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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지역 주요 관광지 레스토랑 숙박지 맵코드[ / / ] 2017.5.31

지역 관광지명 일본어( ) 전화번호
맵코드

주차장입구( )
주차요금 설명

북부[ ]

히타카츠

주변

比田勝

나기사노유 온천당일치기온천( ) 渚 湯の 0920-86-4568 972 013 041*77 무료
어른 엔초중생 엔500 / 150

월 휴무10:00~21:00/

미우다 캠프장 三宇田 場キャンプ -
539 898 884*66 무료

인용 상설텐트 엔 동6 3,600 -20

미우다 해수욕장 三宇田海水浴場 해수욕장샤워장있음나기사노유 아래/ /

한국 전망대 韓 展望所国 - 972 068 792*35 무료 날씨가 맑으면 부산의 불빛도보인다는..

야생 생물 보호센터 馬野生生物保護センター対 0920-84-5577 539 789 751*82 무료 무료월요일휴관10:00~16:30/ /

숙

박

미우다 펜션 三宇田パンシオン 0920-86-3110 539 897 838*52 숙박자무료 객실 실한국에서 예약필수16 /

카미소우 호텔 花海荘 0920-86-3120 539 868 215*47 숙박자무료 히타카츠항에서 차량 분 거리5

히타카츠

시내

比田勝

대형쇼핑몰 곳 밀집 지역4 - 972 007 159*33 무료 히타카츠항으로부터 분대형슈퍼마켓등9 /

모모타로우 향토음식 레스토랑 ももたろう 0920-86-3907 539 866 591*85 식사시무료 우나기 라멘저녁식사는 예약제/

야에 식당 八重食堂 0920-86-2152 539 865 144*71 전용주차장 덮밥류돈짱우동시마토쿠사용가능, , /

미마츠 레스토랑 馬 美松対 0920-86-2411 539 865 086*30 식사시무료 골목이 좁으므로 광장에 주차

카이칸 식당 食堂かいかん 0920-86-2970 539 866 185*47 공터무료/ 공터 맞은편 광장에 주차도 굿일반식사/

미나토즈시 스시 가게 司みなと寿 0920-86-3710 539 866 154*66 광장무료/ 스시가게

히토츠바타고 레스토랑 ひとつばたご 0920-86-2876 539 866 157*47 광장무료/ 오므라이스 회정식 등,

히타카츠 우체국 比田勝郵便局 0920-86-3142 539 865 049*71 무료 환전 가능우체국/ /09:00~17:00

와키모토식품 脇本食品 0920-86-2030
539 866 154*14 광장무료/

도시락과일야채작은식당이 있는 곳, , ,

무라모토 식육점 村元食肉センター 0920-86-2336 바비큐 재료는 여기서 몽땅 구입!

히타카츠항 페리 터미널 앞 주차장 - 539 866 318*82 무료 히타카츠항 앞 주차장

히타카츠 주유소 히타카츠항 가까움ENEOS ( ) 0920-86-2425 539 866 409*14 - 주유소 비싼 주유소 브랜드ENEOS ( )

타케스에 라이프 밸류 슈퍼마켓 규모작음( ) 0920-86-2017 539 866 154*66 광장무료/ 광장에 주차후 도보로 이동

렌터카 히토츠바타고 렌터카 0920-86-2190 539 866 284*14 - 맵코드 입력해서 찾아가세요!

중부[ ]

미네마치

三根町

카이진 신사 海神神社 - 539 153 054*60 정문앞주차 토요타마히메를 제신으로 모신 신사

모고야 木坂 藻小屋の - 539 154 248*28 무료 해초를 말려 비료로 수집하던 곳

키사카 전망대 木坂展望台 - 539 154 272*66 무료 바다 전망이 잘보이는 전망대

호타루노 유 당일치기온천( ) 峰 泉 湯ほたるの温 0920-83-0313 539 157 833*55 무료
화금요일 휴무시간주의13:00~21:00/ /

어른 엔중학생 엔450 / 150↓

토요타마

마치

豊玉町

에보시다케 전망대 烏帽子岳展望台 - 526 743 210*02 무료 이즈하라항으로부터 약 시간거리1 36km

와타즈미 신사 和多都美神社 -
526 742 505*44 무료

에보시다케 전망대와 가까움

타마노이 玉 井の - 와타즈미 신사의 제신 동상과 우물 있음

토요타마 반점중국요리( ) 豊玉飯店 0920-58-0783 526 833 432*03 식사시무료 일휴무/11:30~15:00/17:00~21:00

아나고테이 亭あなご 0920-58-1662 526 772 814*64 식사시무료 화휴무/11:30~14:00/18:00~21:00

아소 베이파크 캠핑장

場あそうベイパーク キャンプ　
0920-54-4994 526 507 793*00 무료

인용텐트 엔장소대여 엔6 3,600 / 1,00

출발전 한국에서 예약필수

미츠시마

마치

美津島町

이즈하라항

으로부터

차량

약 분20~30

만제키바시 광장 馬万 憩 場いの対 関 広 0920-54-2271 526 478 212*36 무료 만제키바시 앞 휴게소

윳타리랜드 쓰시마 湯多里ランドつしま 0920-54-3336 526 413 767*58 무료
어른 엔 중학생 엔 이즈하라항에800 / 500 /↓

서 분20 /11:00~21:00

윳타리랜드 옆 공원 바다경치( GOOD) - 526 413 750*47 무료 윳타리랜드와 가까운 곳

밸류 슈퍼사이키 미츠시마 대형 슈퍼마켓( )

美津島店スーパーサイキ
0920-54-3334 526 383 315*47 무료

대형슈퍼마켓/08:00~22:00

이즈하라항에서 약 분20

드럭스토어 모리 미츠시마 ドラッグストアモリ 0920-54-5208 526 383 500*66 무료 약 공산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

쇼핑몰 파루 21 21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パル 0920-54-2621 526 383 650*74 무료 엔숍 옷가게 빵집 등이 있음100 , ,

라이프베스 미츠시마 美津島店ライフベース 0920-54-5558 526 383 223*63 무료 홈웨어 대형매장 가드닝 등( )

대지의 은혜 빵공장 石窯 工房大地パン のめぐみ 0920-54-2535 526 383 193*88 무료 맛있는 빵가게라이프베스 옆 위치/

다이렉스 미츠시마 美津島ダイレックス 092-54-7575 526 322 659*58 무료 게임비디오 렌탈과 식료품음료판매, ,DVD ,

베스트덴키 뉴쓰시마점 New電 馬店ベスト 気 対 0920-54-5666 526 322 539*33 무료 전자상가가전제품등 판매/

우동차야 茶屋うどん 0920-52-7177 526 231 167*48 수휴무 우동전문가게/11:00~20:00/

남부[ ]
이즈하라

시내

티아라 쇼핑몰 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ティアラ
0920-52-6664 526 139 029*52 무료

쇼핑몰모스버거토쿠시마 사용가능/ /

렛또캬베츠 대형 슈퍼마켓 티아라점 티아라쇼핑몰내 대형 슈퍼마켓

미도리 약국 이즈하라점 品 原店ミドリ薬 厳 0920-53-5225 526 109 897*03 무료 약화장품술공산품등 저렴하게 판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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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하라

시내

原市厳 内

쓰시마 마루에이 슈퍼마켓 馬丸対 栄 0920-52-3131 526 140 125*60 무료 도시락야채신선한생선등 저렴한 슈퍼, ,

고려문 高麗門 - 526 139 053*25 무료 일본의 문 건축양식중 하나

역사 민속자료관 長崎 立 馬 史民俗資料館県 対 歴 0920-52-3687 526 139 053*25 무료 월휴관무료입장09:00~17:00/ /

덕혜옹주 결혼 봉축비 翁主結婚奉祝之碑徳恵 - 526 139 080*06 무료 노상주차눈치껏/

반쇼인 万松院 0920-52-0984 526 139 102*33 무료 어른 엔고등 엔중등 엔300 / 200 / 100

최익현선생 순국비 崔益鉉先生殉國之碑 0920-52-1274 차가지고 못감 주차장없음 가능한 도보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후나에 유적 船江跡お - 526 049 847*28 눈치무료/ 렛또캬베츠 슈퍼마켓 몰래 주차후 도보

하치만구 신사 八幡宮神社 - 526 139 239*47 참배객무료 대형주차장이 있음

시마모토 향토요리 레스토랑 志まもと 0920-52-5252 526 109 836*74 식사시무료 대마도 최고의 맛집이리야끼로쿠베/ ,

카페G カフェＧ 0920-52-5156 526 078 169*30 식사시무료 추천맛집 오므라이스카레등예약/ , /★ ★

타치바나 스시 司 橘寿 処 0920-52-6185 526 110 788*28 식사시무료 스시가게/11:00~14:00/17:00~21:00

회전스시 가게 스시야 すしや 0920-52-8088 526 110 570*25 식사시무료 엔 회전스시 가게100

주유소 석유 이즈하라점COMO 石油コスモ 0920-52-0418 526 169 149*41 - 이즈하라시내에서 가까운 주유소

숙

박

대아 호텔 馬大 ホテル対 亜 0920-52-3737 526 140 208*00 숙박시무료 맵코드 입력 호텔 정문입구 안내

벨포레 호텔 ホテル ベルフォーレ 0920-52-1301 526 139 147*14 숙박시무료 맵코드 입력 주차장

서산사 유스 호스텔 宿坊 馬西山寺対 0920-52-0444 526 109 714*60 숙박시무료 맵코드 입력 주차후 도보 분1

친구 민숙 民宿 本館ちんぐ 0920-52-8820 526 169 789*47 집앞주차 입구계단앞 주차계단입구막지마세요( )

야나기야 호텔 柳屋ホテル 0920-52-0332 526 140 094*36 숙박시무료 호텔앞 약 대정도 가능3

민박 센료 民宿千両 0920-52-4406 526 140 006*71 숙박시무료 맵코드 입력 후 주차장이용

오렌지 민숙 0920-52-8244 526 110 847*71 숙박시무료 입구앞 바짝 붙여 주차맵코드입력/ !

츠시마 호텔 0920-52-7711 526 140 064*00 숙박시무료
맵코드 입력 후 주차장 이용

정문옆 횟집 좌측골목 거리 위치( 50m )

이즈하라 팬션 - 526 110 567*86 숙박시무료

렌터카
토요타렌터카 이즈하라점

長崎 原店トヨタレンタリース 厳 0920-53-6300 526 110 195*47 -
이즈하라 국제여객터미널로부터 도보

분 거리3~5

이즈하라

시외

原市外厳

아유모도시 자연공원중앙- 鮎 自然公園もどし
-

850 521 856*86
무료 아유모도시 자연공원

아유모도시 자연공원츠리바시- 橋つり 850 520 591*15

쓰쓰자키 豆 崎酘 - 850 365 138*82 무료 대마도 최남단의 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