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사카 고베 나라 교토 지역 주요 관광지 레스토랑 숙박지 맵코드[ / / / / / ] 2014.7.7

지역 관광지명 일본어( ) 전화번호
맵코드

주차장입구( )

주차요금

평일 주말/
설명

오사카

시내

大阪市内

유니버셜 스튜디오

ユニバーサル・スタジオ
06-6465-3000 1 276 559*17

엔2,200

엔2,500
어른 엔어린이 엔6,980 / 4,880

우메다 스카이 빌딩 梅田スカイビル 06-6440-3899 1 434 307*30 - 어른 엔중고생 엔초등 엔700 / 500 / 300

요도바시카메라 우메다

梅田ヨドバシカメラマルチメディア
06-4802-1010 1 434 114*20 시간 엔1 600

엔이상구입 시간 주차무료5,000 1

엔이상구입 시간 주차무료10,000 2

오사카성 주차장 大阪城① 06-6941-3044 1 348 411*06 어른 엔600 /중학생이하 무료신분증필요( )

오사카성 주차장 大阪城② - 1 347 799*00 분 엔40 400 번 주차장이 만차라면 이곳으로1 ..

헵 파이브 HEP FIVE 06-6313-0501 교통혼잡 가지마요 11:00~21:00

지하철 남바역 주변 대형주차장 - 1 284 749*58 분 엔30 200 평일최대 엔주말 분당 엔1000 / 25 200

남바 도톤보리쪽 대형주차장큰 도로옆( ) - 1 286 873*58 분 엔30 100 주말 분 엔30 300

아메리카무라 주차장 村周 駐車場アメリカ 辺 - 1 315 271*66 분 엔30 300 도착점앞 다리밑에 주차장 있음

카이유칸 수족관 海遊館 06-6576-5501 1 246 177*52
분 엔30 200

분 엔30 250
어른 엔초중 엔2,300 / 1,200

츠우텐카쿠 신세카이입구 도보 분거리4通天閣

주차장 밀집지역주차할 곳 많은곳( )
- 1 255 087*58

분 엔30 100

분 엔20 100

신세카이 츠우텐카쿠 여행자를 위한 주,

차장

스파월드 スパワールド 06-6631-0001 1 225 479*28 시간 엔1 300
평일 시간어른 엔어린이 엔3 - 2,400 / 1,300 /

주말 시간 엔 엔3 -2,700 /1,500

덴덴타운 주차장 ① - 1 286 152*74 분 엔30 200 분당 엔 대주차22:00~08:00 30 100 /10

덴덴타운 주차장 ② - 1 285 147*77
분 엔20 200

분 엔40 500

평일 분 엔00:00~08:00 60 100

토일휴일 분 엔00:00~08:00 60 100

덴덴타운 주차장 ③ - 1 286 241*52
분 엔20 200

분 엔50 500

평일최대 엔1,000

토일휴일 분 엔00:00~08:00 60 100

텐노지 동물원 지하주차장/ 天王寺動物園 06-6771-8401 1 226 375*77
분 엔30 200

분 엔30 300
입장료 어른 엔초중생 엔500 / 200

만박 기념 공원(Expo) 万博記念公園 - 1 800 816*85 회 엔1 800 정원입장 엔 입장 엔250 /EXPO'70 200

오사카 시립 과학관 大阪市立科 館学 06-6444-5656 1 374 611*52 분 엔20 200
월휴무어른 엔중학생이하무료/ 400 /

플라네터리움 어른 엔중 엔600 / 300↓

인스턴트라면 발명기념관 닛신( )

明記念館インスタントラーメン発 072-752-3484
1 816 675*66 무료? 화휴관주차 대가능마이컵 식 엔/ 22 / 1 300

까지입장09:30~16:00 (15:30 )1 816 764*17 유료주차장

남바 메트로 호텔21 The21ホテルメトロ 06-6211-3555 1 285 868*4 박 엔1 2,000 높이 폭 전장 이상 제한1.55m/ 2m/ 4.95m

남바 도톤보리호텔 道頓堀ホテル 06-6213-9040 1 285 752*60 박 엔1 1,500 높이 폭 전장 이상 제한2m/ 1.9m/ 5.3m

도미인 남바 호텔 ドーミーイン なんば 06-6214-5489 1 316 121*44 박 엔1 2,500 완전예약제 대주차가능(30 )

닛코 오사카 호텔 日航 大阪 ホテル 06-6244-1111 1 315 430*33 박 엔1 2,000 주차 대가능160

토요타렌터카 칸사이국제공항점 072-456-8790 946 359 853*30 - 공항입구 쪽으로 진입AERO PLAZA

토요타렌터카 미도스지 신바시점 06-6244-0100 1 345 160*17 - 토요타렌터카 미도스지 신바시점

토요타렌터카 남바 터미널점 06-6647-0100 1 285 421*55 - 토요타렌터카 남바 터미널점

교외

이누나키
이누나키야마 온천센터 犬鳴 泉センター温 0724-59-7208 10000 552*44 입욕자무료

칸사이공항에서 약 분 거리20km 30

당일치기온천 엔수요일휴무840 /

공항앞

링크타운

りんくう

タウン

링크 프리미엄 아웃렛 りんくう アウトレット 072-458-4600
35 861332*06 입체주차 하이에이스의 경우 노천주차장을 이W4

용하세요35 861240*71 노천주차

가구 인테리어 대형상가 니토리 ニトリ 072-458-6700 35 861396*85 노천주차 최초 시간무료 이후 분 엔1 30 100

전자상가 야마다덴끼 電ヤマダ 気 072-458-2711 35 861513*44 일 엔1 400 최초 시간무료 이후 분 엔1 60 200

칸사이공항전 마지막 주유소 ENEOS 072-458-7770 35 891386*82 - 차량반납전에 연료 가득채우세요

스타 게이트 호텔 Star Gate Hotel 072-460-1111 35 861851*30 숙박자무료 링크타운에 위치한 호텔

교토

아라시야마

嵐山

아라시야마 관광주차장 嵐山 光駐車場① 観 075-861-1215 7 636 266*74 회 엔1 1,000 승용차 대주차가능105

아라시야마 관광주차장 번옆1② - 7 636 299*52 회 엔1 1,000

다이카쿠지 大 寺覚 075-871-0071 7 666 771*71 시간 엔2 500 어른 엔초중고 엔500 / 300

교토 시내

京都

금각사킨카쿠지- 金閣寺 075-461-0013 7 733 334*36 시간 엔1 300 어른 엔초중생 엔400 / 300 /09:00~17:00

은각사긴카쿠지 주변 시영 주차장- 銀閣寺 075-771-5725 7 680 711*44 회 엔1 1,000 어른 엔초중생 엔500 / 300 /08:30~17:00

청수사키요미즈테라- 水寺清 075-551-1234 7 588 115*66 회 엔1 1,000 어른 엔초중생 엔300 / 200

니죠성니죠죠- 二 城条 075-841-0096 7 645 165*25 시간 엔2 600 어른 엔중고생 엔초등 엔600 / 350 / 200



교토 시내

京都

교토역 앞 케이힝교토 호텔 주차장 075-671-8947 7 526 527*22 분 엔30 250 시간 엔 일 엔21:00~09:00 1 100 /1 3,000

뵤도인 앞 주차장 平等院 7 202 161*30 회 엔1 700 어른 엔중고생 엔초등 엔600 / 400 / 300

기온거리 근처 야사카 신사 八坂神社 075-541-6371 7 618 140*47 분 엔30 250 높이 제한주차 대가능 시간1.9m / 134 /24

헤이안신궁 平安神宮 075-761-0221

7 649 218*33

시간 엔1 500

이후 분당30

엔200

참배 무료정원 어른 엔초등 엔/ 600 / 150

교토시 미술관 京都市美術館 075-771-4107 주의미술관 월요일 휴관:

교토 국립 근대미술관 京都 立近代美術館国 075-761-4111 근대미술관입관자 주차비 엔할인200

교토시 동물원 京都市動物園 075-771-0210 어른 엔중등이하무료월요일 휴무600 / /

료안지 龍安寺 075-463-2216 7 701 533*71
돌정원입장

시간무료1
돌정원 어른 엔초중생 엔500 / 300

나라

奈良

토다이지 東大寺 - 11355 627*11 엔3H 1500 토다이지 주변 주차장중 카스가 타이샤

쪽 주차장이 넓지만 살짝 멉니다카스가 타이샤 春日大社 11356 535*60 회 엔1 1,000

고베

神戸

하버랜드 모자이크 MOSAICハーバーランド 078-360-1722 12337 132*30 시간 엔1 300 평일 시간주말 시간 무료3 / 2

모토마치차이나타운 도보 분 주차장- / 3元町 - 12368 090*66 분 엔15 200 최대 엔노상주차주차 대가능1,500 / / 64

메리켄파크 メリケンパーク -

12337 355*63 분 엔30 200

입장 무료

고베 포트 타워 神 ーポートタワー戸 078-391-6751 어른 엔어린이 엔700 / 300

고베 해양박물관 神 海洋博物館戸 078-327-8983 어른 엔어린이 엔600 / 250

기타노 이진칸가이 주차장 北野異人館街① - 12397 505*17 분 엔60 200 이진칸 입구주변 도보 분 위치5

기타노 이진칸가이 주차장 北野異人館街② - 12397 539*11 분 엔60 200 이진칸 입구주변 도보 분 위치3

기타노 이진칸가이 주차장 北野異人館街③ - 12398 542*14 ? 이진칸 입구앞

고베 램프 박물관 神 らんぷミュージアム戸 078-333-5310 12368 234*58 분 엔15 100 산노미야주차장도보 분어른 엔/ 3 / 400

커피 박물관UCC UCC 博物館コーヒー 078-302-8880 12281 490*66 분 엔30 100 월휴무어른 엔중학생이하 무료/ 300 /

고베 카초엔 神 花鳥園戸 078-302-8899 12222 784*33 일 엔1 500 목휴관어른 엔어린이 엔/ 1,500 / 800

이케아 고베점(IKEA) IKEA 神戸 050-5833-9000 12281 165*28 무료 연중무휴평일/ 10:00~21:00

고베 유카리노 미술관 神 美術館ゆかりの戸 078-858-1520
12377 145*74 분 엔60 300

어른 엔수요일휴관200 / /10:00~18:00

고베 패션 미술관 神 美術館ファッション戸 078-858-0050 어른 엔고중초 엔수요일휴관500 / 250 /

스시 킷스이 生鮨 粋 078-411-1904 12499 605*47 주차 대2 예약필수미슐랭 스타가게/ 2

고베 오리엔탈 호텔 神 オリエンタルホテル戸 078-325-8111 12337 266*33 박 엔1 1,500 메리켄파크에 위치한 멋진 전망의 호텔

고베 포트피아 호텔 神 ポートピアホテル戸 078-302-1111 12281 331*52 박 엔1 500 렌터카가 있다면 가성비가 좋은 호텔

아카시대교

明石海峡
大橋

마이코 해상 프롬나드 舞子海上プロムナード 078-785-5090
31169 372*14 시간 엔1 200

어른 엔주말 엔 어린이무료250 ( 300 )/

다리과학관 橋 科 館の 学 078-784-3339 어른 엔초중생 엔310 / 150

아웃렛파크 마린피아 고베 神マリンピア 戸 078-709-4466 31141 761*28 시간 엔1 200 점포당 엔이상 구매시 시간무료3,000 1

세토레 호텔 마이코 고베 078-708-3331 31169 055*36 숙박자무료 아카시해협다리 전망의 고급호텔

아와지시마

淡路島

아와지시마 미치노에키 道 淡路島の駅 0799-72-0001 31046 700*17 무료 아카시대교입구쪽 국도휴게소

유메부타이 꿈의무대( ) 淡路 夢舞台 0799-74-1000 946781641*44 일 엔1 500 백단화전망대기적의식물원이 있음, ,

안도타다오의 물의 절 本福寺 0799-74-3624 339179123*16 무료 주차시 반드시 사이드브레이크 잠금

아와지 하나사지키 淡路花さじき 0799-74-6426 339207048*82 무료 꽃이 가득한 곳무료입장/

큐카무라 미나미 아와지 休暇村 南淡路 0799-52-0291 406279086*33 숙박자무료 온천저렴한 호텔정부운영/ ( )

미나미 아와지 로얄호텔 南淡路ロイヤルホテル 0799-52-3011 406279308*47 숙박자무료 온천다이와로얄 그룹 호텔/

아리마온천

有馬 泉温

아리마온천 주차장 有馬 泉駐車場温 078-904-0464 12764 388*41 시간 엔3 600 연장 시간 엔1 100

록코 아리마 로프웨이 六甲有馬ロープウェイ - 12734 533*60 회 엔1 600 왕복 엔어린이 엔1820 / 910

아리마온천 킨노유 有馬 泉 金 湯の温 078-904-0680 12764 149*52 시간 엔1 300
어른 엔어린이 엔유아무료650 / 340 /

째주 화요일 휴무2 4・

아리마온천 긴노유 有馬 泉 銀 湯の温 078-904-0256

12764 388*41
아리마온천

주차장이용

어른 엔어린이 엔유아 엔550 / 290 / 120

전용주차장없음주차장 도보 분/ 10

아리마 식당쇼쿠도( ) 有馬食堂 078-904-3901
평일 주말11:00~15:00/ 11:00~18:00

주차장 도보 분/ 6

카페 도보우케익( ) カフェドボウ 078-904-0555 화요일휴무 주차도보 분/09:00~18:00/ 6

차보우 치쿠타쿠런치( ) 茶房チックタク 078-904-0512
화요일휴무 주차도보 분/11:00~16:00/ 10

메뉴약선카레오므라이스: ,

빵집 이게루 森 屋のパン さん イーゲル　 078-903-1024 12734 624*55
일 엔1 550

일 엔1 600
천연효모빵월화수휴무/ ・ ・

아리마 로얄 호텔 有馬ロイヤルホテル 078-904-054 12765 091*58 숙박자무료 비교적 저렴한 온천호텔

네기야 료후카쿠 료칸 陵楓閣ねぎや 078-904-0675 12764 383*25 숙박자무료 중급 가격의 료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