00( 입관은 16:30 까지 )
( 휴일 ) 화요일 ( 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휴관 ), 12 월 29 일 ~1 월 3 일
( 요금 ) 무료
( 주차장 ) 야마토 뮤지엄 옆 주차장 등 ( 유료 ) ☎ 0823-21-6111

3

야마토 부두

전함 ‘야마토’ 의 앞간판 이미지를 살려 만든 공원 .
과거 야마토를 건조한 조선소와 이곳을 지나는 여러 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

●유시오형 잠수함‘아키시오’
길이 : 76.2m(점보 제트기와 비슷) 높이 : 16.3m(5층 건물의 높이에 필적함) 무게 : 2,250톤
★쇼와 60년(1985년)에 진수한 유시오형 잠수함은 여러 임무를 수행하고 헤이세이 16년(2004년)
3월에 제적됐다.

연인과 함께 종을 울리면
사랑이 이뤄진다는 소문♥︎

4

야마토의 시종

연인의
성지로!
확정

야마토 뮤지엄의 바다쪽(서쪽)에 있습니다.

Kure BAY× 02

구레의 거리를 걷고 있으면 조금 어깨가 펴지게 된다.

Kure City
Central AREA

이 풍경 속을 해군 아저씨가 걷고 있었기 때문일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리운 거리.

구레 중심 지역

海上自衛隊第1潜水隊群司令部のすぐそばにあり、日本で唯一間近で潜水艦を
見ることができる公園で運がよければ沢山の鉄のくじらが見られます。

5

아레이 카라스코지마

일본에서 유일하게 잠수함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공원. 주변은 구 일본 해군 공창인 벽돌 건조물
이 늘어선 고풍스런 분위기이며 과거 어뢰를 올리고 내리는데 사용했던 크레인도 볼 수 있습니다.

(교통편) 구레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구레 쿠라하시지마선 또는 아가온도노세토선’또는‘구레탄’승차,
‘잠수대 앞’하차. 도보 1분
(주차장) 일반차량 41대, 버스 10대(무료) ☎0823-23-7845(구레 관광정보 플라자)

6

7
역사가 보이는 언덕
이리후네야마 기념관
(구 구레 진수부 사령장관 관사) 전함‘야마토’를 건조한 도크 유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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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
관내에 위치한 구 구레 진수부 사령장관 관사 해 메이지 이후의 구레의 역사를 상징하는
는1905년(메이지 38년)에 건축될 당시의 자료 공장군(구 구레 해군공창 유적)을 한 눈에 바
가 발견되면서 당시의 모습을 복원한 것으로 일 라볼 수 있으며 시키구비, 아아 전함 야마토
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서양식 건물 의 탑 등이 있습니다.
부분의 벽과 천정에는 킨카라카미가 장식돼 있 (교통편) 구레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구레 쿠라하
어 한 번쯤 찾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시지마선 또는 아가온도노세토선’또는
(시간) 9:00~17:00
(휴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휴관),
12월 29일~1월 3일
(요금) 어른(대학생 이상) 250엔(200엔), 고교생
150엔(120엔), 초중학생 100엔(80엔)
※ ( )안은 20명 이상일 경우의 단체요금
(교통편) 미술관 거리와 같음
(주차장) 약 122대(유료) ☎0823-21-1037

‘구레탄’승차,‘시키구비 앞’하차, 도보
3분
(주차장) 없음

해상자위대 구레 지방총감부
제1청사(구 구레 진수부 청사)

1907년(메이지 40년)에 준공된 지하1층, 지
상 2층의 벽돌 석조 건축으로 벽돌과 화강암
의 조합으로 아름다운 색조를 연출하는 구레
를 대표하는 벽돌 건물. 매주 일요일에 일반
공개 됩니다.(견학 무료)
(시간) 매주 일요일
10:30~11:30 13:00~14:00
(교통편) 구
 레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구레 쿠라하
시지마선 또는 아가온도노세토선’ 또는
‘구레탄’승차,‘총감부 앞’하차, 도보 1
분
(주차장) 사전 확인 필요
☎0823-22-5511
(해상자위대 구레 지방총감부 홍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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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일반공개

해상자위대 구레 기지는 매주 일요일에 1척의
함정을 일반공개 하고 있습니다. 기지 내부와
함정 외관은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공개되는
함정은 매주 바뀌기 때문에 몇 번을 방문해도
질리지 않는 매력이 있습니다.
(시간) 매주 일요일
10:00~ 13:00~ 15:00~
※20분 전부터 접수를 시작하니 케이센보리
정문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기지 내부에 주차장 있음
※10인승 이상의 큰 차량이 진입하기 위
해서는 사전예약 필요.
☎0823-22-5511
(해상자위대 구레 지방총감부 홍보계)

추천 내 여행시간
■터벅터벅 로맨스 코스
구레역

도보
약 5분

■호위함 견학코스
구레역

버스
약 8분

아가・온도노세토선

당일/약 5시간

야마토 뮤지엄
테츠노쿠지라(강철고래)관

도보
약 15분

역사가 보이는 언덕

도보
약 10분

이리후네야마 기념관

도보
바로 옆

미술관 거리

도보
약 15분

구레역

일요일 한정/약 3시간

총감부 앞
해상자위대 구레 지방총감부
제1청사 일반공개

3번 승차장

03 ×Kure City Central

버스
약 4분

잠수대 앞

도보

아레이 카라스코지마

바로 옆

해상자위대 함정 일반공개

버스
약 15분

구레역





미술관 거리・오쇼관

(요금) 무료
(교통편) 구
 레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나가노키 나
가사코선’승차,‘나가사코쵸’하차 바로
옆
(주차장) 약7대(무료)
☎0823-25-1362(구레 해군묘지 현창 보존회)

(교통편) JR 구레역에서 도보 13분
구
 레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구레 쿠라하시
지마선 또는 아가온도노세토선’승차,‘메가
네바시’하차, 도보 3분, 또는‘구레탄’승차,
‘이리후네야마 공원’하차 바로 옆
(주차장) 122대(유료)





료죠의 200계단

(교통편) 구
 레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산죠니코 나
가사코 순환선’또는‘텐노 카와지리선(텐
노 방면)’승차,‘산죠 3쵸메’하차, 도보
10분
(주차장) 없음

(시간) 10:00~17:30
(휴일)매주 화요일(여름방학 기간 제외), 12월 31
일~1월 3일
(요금)일반(대학생 이상) 300엔, 초중고교생 200
엔
(교통편) JR 구레역에서 도보 10분
구레역 앞에서‘구레탄’승차,‘나카도리
3쵸메’하차 바로 옆
☎0823-36-3902



쿠라모토도리의 포장마차

일본 전국에서도 보기드문 전기와 상하수도
가 정비된 포장마차 거리. 창작요리 등을 맛
볼 수 있는 멋진 가게와 옛 모습을 간직한 가
게 양쪽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밤의 관광 명소
입니다.

(교통편) 구레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히라하라 경
유 야케야마쿠마노나와시로선’승차,‘진
야마토게’하차, 도보 약 1시간 30분
(교통편)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30분
(주차장) 약 6대(무료)

本通7丁目

야스미야마 신도
나가사코쵸

주공방 세세라기
(주조공장 견학)

쿠라모토도리의 포장마차 



료죠의 200계단

구레선

구레역 앞

 야마토 갤러리 제로

관광버스 주차장
(마린 빌딩)

呉線

나카도리 3쵸메

현도 174호

테라모토 공원

야스미야마 신도
국도 185호

6이리후네야마 기념관
국립병원기구 구레 의료센터

(구 구레 해군병원)

P

구레 관광정보
플라자(2층) P

구레 IC

구레 시청 국도 185호

↓

구레역

야마토 뮤지엄

↓구레 시가지 방면

 미술관 거리·오쇼관

관광버스 주차장

이리후네야마 공원

미술관 거리

츄오산바시
(야마토 뮤지엄 앞)

↓

니코가와

구레역 앞
버스
터미널

산죠 3쵸메

료죠 소학교
文

↓

현도 174호

至竹原·三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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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감부 앞

해상자위대
구레 지방총감부 제1청사
↓

츄오산바시

미야하라 소학교

시키구비 앞

구레항

↓

(시간) 9:00~16:00
(휴일) 토・일・휴일, 연말연시(12/28~1/4)
(요금) 무료
(교통편) 구레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텐노 카와지
리선(텐노 방면)’승차,‘해상보안대학교
입구’하차, 도보 10분
☎0823-21-4961(해상보안대학교 총무과 총무계)

구레 공제병원

렌가도리

↓

1980년(쇼와 55년)에 해상보안청 창설 30
주년을 기념해 건설됨. 자료관 내부에는 퇴
역한 순시선이나 헬리콥터 등의 사진과 현역
순시선의 모형 등 약 1,000점의 전시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쿠라모토도리

구레시 중앙도서관
구레시 문화홀

해상보안자료관



혼도리

이마니시도리

구레 시청
시 체육관
중앙공원

하이가미네

↓

구레 IC 재판소

등산로 입구

呉市街地

히로시마 방면
클리어라인
(히로시마 구레 도로)

 나가사코 공원

테라모토 공원

니코 야구장

이시역
카와라
방면
시마
로
히

하이가미네

표고 737m, 구 해군 고각포대 유적이 전망
대로 정비돼 360도의 장대한 파노라마를 즐
길 수 있습니다. 항구도시를 한 눈에 내려다
보는 아름다운 야경은 일본 주고쿠・시코쿠
지역 3대 야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빛으로
이어진 선이‘구레’라고 읽히면 그 야경을
함께 바라보던 커플은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소문도 있는 로맨틱한 장소입니다.

(교통편) JR 구레역에서 도보 10분
구레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시청 타카
라마치 순환선’승차,‘츄오 3쵸메’하차
바로 옆
(주차장) 시영 주차장 등(유료)
●카 내비게이션 검색/
(구레시 중앙도서관 ☎0823-21-3014)
☎0823-23-7845(구레 관광정보 플라자)



야마토 갤러리 제로

만화가 마츠모토 레이지의 인간적인 매력・창조
력・수용력과 같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갤러리.
우주전함 야마토의 모형 등과 함께 작품 창작의
원점에 관한 귀중한 컬렉션이 전시돼 있습니다.

영화‘우미자루’의 잠수사 훈련장면에서 사
용됐습니다. 돌계단을 오르면 구레항이 한 눈
에 들어오는 멋진 경치가 펼쳐집니다.



나가사코 공원(구 해군묘지)

1890년(메이지 23년)에 해군 군인 등의 묘지
로 개설됨. 영국 수군의 묘를 포함한 개인비와
전함 야마토 전사자비 등의 위령비가 있습니
다.

‘일본의 거리 100선’에도 뽑힌 미술관 거리.
그 거리에 서 있는‘오쇼관’은 해상자위대
구레 음악대 청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습
이 있는 날에는 피아노와 트럼펫 등의 음색
이 거리를 채우곤 합니다. ※시설 내부 견학
은 불가능합니다.

시키구비 앞

7 역사가 보이는 언덕

(구 구레 해군공창 조선부)

 해상보안자료관

구레 탐방 루프 버스

구 레 탄
정류소
운행루트

해상자위대 구레 기지

함정 일반공개

9

잠수대 앞

아레이 카라스코지마

5

잠수대 앞

P

관광버스 주차장

至音戸

Kure City Central× 04

천천히 느긋하게 7개 섬을 돌아보는

아키나다 토비시마 해도

AR 가이드북

hera

섬에서 즐기는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은 언제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준다.

nakano

Toyohama

바닷바람에 흔들리며 빛나는 바다의 모습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다.

Kamagari

바다를 건널 때 마다 두근거림이 커져만 간다…. 섬으로 가자.

okamura
Shimokamagari
Yutaka

시모카마가리

Shimokamagari
지역
AREA

에도시대,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성대한 환영 행사를 벌였
던 시모카마가리섬. 이것을 복원한 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란토카쿠 미술관

일본의 건축양식을 따른 장엄하고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바다나 소나무 등 세토나이카이의 아름다
움을 그려낸 작품들과 이 섬과 인연이 있는 작가
들의 작품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시간) 9:00~17:00
(휴일) 화
 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날 휴
관)
(요금) 어
 른 500엔(400엔), 고교생 300엔(240엔), 초
중생 200엔(160엔)
※( )안은 20명 이상일 경우의 단체요금, 특별전은 별
도 요금
(교통편)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30분
☎0823-65-3066

아키나다 대교

P

산노세 고혼진
예술문화회관

쇼토엔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자료를 전시한 고치소이치반
관, 세계의 등화기를 전시한 아카리노관, 국내외 도
자기를 전시한 도자기관 등이 있습니다.
(시간) 9:00~17:00
(휴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휴관)
(요금) 어른800엔(640엔),

고교생 480엔(380엔), 초중생
320엔(250엔)
※( )안은 20명 이상일 경우의 단체요금, 특별전은
별도 요금
(교통편)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30분
☎0823-65-2900

05 ×Shimokamagari



하쿠세츠로

말차를 즐기는 일본식 방에는 벽이 회전하는
보기드문‘돈덴가에시’가 있습니다.
(시간) 9:00~17:00
(휴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휴관)
(요금) 어른

400엔(320엔), 고교생 240엔(190엔),
초중생 160엔(120엔) ※( )안은 20명 이상
일 경우의 단체요금, 특별전은 별도 요금
(교통편)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30분
☎0823-65-3066

시모카마가리



 란토카쿠 미술관
 하쿠세츠로
란토카쿠 미술관 별관

 쇼토엔

시모카마가리 시민센터
카이에키 산노세키
카마가리 대교

‘일본의 바닷가 100선’에 선정된 아름다운 해변과 숙

카마가리 지역

박・온천・식사・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는 리조트지 입니다.
모시오 만들기 등의 체험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시모카마가리

카마가리 시민센터

 시오사이노 야카타
카마가리

카이에키 산노세키
카마가리
대교

Kamagari AREA

 데아이노 야카타 카마가리

칸쇼엔

워킹 센터
코이가하마

현민의 바닷가 




카마가리 온천
야스라기노 야카타

메구미노오카 카마가리


현민의 바닷가
카마가리 바다와 섬의 공작관
코티지 카마가리

카마가리 천체관측관

현민의 바닷가 해수욕장
카가야키노 야카타
카마가리 고대제염유적
복원전시장



데아이노 야카타 카마가리

카마가리쵸의 관광종합안내소. 특산품 판매
소와 카페 코너, 휴게소가 있으며 전망대에
서 시코쿠 방면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시간) 9:30~17:00(무휴)
(교통편)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35분
(주차장) 약 30대(무료)
☎0823-68-0120



메구미노하마 카마가리

딸기 수확이나 귤 수확, 그 외 여러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 시설입니다.

(시간) 9:00~17:00
(휴일) 화요일, 연말연시
●내용/딸기 수확 1월~5월 경
귤 수확 11월~12월 경 (예약필요)
(교통편)구
 레역 앞 버스 정류장 혹은 히로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토비시마 라이너(카마가리・토
요하마・유타카 방면행 버스’승차,‘영농센
터’버스 정류장 하차, 도보 30분
(교통편)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45분
(주차장) 약 100대(무료) ☎0823-70-7111

토요하마 지역

Toyohama AREA



  카마가리 온천
야스라기노 야카타


현민의 바닷가

‘일본의 바닷가 100선’에 선정된 로맨틱한 해변
인 현민의 바닷가・코이가하마의 일각에 위치한
복합형 리조트. 테니스 코트, 잔디광장, 체육관, 이
벤트 홀 등이 준비돼 있으며 히로시마현 최대규모
의 막스토프 망원경이 있는 천체관측관에서 도심
의 불빛에 방해받지 않으며 아름다운 별자리 산책
을 즐기거나 고대 모시오 만들기 체험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메구미노오카
카마가리

카마가리 고대토기
제염 체험시설

카마가리 온천 야스라기노 야카타

천연 라돈온천. 사우나, 약탕, 제트배스, 저주파
를 이용한 전신욕 등 여러 취향에 맞춘 욕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아키나다의
풍경도 이 온천의 자랑거리 입니다.
(시간) 11:00~20:00
(휴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개관)
(요금) 어
 른 500엔(400엔), 어 린 이 400엔(250
엔)
※( )안은 17:00 이후의 요금
☎0823-66-1126

(교통편) 구레역

앞 버스 정류장 또는 히로역 앞 버스 정
류장에서‘토비시마 라이너(카마가리・토요하
마・유타카 방면행 버스)’승차,‘영농센터’버
스 정류장에서 하차해 도보 25분.(‘카가야키
노 야카타’에서 묵으실 예정인 분들은‘영농센
터’
’,‘코이가하마’,‘오우라’,‘타도’까지
마중을 나가니 한 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편)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45분
(주차장) 약100대(무료) ☎0823-66-1177



시오사이노 야카타

세토나이카이의 신선한 해산물을 여행 선물
로 사 가세요.
(시간) 8:00~17:00(화요일은 정기 휴일)
(교통편)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40분
(주차장) 약 50대(무료) ☎0823-66-1137

신선한 세토나이카이의 해산물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아침 시장이 인기
입니다.

토요지마항



토요하마
가교 기념공원

토요하마대교의 가교를 기념해 건설된 운동
공원으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세토나
이카이의 파도와 같은 이미지로 건설됐습니
다. 넓이는 약 3만㎡로 기념공원 안에는 높
이 13.2m, 폭 15.5m의 정글짐도 있습니다.



구레 토요지마 아침 시장

싱싱한 활어가 풍성. 망으로 건져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간) 매주 토요일 8:00~해산물이 다 팔릴때 까지
(교통편)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50분 (주차장) 약 50대
☎0823-68-2183(구레 토요하마 어업협동조합 청년부)

구레역 앞 또는 히로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토비시
마 라이너(카마가리・토요하마・유타카 방면행 버스’
승차,‘타치바나항’버스 정류장 하차, 도보 약 15분
(교통편)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50분
(주차장) 약20대(무료)
☎0823-68-2211(구레시 토요하마 시민센터)

타치바나항
토요하마 시민센터

(토요지마)

타치바나
쥬몬지
전망대 방면



토요하마 대교

구레 토요지마
아침 시장



가교 기념공원

토요하마
오하마
오하마항

Kamagari&Toyohama×06

유타카 지역

에도시대의 모습이 남아있는 바람과 조류를 기다리던 항구마을

REA
Yu t a k a A

미타라이의 거리

중요 전통 건축물군 보존지구



역사가 보이는 언덕 공원

미타라이 지구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지대에 마련된 공원. 미타라이와 쿠루시마 해협, 시코쿠의 산들
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며 귤 밭 사이를 지나는 산책로를 통해 사계절의 여러 모습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교통편) 구레역

앞 버스 정류장 또는 히로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토비시마 라이너(카마가리・토요하마・유타카 방면행
버스’승차,‘미타라이항’버스 정류장 하차, 도보 약 30분. (교통편)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1시간 20분.
(주차장) 약 10대(무료) ☎0823-67-2278(미타라이 휴게소)

★여기서부터 시작!★
 미타라이 휴게소

 텐만구

(유타카마치 관광협회)

도키와쵸도리



경내에 미타라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스가
하라노 미치자네 공과
인연이 깊은 우물이 있
습니다. 이 우물의 물로
새해 첫 글씨를 쓰면 머
리가 좋아진다고 합니
다.

미타라이 지구의 관광명소를
안내해 주는 고풍스런 외관의
휴게소가 있습니다.
○9:00~17:00
○화요일
(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
음날 휴관)
○0823-67-2278

미타라이의 거리‘중요 전통 건축물군 보존지구’

에도시대에 바람과 조류를 기다리는 항구 마을로 번영한 미타라이에
는 크고 작은 상가, 찻집, 선원용 여관, 신사, 사원 등 에도시대 중기부
터 막부 말기까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건물과 사적들이 다수 남
아 있어 독자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헤이세이 6년(1994
년), 일본 정부로부터 중요 전통 건축물군 보존지구로 선정됐습니다.

(교통편)구
 레역 앞 버스 정류장 또는 히로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토비시마
라이너(카마가리・토요하마・유타카 방면행 버스’승차,‘미타라이항’
버스 정류장 하차 바로 옆
(교통편)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1시간 10분
(주차장) 있음 ☎0823-67-2278(미타라이 휴게소)

태양과 푸른 자연과 바닷바람으로 가득찬

귤 메시지관



만슈지

 와카에비스야

타 이 라 노 키요모리
의 배를 구했다고 전
해지는 관음상이 모
셔져 있습니다. 경내
에는 복을 불러다 준
다고 하는 건강지장
도 있습니다.

유적

(교통편) 구레역

앞 또는 히로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토비시마 라이너
(유타카・토요하마 방면행 버
스’승차,‘단지 센터’버스 정
류장 하차
(교통편)구
 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1
시간
(요금) 무료 (주차장) 있음
☎0823-25-3181(관광진흥과)

귤 메시지관館

(유타카 시민센터 내부)

타카토로 옆의 타이코바시를
건너면 해운의 신이라 불리는
스미요시 신사가 있습니다.
신전은 일본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스미요시 건축이며 봄
이 되면 경내에 벚꽃이 만개
해 이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
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에도 미나토마치 전시관



오쵸 방면



구 시바야 주택








 역사가 보이는 언덕 공원

미타라이 지구

파출소

오키

유타카 유치원

토모

우츠 신사

오사키시모지마




다이토지

만슈지



오이란 공원

 미타라이 거리(전지역)

에도시대에 건설된 산겐
나가야는 당시의 여행객
들이 머물렀던 선원 숙박
지 유적입니다. 미타라이
의 마지막 배목수가‘오쵸
로부네’의 모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으로 유명한 산
죠 사네토미가 쵸슈로 몸을
피하던 도중에 들렸다고 알
려진 건물로 히로시마현의
사적으로도 지정돼 있습니
다.

시치쿄오치
유적

오토메자
카네코테이

텐만구
나카무라
하루키치의 와카에비스야 유적
비
호시노 분페이의 비

 후나야도

 시치쿄오치 유적

에비스 신사

방면

혼토쿠지

07 ×Yutaka

 스미요시 신사

미타라이 휴게소

벤텐샤

사카모토 료마와 나카오
카 신타로도 방문했다고
전해지는‘카네코테이’
입니다.

미타라이의 항구가 번영했
던 에도시대에 유녀가 있
는 숙소 가운데 가장 큰 찻
집이었다고 합니다.

 치사코바토

＊귤 메시지관





1828년에 건조된 방파
제로 아랫부분에는 이 항
구가 천년 만년 번영할
것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학과 거북이 새겨져 있습
니다. 학과 거북을 만지
면 불로장생이 이뤄진다
고 합니다.

귤 메시지관에서는 유타카마치의 귤 농업 역사와 선조들이
귤 농사에 쏟아부은 정열과 노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
시지관 내부에는 유타카마치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요 감귤
8종류의 실물크기 레플리카와 쇼와 40년(1965년) 경의
오쵸지구를 재현한 디오라마 모형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코치사키 신사

 카네코테이

후나야도
타카토로

스미요시
신사

 

 에비스 신사

상업의 신인 에비스가 모셔진 신
사입니다. 본전의 토리이를 잇는
산도가 현도로 분리돼 있어 토리
이만이 바다를 향해 서 있습니
다.

치사코바토

도키와쵸도리



오토메자 유적

쇼와 30년대(1955-1964)까지 극
장과 영화관으로 사용됐으며 그 뒤
오쵸 귤의 선과장으로 사용되고 있
습니다. 극장으로도 여전히 사용되
고 있으며 영화 상영이나 대중연극
공연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라
카와지리・야스

Ya s u u r a
K a w a ji r i＆
AREA
지역

세토나이카이 국립공원 노로산

세토나이카이 국립공원 가운데 고베의 록코산의 뒤를 잇
는 높이 839m.
수많은 섬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움과 저녁 노을을 즐길 수
있는 절호의 장소 입니다.




노로고원 롯지

이라인
사자나미 스카



구레의 산에서 얻어지는 식재료를 만끽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 노로산에서 잡힌 멧돼지
의 보탄나베를 시작으로 제철 식재료를 듬뿍 사용해 마음을 담아 만든 멋진 요리들을
선보입니다.

노로가와 댐

야스우라 역사 민족 자료관
(미나미 쿤조 기념관)





사자나미
스카이라인

JR 구레선

히이케
노로산 비지터 센터
노로산 레스트하우스
별이 내리는 전망대

칸스나게이와
아토역

 카부토이와 전망대
카와지리

콘크리트선
타케치마루

카시와지마

2012년 대하드라마 
‘타이라노 키요모리’촬영지

코호지

아키카
와지리
역

하치마키
전망대

노로타카하라 로지

카부토이와

노로산

간카이유호도

야스우라

미즈시리

오가사네이와
후루사토 임도
카와지리 후데즈쿠리
자료관

야스우라역

야스우라 시민센터

(요금) 홈페이지 등 참조
(교통편) 구레역에서 JR로 약 20분(아키카와지리역 도착), 아키카와지리역에서 도보 약 2시간
아키카와지리역에서 로지까지 무료로 이동할 수 있는 정기 교통편 제공.
(교통편)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1시간(사자나미 스카이라인 경유)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45분(후루사토 임도 경유)
(주차장) 약 200대(무료) ☎0823-87-2390

카부토이와 전망대

그린피아 세토우치 

선샤인 풀
오렌지 비치
사이교안

카와지리 시민센터

카와지리항

그린피아 세토우치
오유토피아
그린피아 세토우치 내부에 위치한 준 천연온천.
여러분의 피로를 풀어 드리는 토골온천과 노천 온
천을 비롯하여 6종류의 욕실이 준비돼 있습니다.
수많은 섬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움과 바닷바람, 녹
색 자연에 마음이 정화되는 편안한 온천입니다.

즐거움이 가득! 숙박 가능한 레져 랜드



그린피아 세토우치

윤택한 자연환경과 온난한 기후를 이용해 만들어진 리조트 시설로 수영장과 해변, 테니
스 코트, 가족 유원지와 잔디광장 등이 정비돼 어린이부터 연장자까지 즐겁게 놀이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눈 앞에는 세토나이카이의 바다가 시야 가
득히 펼쳐져 있습니다. 개방감이 넘치는 세토나이카이의 리조트에서 우아한 한 때를 즐
기시기 바랍니다.
(교통편)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1시간
(주차장) 승용차 1,800대・버스 400대(요금 경・보통차 510엔,
중형차 1,020엔, 대형차 1,540엔)
☎0823-84-6622

(시간) 10:00~23:00(무휴)
(요금) 어른(중학생 이상) 1,020엔(820엔), 어린이(4
세 이상) 510엔(410엔)
※( )안은 16:00 이후의 요금



2012년 대하드라마‘타이라노 키요모리’촬영장소

타이라 씨와 해적의 격렬한 전투 장면이 촬영된 장소로
실제로 사용된 배와 의상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20m급
송선과 대형 일본배 등 모두 8척의 배와 엑스트라 90명
을 동원한 대하 드라마 사상 최대규모의 해상 촬영 장소
가 된 곳입니다. 전체 길이 22m의 송선은 박력 만점!
●전시물
・촬영용으로 제작된 배
송선/22m・ 대형 일본배/15m・ 중형 일본배/10m
・조각배/7m
・실제 사용된 의상・소도구(송검・의상・높은 게타)
・야스우라쵸 주민 촬영 협력 패널전
●견학무료

Kawajiri&Yasuura× 08



온도노세토

타이라노 키요모리가 하루 만에
열었다고 전해지는 온도노세토.
주변에는 키요모리즈카, 온도노
세토 공원,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
비, 타카가라스다이, 히마네키조
등의 명소가 있습니다.
(교통편)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25분
(주차장) 약 110대
(온도노세토 공원 내부・무료)



타이라노 키요모리 히마네키조(타카가라스다이)

온도노세토 공원에서 가장 높은 장소에 위치한 타카가라스다이. 오른손으로 부
채를 높이 든 2.7m의 키요모리 입상이 서 있으며 전망대에서는 빛나는 아키나
다와 곳곳에 펼쳐진 섬들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교통편)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25분
(주차장) 약 110대(온도노세토 공원 내부・무료)

온도 지역

Ondo ARE

A

타이라노 키요모리가 저물어 가는 저녁
해를 부채를 들어 되돌리고
개척했다는 전설이 남아있는 명승지




‘제3 온도 대교’(통칭)

‘온도 대교’
,‘제2온도 대교’와 같은 진홍색 아치 다리 모습을 한
육교입니다.‘제3 온도 대교’위에서는 온도노세토가 한 눈에 들
어옵니다.
(교통편)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30분
(주차장) 26대

09 ×Ondo

온도 관광문화회관 우즈시오

5년에 한 번 개최되는‘키요모리 축제’와 향토민요‘온도
노 후나우타’를 소개하는 시설.
홀과 음식점 등도 마련돼 있습니다.
(시간) 9:30~17:00(입관 무료) 레스토랑은 11:00~21:00
(휴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날 휴관)
(교통편) 구레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구레 쿠라하시지마선’승차,
‘키요모리즈카’하차, 도보 1분
(교통편)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30분
(주차장) 온도 대교 아래 주차장 ☎0823-50-0321



‘일본에서 가장 짧은 항로’온도노 와타리부네

조류의 영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승선시간 약
3분이라는 일본에서 가장 짧은 이 정기항로는 지금도 지
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고풍적인 분위기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요금) 어른 70엔, 어린이 40엔

역
쿠라하시 지



백사장, 청송의 모래해변과 고대로부터 이어진 조선의

AREA
K u ra h a s h i

로맨스가 가득한
만요슈를 떠올리게 되는 명승지

히야마

정상의 큰 바위에서는 360도 모든 방향을 바라볼 수 있으며 시코쿠 산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편) 구레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구레 쿠라하시지마선’승차,‘히야마 등산입구’하
차, 도보 1시간 40분
(교통편)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50분 (주차장) 약 10대(무료)
제2 온도 대교

제3 온도 대교
콘크리트선

미츠고시마
에게야마 공원(벚꽃)

구레 방면

타이라노 키요모리 히마네키조
 (타카가라스다이)

아가 방면
 온도노
와타리부네
 온도노세토

(교통편) 구구레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구레 쿠라하시
지마선’ 승차,‘카츠라가하마・온천관’ 하차
바로 옆
(교통편)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50분
(주차장) 135대(온천관 주차장을 이용・무료)
☎0823-53-2575

키요모리즈카
온도 시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온도
관광문화회관
우즈시오

제 술
1과학교 방면

온도

노미·오키미 방면

오우라사키 공원

하야세 세토

에타지마시
하야세 대교
후지노와키
바이패스
료시다 바이패스

라칸이와



나가토 조선 역사관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목조선 모형을 비롯해 조선과 해운
업에 관한 자료 등을 다수 전시하고 있습니다. 역사관 중
앙에는 1,200년 이상 전의 모습을 복원한 유당사선이 전
시돼 있으며 선내 견학도 할 수 있습니다.

호다이 임도

텐구이와

카츠라가하마

하얀 모래, 푸른 바다, 녹색 송림. 일본의 바닷가
100선에 선정된 백사장에는 옛 모습 그대로의 아
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과거에는‘나가토의
섬’으로 불리며 조선과 해운으로 번영했던 쿠라
하시. 주변에는 조선에 관한 역사관과 전시시설
등도 있습니다.

(시간) 9:00~16:30
(휴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날 휴관)
(요금) 구 어 른 400엔(320엔), 고 교 생 240엔(190엔), 초 중 생
160엔(120엔)
※( ) 안은 20명 이상일 경우의 단체요금
(교통편)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50분 (주차장) 약 135대(온
천관 주차장을 이용・무료) ☎0823-53-0016

쿠라하시

쿠라하시 시민센터



 천연온천 카츠라가하마 온천관
카츠라하마 신사

카츠라가하마

 나가토 조선 역사관


천연온천 카츠라가하마 온천관

카츠라가하마 반대편에 있는 24종류의 증세에 효과가 있는 나트
륨을 포함한 양질의 염화물 온천. 내부에는 레스토랑과 상점도 있
습니다.

카시마의 계단식 논

(시간) 10:00~21:00(평일・토요일) 9:00~21:00(일요일・공휴일)
(휴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날 휴관)
(요금) 중학생 이상 600엔, 초등학생 300엔(유아 무료)
(교통편) 구레시 중심부에서 차로 약 50분
(주차장) 135대
☎0823-53-2575

Kurahashi×10

역시 이거죠! 지역의 먹거리

구레에 오면 구레의 먹거리를!
기간 2014년 11월 1일 ▶ 2015년 10월 31일

‘야마토의 고향 구레’
구레 냉면

가는 우동

먹거리 캠페인

지정 점포에서 캠페인 기간중 야마토 뮤
지엄 입장권 절반, 구레탄 1일 승차권, 렌
탈 자전거 열쇠, 야마토 갤러리 제로 입장
권 영수증을 제시하면 즐거운 특전이 가
득 제공됩니다!!
※단체・기획여행 등 여행사 쿠폰권을 이용하는 고객

여러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리카와노 미소니

해 군 먹거 리
해군 먹거리란⋯
‘ 해 군 먹 거 리 ’는 건 강 한 식 사 를 탐 구 하 는 것 에 서
오무라이스
시작됐습니다.
장기 항해로 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양요리를
도입하는 등의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함내 생활의
몇 안 되는 즐거움 중 하나인 식사를 더욱 맛있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져‘해군 먹거리’가 탄생한
것입니다.‘구 해군과 인연이 깊은 도시 구레’에서는
카레
메이지 해군의 요리 교과서와 쇼와 해군의 함정에서
제공된 요리 레시피 등을 토대로 요리를 복원하기 위한
OC-1 선수권 우승!
노 력 을 하 고 있 습 니 다 . 당 시 의 분 위 기 를 느 끼 며 헤이세이 26년(2014년)의 히로시마현 주최
먹거리를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OC-1 선수권’에서 구레의‘해군 먹거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구의레

특산품

오쵸 귤(유타카마치)

유 타 카·토 요 하 마 의 오 쵸 귤 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깊은
단맛과 상쾌한 풍미가 매력입니다.

11 ×Gourmet

니쿠쟈가

커피

라무네

굴

치리멘(온도쵸 등)

갈치(토요하마쵸 등)
세토의 명도’
로 불리는 토요시마
갈치. 한 마리 한 마리 낚아올린
갈치는 상처가 없으며 아름다운
은색으로 빛납니다.

오타카라 토마토

오쵸 레몬(유타카마치)
유타카는 국산 레몬의 발상지.
감미로운 산미와 신선한 향기.
풍부한 과즙이 특징입니다.

히로칸란

(온도쵸·쿠라하시쵸·야스우라쵸 등)
구레는 깐굴 생산량이 일본에서
가장 많습니다! 겨울에는 각지에서
굴 축제가 개최됩니다. 크고 향기도
농후한 굴이 식욕을 자극합니다.

‘하우스 모모타로’(쿠라하시쵸)
겨울과 봄 토마토의 대명사. 쿠라하시의
‘오타카라 토마토’
는 진한 맛과 깊은
붉은 색, 꽉찬 질감이 특징입니다.

주변의 해역에서 잡힌 정어리
치어를 가공한 것으로 표백하지
않은 자연의 풍미는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이 발상지인 전통 야채
양배추 입니다. 부드러운 잎과 단
맛이 특징입니다.

체험관광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구레에서는 음식 체험, 자연을 느끼는 체험이 가득합니다.
고대의 소금‘모시오’만들기 체험
고대 토기를 이용한 미네랄 소금 만들기.
가정에서도 섬의 맛을 즐기세요.

카마가리 고대 토기 제염 체험시설

(시간) 10:00~15:00(상담 필요/예약 필요)
(요금) 5명 까지 5,000엔
(1명 증가할 때 마다 +1,000엔)
☎080-6304-0197
(모시오노카이 마츠우라 씨)

히메히지키 소금 만들기 체험
약 40분, 손으로 만드는 맛있는 소금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 10:00~16:00(예약 필요)
(요금) 5명 까지 3,000엔
(1명 증가할 때 마다 +500엔)
☎0823-70-8282(카이에키 산노세키)

시모카마가리 카지가하마
카마가리쵸 현민의 바닷가

천체관측

세토나이카이의 경관과 스포츠를 즐깁시다!

국내 최대급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

커터 체험 카누를 타 보자(바다 카약 교실)

(시간) 문의 필요
(요금) 어른 200엔, 어린이 100엔
☎0823-66-1166
(카마가리 B&G 해양센터)

(요금) 350엔(커터 체험)
(요금) 어른 3,000 어린이 2,000엔(시 카약 교실) (요금) 어른 1,000엔(바다 카약 체험)
공통정보
(시간) 9:00~17:30 (휴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휴일)
☎0823-66-1166(카마가리 B&G 해양 센터)

이벤트 정보

카마가리쵸 현민의 바닷가

항구도시다운 열기와 흥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레 항구 축제

4월 29일

구레의 봄을 장식하는 일대 이벤트. 매력 만점의 공연, 국제적인 색채
가 가득한 바자회, 쿠라모토도리에서 개최되는 대형 퍼레이드 등 충실
한 내용을 자랑합니다.

7월 하순 또는 8월 초순 토요일

구레 해상 불꽃놀이 대회

호위함을 배경으로 장대하게 쏘아올려지는 커다란 불꽃은 박력 만점.

10월

조선통신사 재현 행렬

에도시대에 조선통신사가 기항했던 시모카마가리에서 당시의 의상을
입고 역사 기록화와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합니다.

11월

구레 음식 축전

쿠라모토도리를 중심으로 맛있는 먹거리들을 잔뜩 마련해 개최합니
다. 구레가 발상지인‘니쿠쟈가’와‘구레 가는 우동’등 여러가지 맛
을 각종 광장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일루미네이션 로드 구레

12~1월

전함‘야마토’등 구레의 특징을 살린 일루미네이션이 쿠라모토도리
를 감쌉니다. 산책해 보시면 어떨까요.

2월

구레 수산축제

겨울을 알리는 이벤트. 제철 굴을 중심으로 세토나이카이의 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음식 축제입니다.

구레 관광정보 플라자
자유통로
히로시마 방면

JR 구레역

자유통로
자유통로

구레 관광정보 플라자

야마토 뮤지엄
테츠노쿠지라
(강철고래)관

여행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맡겨주세요!!

여행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
겠습니다.
불편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
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
세요.

관광 문의

관광 가이드&자원봉사자

친절한 가이드가 여러 에피소드를 소개해 가며 관광지를 안내합니다.
가이드 희망일 1주일 전에 신청해 주십시오

◎구레 관광 자원봉사자 모임
구레시 전반의 관광안내
◇문의・신청
구레 관광 자원봉사자 모임 사무국
(구레 관광정보 플라자 내부)
TEL 0823-23-7845

◎쿠라하시 관광 자원봉사 가이드 모임

일본의 바닷가 100선‘카츠라가하마’주변시설 관광안내(무료)
◇문의・신청
나가토 조선 역사관 TEL 0823-53-0016

◎유타카마치 관광 가이드
시 간/9:00~19:00
휴관일/12월 29일~1월 3일
장 소/레크레(구레역 남쪽 공동주택동) (JR구레역 2층에서 자유통
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TEL 0823-23-7845

관광안내, 숙박시설 소개, 교통안내, 여행 택시 확보,
관광 자원봉사자 예약 등

유타카마치‘미타라이 거리 보존지구’의 관광안내(유료)
◇문의・신청
유타카마치 관광협회(미타라이 휴게소) TEL 0823-67-2278

간편하고 편리한‘여행 택시’
‘구레’를 관광하는 여러분에게 추천하는‘여
행 택시’. 구레 특유의 관광 명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와 신청은 구레 관광정보 플라
자(TEL 0823-23-784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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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E 지역 MAP

鳥取県

松江

鳥取

島根県

兵庫県

岡山県

세토우치의 다양한 역사자원과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한 매력 넘치는 구레
지역

岡山

広島県

山口県

広島

松山

大分県
熊本県

香川県
愛媛県

福岡県

淡路島

高松

呉

山口

徳島

徳島県

高知県
高知

大分

宮崎県

미요시

이츠카이치 IC

시와 IC

히로시마시

후쿠다 IC
우마키 IC

히로시마히가시 IC

산요본선

히로시마 고속 1호선

누쿠시나 IC
야가 IC

히로시마성

히

마도코로 IC
후츄쵸

에어포트 패스
구레 히로시마 공항선
구레역 역앞 70분

후츄 IC
원폭돔
칸논 IC

상공센터

하츠카이치 IC

오즈 IC

시노노메 IC
니호 IC
히로시마 고속 2호선 니호 JCT
데지마 IC
우지나 IC
히로시마 고속 3호선
요시지마 IC

우마키 IC

쿠마노쵸

미야지마구치

히

헤이세이27년(2015년)

쿠로세 IC

사카미나미 IC

히로시마 구레 도로
클리어라인

구레시 하이가미네

노로산

구레 IC

코요항

●구레항 에리어 P01.02

고하라 IC

텐노히가시 IC

텐노항

텐노니시 IC
키리쿠시항
히로시마 전철 버스
히로시마 버스센터
에서
클리어라인
구레역 혼도리까지 43분

후데노사토 공방

사카쵸

JR 구레선
히로시마역에서 구레역
까지 32분(쾌속)

미야지마항

미야지마

산요 신칸센

카이타쵸

히로시마항

사카키타 IC

하가시

야마토 뮤지엄
구레항

에타지마시

아가 IC

이리후네야먀 기념관

카와지리항

아키즈키항

●구레 중심 에리어 P03.04

●카마가리・토요하
온도노세토

●온도 에리어
P09

쇼토엔

카마가리

시모카마가리
온도

현

아키

쿠라하시

●쿠라하시 에리어
P10

쿠라하시 카츠라가하마 온천관

나가토 조선 역사관

●시모카마가리 지역
P05
슈퍼제트
‘세토나이카이 기선’
마츠야마까지 54분

마츠야마 방면(관광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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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레로 오시는 길
카고시마
중앙

하카타
1시간 2분

2시간 22분

히로시마역

★신칸센 (소요시간은 가장 빠른 경우)
신오사카
1시간 20분

32분(쾌속)

오키나와
1시간 40분

사이죠 IC

2시간 5분

구레

마츠야마 관광항

54분(고속정)
1시간 55분(페리)

히로시마 공항

히로시마항

산요 자동차도로 코우치 IC

오사카 방면

★고속버스
하카타역

카미미나가 IC

3시간 55분

도로

오사카역

4시간 40분

클리어라인 43분

★차

10시간 20분

JCT

IC

IC

히메지히가시

IC

혼 고

니 호

IC

IC

우마키 IC
375

히로시마 구레 도로 20분 쿠로세 IC

IC

타케하라항

도쿄역

코 치

IC

IC

2

타카야

시 와

히로시마히가시

구레선

IC

IC

나고야역
8시간 40분

5시간 55분

히로시마

2

미하라 방면

3월 개통예정

이츠카이치

IC

IC

하츠카이치

IC

오 노

오타케

타케하라시

시히

산요 자동차도로

모 지

구레 )
마
료
로시 (무

구레

교토역
6시간

사이죠

차
자동

에타지마(코요항)

20분(페리)

히로시마
버스센터

히가시히로시마시

삿포로(신치토세)

1시간 35분

ㅤ45분(페리)

타카야 JTC

히가

센다이

1시간 20분

구레항

미하라 방면

시히로시마

구레

70분(공항버스‘구레 히로시마 공항선’)

★배

시 방면

도쿄
3시간 48분

도쿄(하네다)

히 로 시마 공항

★비행기(히로시마 공항)

나고야
2시간 12분

구레IC

히로시마히가시 IC ‒ 구레 IC 1시간

아가 IC

185

타카야 IC – 구레 50분

관광명소로 오시는 길

●카와지리・야스우라 지역
P08
그린피아 세토우치

오사키카미지마쵸

키나다 토비시마 해도

역

토비시마 라이너
(산요 버스)
오키토모 텐만구 앞에서
구레역 앞까지 100분
히로역 앞까지 75분

구레역 앞 버스 정류소 안내
1

●유타카 지역
P07
이마바리시

아키나다 대교 통행요금（편도 단위:엔）
보통차
720 경자동차등 560
중형차
870 경차량등
50
대형차 1,180 자전거 무료
대특차 2,000 보행자 무료

8

7

道

5

EV

16

‘구레탄’
승차장

9
下

4

15

(수용대수 28대)

10

3

14

Ｐ

11

2

이마바리 방면

12 13

국도 31호

EV

地

현민의 바닷가

칸쇼엔
오키토모 텐만구(토요지마) 등
미토시로 약 16분
※시마우치 순환선 환승,‘카지가하마 해수욕장’하차
약 11분
18 쇼토엔 17 란토카쿠 미술관 란토카쿠 미술관 별관
산노세 고혼진 예술문화관
약 23분
오키토모 텐만구(토요지마) 등
산노세
22 메구미노오카 카마가리 20 현민의 바닷가
약 34분
오키토모 텐만구(토요지마) 등
타도
쥬몬지야마 공원
토요하마 산바시 약 55분
오키토모 텐만구(토요지마)
26 가교 기념공원
오키토모 텐만구(토요지마)
타치바나항 약 70분
27 역사가 보이는 언덕 공원 28 중요 전통 건축물군 보존지구‘미
타라이’
오키토모 텐만구(토요지마)
미타라이항 약 90분

17

미타라이
거리

가장 가까운 버 소요시간
스 정류장

버스 목적지 표시

자유통로

유타카

코쵸항

토요하마

미스미항

리

ㅤ 쿠비항

토요지마항

하마 지역 P06

구레역 앞 버스 승차장

히로역 앞 버스 승차장（주고쿠 노재병원 출발）

버스
대기장

타는곳

가장 가까운 버 소요시간
스 정류장

버스 목적지 표시

01 야마토 뮤지엄 02 테츠노쿠지라(강철고래)관
JR구레역에서 도보 7분(개찰구 방향 왼쪽 연락통로 이용)
05 아레이 카라스코지마
카츠라가하마・온천관, 혼우라, 후지
❸
약 10분
잠수대 앞
노와키, 아가역 앞, 미하라시쵸 등
❽
구레탄
약 15분
07 역사가 보이는 언덕
카츠라가하마・온천관, 혼우라, 후지
약 6분
❸
시키구비 앞
노와키, 아가역 앞, 미하라시쵸 등
❽
구레탄
약 11분
08 해상자위대 구레 지방총감부
카츠라가하마・온천관, 혼우라, 후지
❸
약 5분
노와키, 아가역 앞, 미하라시쵸 등
총감부 앞
❽
구레탄
약 10분
13 나가사코 공원(구 해군묘지)
❾❿ 나가노키 나가사코선
나가사코쵸 약 13분
06 이리후네야마 기념관 10 미술관 거리
카츠라가하마・온천관, 혼우라, 후지
❸
메가네바시 약 4분
노와키, 아가역 앞, 미하라시쵸 등
❽
구레탄
이리후네야마 공원 약 28분
렌가도리 12 쿠라모토도리의 포장마차
❶
쿠마노 영업소(시청), 키타하라(시청)
츄오 3쵸메 약 3분
❾❿ 타츠카와(시청・타츠카와)
나카도리 3쵸메 약 32분
❽
구레탄
11 료죠의 200계단
❾❿

산죠니코 타카라마치선(반시계방향)

⓱

텐노오야바시, 카루가, 텐노후쿠우라

산죠 3쵸메 약 5분

택시 대기장

6

구레역 빌딩

※구레 관광 루프 버스‘구레탄’은➑번 타는 곳 입니다.

❶	(카미니코 경유) 야케야마・쿠마노・나와
시로・진야마・고하라 방면
❷
(히라하라 경유) 나와시로・진야마 방면
❸ 아가・온도쿠라하시 방면
❹ 나베산바시・온도노세토 방면
❺ 혼도리・사이죠 방면
❻	핫쵸보리・히로시마 버스센터 방면
❼❽	혼도리・히가시하타・히로・니가타・카와
지리・나가하마・이시우치・고하라・쿠로세・
히로시마 공항 방면・구레탄
❾❿	나가노키 나가사코선・산죠니코 타카라마치
선・타츠카와선
⓬⓭ 요시우라・텐노 방면
⓱ 요시우라・텐노・카마가리・토요하마・
유타카 방면
⑪、⑫、⑬、⑭、
⑮、⑯은 하차전용(내리는 곳) 입
니다.

16 해상보안자료관
⓱

텐노오야바시, 카루가, 텐노후쿠우라

해상보안대
약 10분
학교 입구

15 하이가미네
❶
진야마토게,
진야마토게 약 25분
❷
나와시로시모죠(히라하라)
칸쇼엔
오키토모 텐만구(토요지마)
미토시로 약 38분
⓱
※시마우치 순환선 환승,‘카지가하마 해수욕장’하차 약 11분
쥬몬지야마 공원
토요하마 산바시 약 70분
⓱
오키토모 텐만구(토요지마)
26 가교 기념공원
⓱
오키토모 텐만구(토요지마)
타치바나항 약 80분
27 역사가 보이는 언덕 공원 28 중요 전통 건축물군 보존지구‘미타라이’
⓱
오키토모 텐만구(토요지마)
미타라이항 약 100분
46 온도노세토
카츠라가하마・온천관, 혼우라, 후지 온도 와타
약 25분
❸
노와키, 아가역 앞 등
리부네 입구
※온도노세토 공원으로 갈때는‘미하라시쵸’행 버스,‘온도 대교 위’하차
49 온도 관광문화회관 우즈시오
무로오, 카츠라가하마・온천관, 혼우
키요모리즈카 약 30분
❸
라, 후지노와키
52 카츠라가하마 53 나가토 조선 역사관
카츠라가하마・온천관 약 60분
❸
무로오, 카츠라가하마・온천관
51 히야마
❸
무로오, 카츠라가하마・온천관, 혼우라 히야마 등산입구 약 55분

Access×14

◇광 고 란◇

～ 관광 관련 사업자 여러분의 광고를 유료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
国際ビール大賞 2008〜2014
7年連続 受賞

豊島ラーメン
・
漁師うどん
豊浜町特産のタチウオ
のだしを使っています。
（M2食入り）
ラーメン 650円
うどん 430円
〒737-2602 広島県呉市川尻町森2丁目4番50号

株式会社くれブランド
電話 0823-88-0296

登録商標

海軍さんの珈琲

株式会社昴珈琲店

〒737-0046 広島県呉市中通2丁目５－３
TEL 0120-02-7730 FAX 0120-07-9051
http://www.subarucoffee.co.jp/

呉ビール株式会社

TEL（0823）26-9090 FAX（0823）26－9091
URL http://www.kurebeer.com/

音戸ちりめんをはじめ、地元の特産品を豊富にそ
ろえています。店内のちりめん食堂では、ちりめ
んを使ったメニューも人気。

ひまねきテラス

営業時間 24時間
ご入浴料金 1,130円〜（朝風呂720円）
家族風呂完備（個室）
お問合せ 0823-24-1126
駐車場サービスあり
〒737-0029 呉市宝町2-50呉駅南レクレビル５F
ホームページ http://www.yamato-onsen.com/

呉市音戸町坪井１－１２２－１
TEL ０８２３－５１―０４８８

ボートレース場外舟券発売場
ボートピア呉 徳山
ボートピア呉 宮島

관광

1F おみやげ売場
瀬戸内特産プラザ
広島 呉マリン
문의

マリンコーポレーション株式会社
清盛Ｔシャツ，スマートフォンカバーなど
구레 관광정보
플라자
オリジナルグッズ販売中！
〒737-0029 구레시 타카라마치 2-23-2
TEL (0823)23-7845
문의해 주십시오.FAX
～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각 광고주에게 직접
～ (0823) 23-7850

AR 가이드북

가이드북에 있는
P5
표지
P1
마크에
스마트폰을 갖다대면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표지, P1, P5를 찾아봅시다)
①무료 앱
ㅤㅤㅤㅤㅤㅤ을
(코코알)

ㅤ다운로드

iPhone 혹은
iPad를
사용하시는 분

Android 단말기를
사용하시는 분

구레시 관광 홈페이지’구레나비’http://www.kurenavi.jp/
구레시 홈페이지 http://www.city.kure.lg.jp/
관광 문의
구레 관광협회 홈페이지 http://www.urban.ne.jp/home/kurecci

구레 관광정보 플라자
〒737-0029 구레시 타카라마치 2-23-2
TEL (0823)23-7845 FAX (0823) 23-7850
구레시 관광 홈페이지’
구레나비’http://www.kurenavi.jp/
구레시 홈페이지 http://www.city.kure.lg.jp/
구레 관광협회 홈페이지 http://www.urban.ne.jp/home/kurecci
구레시 관광 홈페이지‘구레나비’

히로시마현 휴대폰 관광정보

관광정보가 가득!

무료 앱 COCOAR

②COCOAR 을
ㅤ작동시켜 스캔
마크를 터치

③마크 위에 스마트폰을
ㅤ갖다대면 자동적으로
ㅤ동영상이 시작됩니다.

구레나비

히로시마현 휴대폰
관광정보

서로 맞잡은 손에 바다 기술 사람이 빛나는 도시

구레시
COCOAR 기동화면

※ 앱 다운로드 또는 동영상 열람시
ㅤ 인터넷 접속요금은 이용자
ㅤ 부담입니다.

깨끗한 거리는 여러분의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