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600년 전(무로마치 시대), 서일본 제일의 영화를 누리던 영주인 오우치 
모리하루가 형인 요시히로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42년에 건립했다고 
합니다. 봄의 벚꽃, 여름의 신록,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등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일본 3대 명탑으로 꼽힙니다. 공원 
안에는 군것질거리를 파는 가게도 있어, 산책 도중에 잠깐 쉬며 3히야시아메4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해가 진 뒤부터 22시까지 라이트 업이 
실시됩니다. 

야마구치시 주변의 교통 안내

야마구치 현내 관광지 교통 안내

야마구치시로 가는 주요 교통기관

인터넷으로 야마구치 정보에 접속!

야마구치시 관광 정보 사이트 서쪽의 교토 야마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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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구치시 유다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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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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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요 신칸센

산요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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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서쪽의 교토 야마구치 검색
http://yamaguchi-city.jp/w/hg/
PC,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접속!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야마구치 현의 토속주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속주

팥을 사용한 야마구치의 
전통 과자. 고사리 녹말을 
사용한 야마구치의 우이로는 
탱글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우이로

제 24대 당주 오우치 
히로요가 부인을 위해 
만들게 했다는 인형. 원만한 
부부 생활을 기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입니다. 

오우치 인형
옻이나 금박을 이용한 전통공예품. 
그릇, 젓가락, 쟁반, 꽃꽂이 
그릇 등이 있습니다. 

오우치누리

다도용 도기로 이름 높은 
도자기. 모양, 장식의 소박함이 
특징입니다. 

야마구치 하기야키
유다온천
백여우 전설

옛날에 상처 입은 백여우가 온천에 
들어가 상처를 치유했다는 유다온천. 
유다온천역 앞에는 이 전설을 기념하는 
거대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지 로비
이치노사카가와 강 주변의 관광이나 가게 정보 등을 모을 
수 있 을 뿐 아 니 라 앉 아 쉴 수 있 는 공 간 이 있 습 니 다 . 
또한, 일본의 무사를 이미지한 코스프레가 있으며, 옷 
위에 간단히 덧입을 수 있으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4월 유다온천 백여우 축제
유다온천 거리／상순 토, 일
유다온천에서 열리는 축제로, 신여, 온천의 할인 개방, 백여우 
퍼레이드와 그 밖의 이벤트가 왁자지껄하게 펼쳐집니다. 밤에는 
전설에 따라 백여우로 분장한 아이들의 횃불 행렬이 거리를 누빕니다. 

5월 반딧불이 감상 Week!
이치노사카가와 강／5월 하순～6월 상순
시가지를 흐르는 이치노사카가와 
강에는 이 시기에 반딧불이가 
가득합니다. 강의 수면을 일렁이게 
하는 상쾌한 밤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많은 반딧불이가 
로망을 자극합니다. 

억새로 엮은 지붕이나 물레방아 등 그리운 산촌 풍경을 재현한 
체험 교류 공원. 종이 뜨기나 목공예, 죽세공 외에 메밀국수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어른500엔, 어린이 300엔
■문의：0835-52-1250

유다온천의 관광지나 음식점, 기념품 가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 족욕탕과 카페가 설치되어 있으며, 야마구치의 토속주(양조장 
18곳)나 지역의 식재료를 사용한 디저트 등을 족욕탕에 발을 
담그고 맛볼 수 있습니다. 
■입관료／무료(족욕탕 이용 200엔)　■영업시간／8:00～22:00

기쓰네노 아시아토
유다온천 관광유람 거점시설

7월
8월

9월

야마구치 기온축제
야사카 신사, 다테코지, 시의 중심 상점가／20일～27일
전통 무용인 사기노마이가 봉납되는 야사카 신사에서부터 
신의 휴게소라 할 수 있는 오타비쇼까지 미코시가 
행차합니다. 축제 음악인 기온바야시, 다 함께 춤을 추는 
소오도리도 펼쳐집니다.

야마구치 유라메키 회랑
고잔 공원／중순
국보 루리코지 절 오층탑이 있는 고잔 공원의 
산책로에 약 1000개의 캔들 라이트가 점등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간 중에는 
매일 다른 콘서트도 개최됩니다. 

야마구치 칠석
초롱 축제
중심 상점가, 파크 로드, 유다온천／상순
약 600년 전부터 계속되어온 축제로, 수백 그루의 
대나무에 단 수만개의 초롱 장식이 거리를 
불빛으로 수놓습니다. 또한 초롱 야마카사의 
순행이나 초롱 트리의 점등식이 거행됩니다. 

10월

12월

11월

유다온천 술 축제
유다온천／중순
일본에서 명주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야마구치. 그 야마구치의 
토속주가 한 자리에 모여 여러 가지를 마셔볼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토속주 외에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야마구치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생선 요리 등, 일본주와 어울리는 요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12월, 야마구치시는 크리스마스시가 된다. 
야마구치 시내／1일~31일
일본 크리스마스의 발상지인 야마구치. 시내 각지에서 '12
월, 야마구치시는 크리스마스시가 된다.' 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일루미네이션 등 크리스마스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며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야마구치 덴진 축제 
후루쿠마 신사·중심 상점가 / 23일 
후루쿠마 신사에서 오타비쇼까지 신을 모신 가마 행렬이 
천천히 행진하고, 야사카 신사에서 참근교대를 방불케 
하는 경비 행렬이 합류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에도 
시대의 풍경을 현재에 전하는 역사적 그림과도 같습니다.

전시 공간, 극장, 미니 시어터, 시립 중앙 도서관이 병설되어 있는 복합 문화시설. 
국내외의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설치 미술 작품의 전시, 퍼포밍 아트 공연, 사운드 
이벤트, 워크숍, 영화상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운전구간》JR 야마구치선 신야마구치역~쓰와노역(1일 
1회 왕복) 
《운행기간》매년 3월 중순~11월 하순의 토, 일, 공휴일 
등 (승차권, 지정석권의 구입은 JR '미도리노마도구치') 
《홈페이지》http://www.c571.jp/

SL3야마구치4호 (전 좌석 지정석)

SL 3야마구치4호

국가 지정 사적 및 명승지
유명한 정치가나 문화인이 다녔던 요정을 
이축 복원한 것. 역대 수상의 현판이 전시된 
오히로마(응접실)가 있으며, 기모노의 대여 
및 착 의 서 비 스 를 하 고 있 어 기 모 노 를 
제대로 차려입고 이치노사카가와 강이나 
루 리 코 지 절 오 층 탑 주 변 을 산 책 할 수 
있습니다. 
■입관료：어른 100엔, 초등학생 및 중학생 50엔
■사전 예약：083-934-3312

야마구치시 사이코테이

무로마치 시대의 대 화가인 셋슈에게 의뢰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 서, 북 세 방향이 
숲으로 둘러 싸인 정원은 셋슈의 산수화 그대로의 모습을 한 명품 정원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국가의 사적 및 명승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쪽에는 가레산스이 양식의 
난메이테이도 있으며, 시설 안에서는 말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료：어른300엔　중고등학생 200엔

고향 전승 
종합 센터

1206년 건립된 무로마치 시대의 대표적 
사 원 건 축 으 로 , 국 가 중 요 문 화 재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붕에는 일본의 
독특한 건축 공법인 히와다부키 기법이 
쓰였습니다. 

류후쿠지 절
단 풍 사 원 으 로 유 명 한 단 풍 명 소 , 
료 소 쿠 지 절 . 산 문 에 서 부 터 참 배 길 , 
경내와 부지 안 곳곳에 이르기까지 약 
1 5 0 그 루 의 단 풍 나 무 가 배 치 되 어 , 
가을이 되면 선명한 붉은 빛이 사원을 
수놓습니다. 

료소쿠지 절
세 토 내 해 를 전 망 할 수 있 는 절 호 의 
입지에 위치한 숙소입니다. 높은 곳에 
설치된 노천탕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특별하며, 스오나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파노라마를 감상하며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문의：083-984-2201

아이오소

야마구치 정보 예술 센터
[YCAM]

프란시스코 사비에르가 
야마구치를 찾은 지 400
년 이 된 것 을 기 념 하 여 
건립되었습니다. 3빛4 3물
4 3 텐 트 4 가 전 체 의 
테마이며, 새하얀 지붕이 
건물 전체를 뒤덮는 삼각뿔 
형 식 의 참 신 한 
디자인입니다. 

야마구치 사비에르 기념 성당

유다온천 거리에는 현내의 향토요리가 가득
유다온천에는 선술집 등의 음식점이 
늘어서 있으며, 3복어4를 비롯한 
해 산 물 이 나 3 가 와 라 소 바 4 등 
현 내 의 향 토 요 리 를 맛 볼 수 
있습니다. 

조겐노사토

좀

축제

야마구치의 전통 옻 공예인 오우치누리의 
작품 전시를 감상하고 젓가락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필요：083-928-3333

자연이 풍요로운 야마구치에는 
전통을 계승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그 혜택에 감사하는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야마구치를 수놓는 축제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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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옛날, 교토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야마구치의 거리. 시가지를 흐르는 
이치노사카가와 강은 교토의 가모가와 강에 비견되었다고 하며, 강변에는 
오래된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강의 양쪽 기슭에는 약 200그루의 벚나무가 
심어져 있어, 봄에는 야마구치 현내에서 손꼽히는 벚꽃 명소가 됩니다. 
또한 주변에는 중세의 사적이 많아 남아있을 뿐 아니라, 오래된 상가를 
리모델링한 소품 가게나 카페 등이 산재해 있어 거리를 둘러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Yamaguchi Travel Support Call Center
TEL.083-902-6370 (The Service Available 24 HRS / 365 DAY)

숙박 관련 문의

유다온천 관광안내소
TEL.083-901-0150 　〒753-0056 야마구치시 유다온천 2-1-23

관광 관련 문의

신야마구치역 남쪽 출구 관광안내소 
TEL.083-902-0037 〒754-0002 야마구치시 오고리 시모고 1291-14
  JR 신야마구치역 남쪽 출구

야마구치 관광 컨벤션 협회　http://yamaguchi-city.jp/w/hg/
TEL.083-933-0088 　〒753-0042 야마구치시 소다유초 2-1
　　　　　　　　　 　JR 야마구치역 2층

https://digjapan.travel/

Yamaguchi City Travel APP ! App Store Google Play

3귀부인4이라는 애칭으로 친숙한 SL3야마구치4호. 3신야마구치역4에서 3
쓰와노역4까지 약 2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푸른 산골짜기와 전원지대를 흰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SL 여행. 야마구치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복고적인 
체험입니다. 산요도의 명탕 3유다온천4, 서쪽의 교토 3야마구치4, 명승 3조몬쿄4와 
도중에 정차하는 역 주변까지도 매력으로 가득합니다.

조에이지 절 셋슈테이이치노사카가와 강 지역

더 멀리 나가보면

약 800년의 역사를 지닌 산요도 제일의 명탕. 
료칸과 음식점이 늘어선 거리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며, 야마구치 현내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야마구치 현내의 맛있는 토속주나 
신선한 해산물 등의 식재료가 가득하며, 낮에는 
관광지를 만끽하고, 밤에는 느긋이 온천에 몸을 
담그며 미식을 즐기는 등, 숙박지로서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야마구치시

Yamaguchi City Tourism Guide

유다온천

무로마치 시대로부터의 전통을 
이어 받은 과자와 공예품. 
서쪽의 교토・야마구치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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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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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노스미 신사

아키요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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