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돗토리와 시마네지역 주요 관광지/레스토랑/숙박지 맵코드]
지역

돗토리
⿃取
사구 주변
砂丘周辺

종류

돗토리
사카이미나토
境港

전화번호

맵코드

설명

관광지

돗토리 사구 ⿃取砂丘

0857-22-8348

125733503*82

무료50대 / 砂丘フレンド(사큐 후렌도)
건물에 무료주차 (기념품가게)

관광지

돗토리 사구 미술관 ⿃取砂丘砂の美術館

0857-20-2231

125733385*22

무료30대 / 맵코드입력시 주차장 안내

관광지?

TOTO쇼룸 TOTOショールーム⿃取

-

125669164*06

관광지

돗토리시 역사 박물관(야마비코관)
⿃取市歴史博物館(やまびこ館)

0857-23-2140

125584372*44

쇼핑

이온몰 돗토리키타점 イオンモール⿃取北

0857-38-3531

125669324*06

쇼핑

스포츠데포 돗토리점 スポーツデポ ⿃取店

0859-22-6810

125669312*41

쇼핑

니토리 돗토리점 ニトリ ⿃取店

0857-31-3555

125669023*41

쇼핑

골프5 돗토리점 ゴルフファイブ⿃取店

0857-31-0741

125669107*00

레스토랑

가스토 돗토리키타점 ガスト⿃取北

0857-38-3350

125669288*14

레스토랑

스타미나타로우 돗토리점 すたみな太郎⿃取店

0857-28-4129

125669168*06

레스토랑

유메키친 돗토리점 夢厨房 ⿃取店

0857-38-3575

125669078*63

타이키 식당 鯛喜

0857-26-3157

125733623*71

선물가게

모찌요시 돗토리점 もち吉 ⿃取店

0857-25-0005

125639709*00

관광지

우라도메 해안 제1주차장 浦富海岸

-

960009444*82

관광지

우라도메유람선 오지로야 浦富海岸遊覽船

0857-73-1212

125891151*77

관광지

미즈키시게루 로드 & 미즈키시게루 기념관
⽔⽊しげるロード/⽔⽊しげる記念館

-

109732879*14

관광지

유시엔 由志園 (일본 정원)
- 일본식 정원 / 고려인삼 재배섬 / 모란이 유명

0852-76-2255

109546495*22

식당

돗토리
동부 끝쪽
우라도메

관광지명(일본어)

주변

돗토리
요나고공항
주변

카이케온천
皆⽣温泉

카이케온천
皆⽣温泉
그 주변

매주 수요일 정기휴일 / 10:00~17:00
입장무료 / 주차무료 / 변기회사
맵코드입력시 주차장 안내 / 입장료(외
국인할인) 240엔 / 9:00~17:00(입장
은 16:30까지)
주차무료 / 맵코드입력시 주차장 입구
건물내 레스토랑가&대형수퍼마켓 있음
주차무료 / 맵코드입력시 주차장 입구
이온몰 맞은편(이온몰주차 도보이동OK)
스포츠관련용품 전문매장(대형창고매장)
주차무료 / 맵코드입력시 주차장 입구
10:00~20:00 / 가구관련(대형창고매
장) / 금액대는 중저가
주차무료 / 맵코드입력시 주차장 입구
골프관련 전문매장 (대형창고매장)
함박스테이크/피자/파스타. 어린이메뉴
1인당 예산 약800~1000엔
뷔페-스시,우동,고기,샐러드,타코야끼 등
런치11:30~16:30 / 평일런치 성인980
엔 어린이 740엔 / 주말은 약1.7배
런치11:00~15:00/파스타전문/갓구운빵
제공 / 1인당 예산 약 1,000엔
10:00~15:00 (L.O.14:30) / 정기휴일
수요일 / 예산 1인당 1,050~1,500엔
해산물덮밥(카이센돈)으로 유명한 가게
09:00~18:00 / 정기휴일 1/1
일본화과자 센베이로 유명한 브랜드
해안가 - 드라이브용 / 주차무료
우라도메 해안 유람선 승선장 / 주차무
료 / 3~11월운영 성인 1,200엔 / 코
스마다 금액이 틀림
도보 이동을 추천(렌터카X) 맵코드 입
력하면 미즈키시게루로드 주변 주차장
안내 1일500엔 / 미즈키시게루 기념관
입장 어른300엔(중·고등학생200엔, 초
등학생 100엔)
주차무료 / 맵코드입력시 주차장 입구
어른600엔(중·고등학생300엔, 초등학생
200엔) / 시마네현에 속하나 사카이미
나토에서 약30분거리로 가까움
잠시 정차용.. 예전엔 그냥 주차도 가능
했으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소이므로
주차는 피하세요.

교통

사카이미나토역 境港駅 (옆 주차장)

-

109762001*30

교통

미즈키시게루 기념관과 가장 가까운 유료주차장

-

109762148*71

도로가 좁으니 서행하세요
반드시 맵코드입력(주차장안내) / 공원
입장무료 / 주차무료 / 네이쳐센터 입장
료 중학생이상300엔 중학생미만 무료 /
정기휴일 매주화요일(휴일이면다음날)

관광지

요나고 물새공원 ⽶⼦⽔⿃公園

0589-24-6139

109409015*33

렌터카

토요타렌터카 요나고공항점

0859-45-0115

-

레스토랑
(스시)

아지스마이루 스시와카 사카이미나토점
AJIスマイルすし若境港店

0859-45-9188

109674267*52

레스토랑
(스시)

스시로 요나고점 スシロー ⽶⼦店

0859-38-1272

109446082*33

당일온천
&
숙박

당일치기온천 오션 ⽇帰り温泉 オーシャン

0859-23-0303

109447681*17

당일온천
&
숙박

오유랜드 皆⽣温泉 おーゆランド

0859-31-2666

109448172*47

토요타렌터카 요나고공항점
요나고공항에서 사키이미나토가는 도로
동선상에 있는 한접시 120엔 스시
요나고공항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도
로 동선상위치(공항과 인접)
한접시 105엔. 유명 일본스시 체인점
11:00~24:00(토일휴일10:00~) / 당일
치기온천 / 이지역최대급노천온천/중학
생이상1300엔 만4세~초등500엔 / 레
스토랑 약~700~1500엔정도 다양
10:00~23:00(매월3째주월요일은 정오
부터영업) / 당일온천 중학생이상350엔
초등120엔 초등미만60엔

당일온천

히에즈 지역
⽇吉津

쿠라요시
倉吉

109448350*71

카이케그랜드호텔 텐스이 皆⽣グランドホテル天⽔

0859-33-3531

109448571*11

숙박

카스이테이(료칸) 華⽔亭

0859-33-0001

109448574*71

15:00-10:00/1박2식/중고급료칸

숙박

토우코우엔(료칸) 東光園

0859-34-1111

109449453*71

15:00-12:00/1박2식/중급료칸/당일치
기온천가능1000엔&1500엔(소인반액)

숙박

카이케 츠루야(료칸) 皆⽣つるや

0859-22-6181

109448204*30

15:00-10:00/1박2식/중급료칸

레스토랑

마츠노에 松の江

0859-22-3687

109448458*66

쇼핑&
레스토랑

이온몰 히에즈점 イオンモール⽇吉津

0859-37-0900

252661891*71

과자의 성 お菓⼦の壽城

0859-39-4111

252632658*82

레스토랑

스타미나타로우 요나고 히에즈점
すたみな太郎⽶⼦⽇吉津店

0859-27-2929

252661861*66

레스토랑

요시노야 국도431번선 요나고점
吉野家 431号線⽶⼦店

0859-23-5970

109418566*11

레스토랑

무텐 쿠라스시 요나고점 無添くら寿司⽶⼦店

0859-35-3610

109418667*36

관광지

우에다쇼지 사진미술관 植⽥正治写真美術館

0859-39-8000

관광지

다이센 목장 우유마을 ⼤⼭まきばミルクの⾥

0859-52-3698

252436887*06

관광지

돗토리현립 돗토리하나카이로
⿃取県⽴とっとり花回廊

0859-48-3030

252336334*28

경치

카기카케 토우게(곶) 鍵掛峠

-

252320863*66

경치

지조우 토우게(곶) 地蔵峠

-

189451866*47

레스토랑

코우코안 ⾹古庵

0859-68-6200

252431774*66

레스토랑

다이센 마키바 미루쿠노사토
⼤⼭まきばミルクの⾥

0859-52-3698

252436887*06

다이센 레이크호텔 ⼤⼭レークホテル

0859-52-3333

252587553*60

숙박

미사사온천
三朝温泉

－

숙박

쇼핑

다이센(산)
⼤⼭

카이케온천족탕(무료) 皆⽣温泉⾜湯

10:00~21:00(계절에따라틀림) / 무료
족탕 / 맵코드입력하면 무료주차장안내
주차장 맞은편에 족탕 있음 / 관광센터
건물과 같이 있으며 관광센터에서 타올
을 빌릴 수 있음
15:00-10:00/텐스이호텔(료칸식) 1박2
식 / 종급료칸

안내소

미사사온천 관광센터

345242765*63

관광지

미토쿠산 산부츠절 三徳⼭三佛寺

0858-43-2666

345220644*66

숙박

미사사칸 료칸 三朝館

0858-43-0311

345272182*11

숙박

코우라쿠 료칸 三朝温泉 後楽

0858-43-0711

345242732*14

숙박

만스이로 료칸 万翠楼

0858-43-0511

345272014*41

숙박

이잔로우 이와사키 료칸 依⼭楼岩崎

0858-43-0111

345242839*60

관광지

아오야마 고우쇼 후루사토관 (코난의 집)
青⼭剛昌ふるさと館

0858-37-5389

189886352*82

관광지

돗토리 20세기 배 기념관
⿃取⼆⼗世紀梨記念館

0858-23-1174

189655287*82

주차장

쿠라요시 메이지쵸관광 무료주차장

-

189654697*17

카니나베카이세키(かに鍋会席)약3900엔
가을부터겨울초까지 인기메뉴
11:00~14:30/17:00~22:0/수요일휴일
07:00~23:00/레스토랑11:00~22:00
대형복합쇼핑몰(이지방에서 가장큼)
레스토랑은 중식,일식,돈까스 등 다양
요나고에서 카이케온천가는 길에 위치
09:00~18:00 / 일본의 성 모양을 한
과자전문가게 / 시식코너가 많음
뷔페-스시,우동,고기,샐러드,타코야끼 등
런치11:30~16:30 / 평일런치 성인980
엔 어린이 740엔 / 주말은 약1.7배
평일디너 성인1980엔 초등1340엔
소고기덮밥으로 유명한 요시노야
가격은 400엔~700엔대
회전스시 / 11:00~23:00 (토일휴일은
10:20부터) / 전접시 105엔
09:00~17:00/입장료 성인800엔 대학
생고등학생500엔 중초등300엔
신선한유제품 외에도 바비큐를 즐길 수
있음/바베큐(고기)3,000엔~/각종체험
09:00~17:00(12~3월16:30까지)
외국인할인(여권필요)-성인500엔(초·중
학생250엔) 12월~3월 350엔(초·중학
생170엔)
오쿠다이센(奥⼤⼭) 스키장가까지에 있
는 다이산 남쪽을 전망하는 곳. 주차무
료 화장실 있음. 표고912m
국도152번에 위치. 360도 파노라마 뷰
포인트.
맵코드입력(정확한지점은 아니나 도로가
하나뿐이므로 근처) 런치11:00~14:30
런치1300~1800엔 예산/파스타, 오므
라이스, 우나기쥬 등 판매
10:00~17:00 / 정기휴일2,4째주화요
일(휴일은다음날) / 주차무료 / 목장의
신선한 우유를 사용한 아이스크림 등
15:00-10:00/온천있음/중급료칸과비슷
한요금대숙박시설/1박2식
08:30~17:30 / 주차무료 / 렌탈 사이
클(10대) 200엔 /
08:00~17:00(절벽의절까지15:00까지)
반드시 맵코드입력해야 주차장안내
참배료 400엔(본당) 입산참배 200엔
15:00-10:00 / 여성전용노천탕인 장미
를뿌려놓은탕이 유명/중급료칸/1박2식
15:00-10:00 / 중급료칸 / 맵코드입력
시 료칸입구(매우좁은길이니 조심)
15:00-10:00 / 중급료칸 / 맵코드입력
시 주차장입구 / 다리건너 바로보임
14:00-11:00 / 중고급료칸 / 1박2식
주차무료/09:30~17:00(4~10월은
17:30까지)/입장료 700엔 중․고등 500
엔 초등300엔
09:00~16:40/정기휴일 1,3,5주월요일
(휴일은다음날)/입장료 성인300엔 중학
생이하150엔
주차무료/철도기념관 맞은편임

주차장

-

189654279*33

마루와프로 마트 マルワプロマート倉吉
마와루 스루와 스시 廻るマルワ寿司（점포내）

0858-27-2121

189654690*14

레스토랑

요쇼쿠야 아카네야 洋⾷屋 あかね屋

0858-22-2005

189654363*06

레스토랑

도조우소바 (쿠라요시 소바) ⼟蔵そば

0858-23-1821

189654279*33

숙박

보코로 료칸 望湖楼

0858-35-4052

345481826*52

숙박

센넨테이 료칸 千年亭

0858-35-3731

345481828*17

족탕

메구미노유 공원 무료족탕 めぐみのゆ公園

쇼핑

하와이온천
ハワイ温泉

시마네현
마츠에시
島根県
松江市

쿠라요시 무료 관광주차장 (이곳을 추천!)
(쿠라요시관광은 주차후 도보로 해야함)

관광지

마츠에성 松江城
유료주차장 주차후 마츠에성, 호리카와유람선, 무
사저택(부케야시키), 고이즈미 야쿠모 옛가옥 기념
관을 도보로 둘러보면 됨

주차장

마츠에성 옆 시마네현청 주차장(무료/꼼수임)

관광지

－

345451608*41

0852-21-4030

163501406*60

-

163501252*55

마츠에 포겔 파크 松江フォーゲルパーク

0852-88-9800

134803677*25

숙박

마츠에 신지지코(호수) 온천의 텐스이카쿠료칸
松江しんじ湖温泉 天⽔閣

0852-21-4910

163470435*33

숙박

마츠에시 토큐인호텔 松江東急イン

0852-27-0109

163473420*55

레스토랑

야쿠모안 ⼋雲庵 (소바가게)

0852-22-2400

163531040*00

관광지

아다치 미술관 ⾜⽴美術館

0854-28-7111

109159360*44

카페

CAFE ROSSO 카페롯소

0854-22-1177

109290257*28

관광지

이즈모 타이샤 出雲⼤社

0853-53-3100

258832580*66

관광지

고대 이즈모 박물관 古代出雲歴史博物館

0853-53-8600

258832408*71

아다치미술관
주변

이즈모
出雲

주차장바로옆가게(아이를위한소품가게귀
연운가게-한국여성분이운영(일본에시집
옴)-완전친절 귀여운거 많이 팔아요
대형수퍼마켓 / 무료주차(맵코드입력)
스시11:00~14:00 17:00~21:00/회전
스시/105엔부터 접시별 가격상이/
09:00~20:30/함박스테이크,오므라이스
등 약700~1000엔정도예산/가게맞은편
좁을골목에 주차장있음(운전조심!)일방
통행길에 좁은도로(전봇대조심)
11:00~다팔릴때까지/정기휴일 수요일/
약850엔~1000엔/주차가힘든곳이므로
관광주차장에 주차 후 도보1호관근처임
15:00-10:00/실속료칸/바다같은 호수
위의 온천시설이 매우 인상적인곳
15:00-10:00/중급료칸/호수와가장가까
이있는료칸. 보코로료칸 보다 나은 시
설. 온천시설은 보코로가 낫다는 평
맵코드입력시 주차장안내/주차장바로옆
에 있는8각형건물/약80도의 토고온천물
이 흐름
맵코드입력시 마츠에성입구 유료주차장
안내/입장료 성인280엔 초등140엔/주
차08:00~19:00 주차료 1시간300엔
1~3시간 500엔 3시간이상 800엔 이
후 30분당 +100엔
시마네현청의 주차장에 주차후 도보 이
동해도됨(꼼수일뿐 책임은 본인이..)
09:00~18:30(10월~3월은17:00까지)
입장료 성인1500엔 중초등750엔 주차
250대/주차료 2시간까지무료 이후 시
간당 +200엔
16:00-10:00/신지코호수의 가성비가좋
은료칸 가을~겨울초까지 대게식사(저녁)
제공/중급호텔/온천있음
15:00-10:00/주차1박1000엔/WIFI무료
09:00~16:30/정기휴일 목요일/약1000
엔대의 소바를 즐길수 있음
맵코드입력시 주차장안내
입장료(외국인할인/여권지참)
어른1100엔 대학생¥850 고등450엔
초·중200엔 / 일본최고의 정원
세계 바리스타2위의 실력자가 운영하는
고즈넉한마을에 위치한 카페
아다치미술관가는 동선상 위치
무료주차/인연을맺어주는신/타이샤츠쿠
리로지어진본당 국보지정
외국인(여권지참) 입장료 성인300엔 고
등이하100엔/무료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