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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시가현은 일본 중심부에서 가까운 간사이에 위치해 있습니
다. 시가현의 자랑거리는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인 비와호.

시가현 면적의 약 6분의 1을 차지하며, 고유한 자연 경관과

문화를 일궈냈습니다. 또, 시가현에는 비와호의 아름다운 경
관뿐만 아니라 역사 깊은 사원, 신사, 건물도 많습니다. 7세

기 중반에는 수도가 된 적도 있으며, 특히 전국시대(15세기

말~16세기) 에는 수많은 명장이 위세를 떨친 지역으로 역사
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현재는 교토와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 접근이 쉽고, 자연과 아
웃도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인기
많은 상점과 카페, 액티비티 등도 가득합니다.

그럼, 여유롭게 시가 여행을 떠나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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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여행 똑똑하게 즐기기!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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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본 책자의 내용은 2019년 10월에 취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게재시설의 정보는 예고없이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고호쿠

(비와호 북쪽 지역)

고세이

(비와호 서쪽 지역)

고토

(비와호 동쪽 지역)

고난

(비와호 남쪽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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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3~5월

4월 상순은 벚꽃 시즌.

잔잔한 비와호와 어우러진 벚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나가하마성과 히코네성도 벚꽃 명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만물을 보다듬는 호수,
				

여름
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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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호

비와호의 액티비티를 만끽할 수 있는 시즌.

물놀이와 수상 스포츠는 물론,

캠프와 바베큐도 즐길 수 있습니다.

10월~11월에 걸쳐 단풍 시즌을 맞이합니다.

유서 깊은 신사와 절에서 정취 깊은 정원과 단풍을 감상할 수 있으며,
각지에서 라이트업 행사도 개최됩니다.

가을
9~11월

사계절 풍경

아침 안개에 뒤덮인 비와호.

눈 쌓인 거리 등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2월에는 한 발 빠르게 봄소식을 전하는 유채 꽃밭이 펼쳐집니다.

겨울
12~2월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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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링

비와호 일주는 물론, 가고 싶은 곳 어디라
도, 원하는 기간만큼 자전거를 빌려서 사
이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전거로 둘러보자!

마이바라역
사이클 스테이션
9:00~17:00

휴일: 부정기, 동계 휴업 (12월 중순~2월 중순)
1일 4,180엔〜

(플랜, 자전거 종류에 따라 다름)

※예약 필수, 2일 전까지 예약
JR 마이바라역 구내 동쪽 출구 1F

자이언트
스토어 비와호
모리야마

인기 브랜드를
타보자!

9:00~19:00 휴일: 화요일
5시간 3,000엔〜

(플랜, 자전거 종류에 따라 다름)

JR 가타타역→버스로 15분
(비와호 메리어트 호텔 1F)

클링 ‘비와이치’를 비롯해,
호에서는 비와호 일주 사이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 비와
수 있습니다.
츠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호수 위의 크루즈와 수상 스포

SUP(스탠드 업 패들)

서프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으며 타는 하와이에서 시작된 수상 스포츠. 1시간
부터 도전할 수 있는 SUP체험, 해 질 녘 비와호를 바라보며 타는 투어 등 비와
호 호숫가 각 지역에서 개최 중.

수상 산책 시가

호수 위에서 휴식하기

SUP 체험 1일 3회
(①9：30~, ②12：00~, ③14：30~）
휴일: 부정기
요금: 3,800엔~ (보험료, 시설 이용료 등 포함)
※전날까지 예약 필수
JR 가타타역→걸어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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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약

팀워크가 중요!

카약의 매력은 물 위를 자유롭
게 나아갈 수 있는 점. 2인용을

타고 함께 힘을 합쳐 노를 젓는
것도 즐겁습니다.

BSC워터 스포츠 센터

9:00~18:00 휴일：화요일, 수요일
카약 4,950엔~ ※7일 전까지 예약 필수
JR 호라이역→걸어서 10분

비와호 바레이

표고 1,100m에서 비와호를 내려다보는 자연 리조트

‘비와호 바레이’. 우치미야마산(1,108m)과 호라이산
(1,174m) 구역을 산책할 수 있고, 전망대의 비와호 테
라스에서 비와호의 근사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

다. 4월~11월은 숲에 설치한 로프에 탑승자와 연결된

도르레를 걸고 고공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스릴만점
의 어트랙션 ‘집라인’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로프웨이：9：30~17：00 (토, 일, 공휴일과 8월은 9：00~）
상행 마지막 승차 16：30, 하행 마지막 승차 17：00
휴일：부정기 (날씨에 따라 영업 시간 변경될 수 있음)
로프웨이：2,600엔 (왕복),
집라인：3,870엔 (별도 로프웨이 요금 필요)
JR 시가역→버스 10분 ‘비와호 바레이’ 하차
※산정상과 산기슭은 5℃ ~7℃ 정도 기온차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의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시간 크루즈

비와호 남쪽을 일주하는 19세기 아메리카 컨셉의 유람선. 비와호의 웅대한
경치를 바라보며, 배 안에서 뷔페 요리(예약제)와 관광 안내, 라이브쇼를 즐
길 수 있습니다.

미시간 80
(남쪽 호수 주유 80분 코스)
연중(동기 운휴 있음)

시간: 10：00, 11：40, 13：30, 15：10
(시즌에 따라 편수 변동 있음)
2,830엔, 런치 2,750엔~

지쿠부시마

나가하마시 6km에 걸쳐 떠있는 둘레 2km의 섬. 예

로부터 신앙을 모아 호곤지와 쓰쿠부스마신사가 모
셔져 있습니다. 신사에서는 소원을 쓴 접시를 던져 도
리이를 통과하면 성취된다고 하는 접시 던지기에 도
전할 수 있습니다.

섬 입장료：500엔
JR 나가하마역→걸어서 10분
→나가하마항→배로 30분
요금：3,130엔 (왕복)
JR 이마즈역→걸어서 5분→
오미이마즈항→배로 25분
요금：2,640엔 (왕복)
9：30~14：00
(최종편, 계절에 따라 다름)

(승선 요금 별도)

게이한 비와코하마오쓰역
→걸어서 3분→오쓰항

NWWA워터 볼（R）
직경 2.5m의 염화 비닐 볼에 들어가 호수 위
를 떠다니는 인기 액티비티. 스탭이 사진도
찍어줍니다. 3월 하순~11월 하순.

오팔（O’PAL）

거대한 비눗방울 속에
있는 듯한 기분!

9：30~17：30 휴일: 수요일
(1월~2월은 화, 수/7월 20일~8월 31일은 무휴)
4,400엔(보험료, 시설 이용료 등 포함)
※전날까지 예약 필수
JR 오고토온센역→걸어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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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와
절
시가현에는 역사 깊은 신사

와 절이 많습니다. 계절에 따
른 꽃과 단풍도 즐길 수 있
고, 경문을 옮겨쓰거나좌선,

기모노 입기 등 일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도 있습
니다.

神社寺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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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쓰시

오미진구
7세기 중반에 오쓰로 천도한 덴치 천황을

기리는 신사입니다. 덴치 천황의 와카(和
歌 일본 고유시)가 햐쿠닌잇슈의 첫머리

를 장식했기 때문에 많은 햐쿠닌잇슈 가루
타 대회가 이곳에서 열렸으며, 인기 만화
<치하야후루>의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기모노 차림으로 경내를 산책할
수 있는 기모노 체험이 마련돼어 있습니

다. 붉은 누문（楼門 신사 입구에 있는 2층

문）앞에서 사진 찍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전통 의상인 주니히토에를 입고 전용

세트에서 사진을 찍는 ‘가루타 나리키리

체험’ 도 마련돼 있습니다. 햐쿠닌잇슈 가
루타 그림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으
로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6:00~18:00 휴일: 없음
기모노 체험 렌탈 1,000엔~
가루타 나리키리 체험(예약 필수) 1,000엔
JR 오스쿄역→걸어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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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카시마시

시라히게 신사
2000여 년 전에 창건, 시가현에서 가장 오

래되었다고 전해지는 신사입니다. 비와호
안에 붉은 도리이(鳥居 인간과 신의 세계를

구분하기 위해 만든 기둥문)가 서 있으며,
무병장수와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던 곳으

로 지역 주민들에게 오랜 기간 사랑받아 왔
습니다.

수평선 위에 떠있는 오키시마를 배경으로,
도리이를 통과하는 어선의 풍경이 매우 아
름답습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 한정으로

일몰부터 약 2시간 동안 라이트업이 실시됩

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신사의 아름다움을
꼭 감상해보세요.

휴일: 없음
무료
JR 오미다카시마역→택시 5분,
또는 렌탈 자전거로 20분
※JR 오미다카시마역 구내에서 렌탈 가능(수량 제한 있음)
렌탈 시간: 9:00~13:00, 반환은 17:00까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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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쓰시

히에이잔 엔랴쿠지

806년에 사이초가 연 천태종의 본거지로, 넓은 부지 전체

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많은 고승을 배출한 불

교 거점이며, 오늘날에도 전국에서 수행승들이 모여듭니
다. 788년에 창건된 근본중당은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한

껏 위엄이 느껴집니다. 또 엔랴쿠지 회관에서는 좌선과 경

문을 옮겨쓰는 사경(写経) 등의 수행 체험 및 사찰요리도
맛 볼 수 있습니다.

Shiga
Temple and
Shrine
Map

8:30~16:30(계절, 장소에 따라 변경) 휴일: 없음
관람 700엔, 국보전 500엔
사경 체험, 좌선 체험(사전 예약제) 각 1,080엔
사카모토 케이블 엔랴쿠지역
→걸어서 10분(동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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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쓰시

만게쓰지
비와호에 세워진 ‘우키미도’ 로 유명하며,
약 500년 전 중국 호남성의 ‘아름다운 팔

경’ 을 본뜬 ‘오미 팔경’ 으로 선정된 절경
중 하나입니다. 우키미도의 외관도 아름답
지만, 우키미도에서 바라본 경치도 근사해
비와호를 둘러싼 산과 비와호의 절경을 둘
러볼 수 있습니다.

8:00~17:00 (12월만 16:30까지)
관람 300엔
JR 가타타역→버스 ‘데마치’ 하차→걸어서 10분
※토요일, 일요일은 만게쓰지까지 가는 버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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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쓰시

이시야마데라
8세기 중반에 창건되어 역대 천황가와 귀족,

무가(武家) 등 권력자의 신망을 받아 온 유서
깊은 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편 소

설로 알려진『겐지모노가타리』
의 작가 무라사

키 시키부도 이시야마데라의 비와호에 뜬 달

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집필한 것으로 전해집
니다. 달의 아름다움은 ‘오미 팔경’ 중 하나로
도 꼽힙니다.

8:00~16:00
관람 600엔
게이한 이시야마데라역→걸어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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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데라
오쓰시

(온조지)

1200여년 동안 반복된 전란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건된 절입니

다. 넓은 경내에는 국보 본전을 포함한 많은 볼거리가 있으며,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경과 좌선 체험
외에도, 절에 준비된 의상을 입고 입산 수행하는 수도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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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17:00 휴일:없음
관람 600엔, 사경 체험 / 좌선 체험 (사전 예약제) 각 1,000엔
수도 체험 (완전 예약제) 10,000엔
게이한 미이데라역→걸어서 10분

온천
시가현 내에는 다양한 온천

도 있습니다. 온천에 몸을 담
그고 비와호와 산의 아름다

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
다. 숙박 시설뿐만 아니라 당
일치기로 즐길 수 있는 시설

도 있으니 부담 없이 들러보
면 어떨까요?

오쓰시

오고토 온천

히에이산 기슭에 위치하며 약 1200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깊은 온천입니다. 교토로의 접근성이 용이해 인근
지역의 관광 중심지 역활을 하고 있으며, 알카리성 온

천으로 ‘피부 미백 온천’이라 불립니다. 당일치기로 이
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으며, 식사가 포함된 당일치기

플랜과 노천탕이 딸린 객실을 빌릴 수 있는 플랜 등 다
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JR 오고토온센역

오쓰시

이시야마난고 온천

이시야마데라에서 가까운 세타강변 주변의 온천 료칸이 참
배객들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세타강의 맑은 물을 바라보

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숙소도 있습니다. 무색투명하지만
다양한 효능이 있다 하여 ‘만병통치 온천’이라고 불립니다.
게이한 이시야마데라역, JR 이시야마역

Shiga
Onsen
Map

나가하마시

나가하마타이코 온천
나가하마성의 마을에 자리하는 온천으로, 나가하마성
과 마을을 산책하다 들르면 좋습니다. 온천 성분은 철
분을 포함한 광천으로 다소 노란기를 띱니다. 몸이 금
방 따뜻해지고 탕에서 나왔을 때 체온이 금방 식지 않

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와호를 한 눈에 내다볼 수 있는
대중탕을 갖춘 시설도 있습니다.

JR 나가하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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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역사, 문화,
쇼핑 등 비와호 주변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겨봅시다.

히코네성과 하카마 차림으로
마을 산책 체험
푸른 자연 속에 우뚝 솟은 삼중 천수각이 인
상적인 히코네성. 4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히코네성은 일본 국보로 지정된 5개의 성 가

운데 하나입니다. 앞문을 통과해 덴빈 망루,

다이코몬 망루를 지나 천수각으로. 새하얀 빛
이 아름다운 천수각은 보는 방향에 따라 분위
기가 바뀝니다. 다실 호쇼다이에서 겐큐엔을

바라보며 차 한잔. 이곳에서 바라보는 겐큐엔

은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정원을 감상
하면서 마시는 녹차(과자 포함 500엔)는 더욱
맛있습니다. (9:00~16:00)
8:30〜17:00 휴일:없음

800엔, 박물관 세트권 1,200엔(둘 다 겐큐엔과 공통)

JR 히코네역→걸어서 15분

하카마 산책 체험

평소에는 입을 기회가 없는 하카마 차림으

로 히코네 성곽 마을을 산책해보는 건 어떨
까요? 속옷과 버선 등 필요한 소품도 모두 제

공되니 별도의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마을
시설이나 가게에는 하카마 입은 손님에게만
제공하는 특별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브라이덜 하우스 섬싱 포

10:00~20:00 종일 대여(접수 종료 17:00)
휴일: 수요일
여성 4,000엔, 남성 5,000엔

(1일, 하카마 세트 렌탈료, 착용료 포함)

고카노사토

미에현 이가 지방과 시가현 고카 지방은 닌자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간 지방은 권력자의 망명지로 교토나

나라 등에서도 그리 멀지 않아 정보를 입수하기 쉽고, 동서
교통의 요충지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고카노사토 닌자 마을

광대한 부지 안에 닌자 박물관과 속임수 저택 및 수리 검

도장 등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그린 그림이 도기로 변하

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담장 오르기, 줄
타기, 속임수 우물 등을 즐길 수 있는 닌자 도장이 인기입
니다.

고카 닌자 박물관은 수리검 등 비밀 도구와 의상, 고문서
류와 일상 도구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닌자들에게 닌자라는 신분을 들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평범한 집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둔갑술 저택은 실존
했던 고카 닌자의 자손인 ‘후지바야시 가문’의 옛 가옥으

로, 얼핏 평범한 오래된 집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속임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무기가 숨겨져 있
거나, 비밀 통로와 계단, 문 등이 있습니다.

10:00~17:00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1,100엔, 닌자복 렌탈 어린이용 700엔/1일, 성인용 1,100엔/１일
※선착순 ※두건은 별도 200엔
JR 고카역→무료셔틀 버스(예약 필요)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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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류 닌자 저택

JR 고난역의 남쪽 약 1.3km, 류보시 마을의 중심

에 있습니다. 53개에 달하는 고카류 닌자 가문 중

에서 필두격인 모치즈키 본가의 저택으로, 에도
시대에 세워져 현존하는 유일한 닌자의 실제 주

거지 입니다. 내부에는 많은 함정이 설치돼 있고

도구나 둔갑술 자료도 전시돼 있습니다. 닌자체
험(검 던지기, 닌자의상 변신)도 할 수 있습니다.

9:00~17：00(입장은 16:30까지) 휴일:12월27일~1월2일
600엔
JR 고난역→걸어서 20분

쇼핑
&산책
나가하마 구역

중세 전국시대에 번영한 성곽 마을.

JR기모토역↑

오미와 후쿠이의 에치젠을 잇는 가도의 역참마을로
예로부터 번성했습니다.

JR 나가하마역

구로카베 유리관

10:00~18:00 (11월~3월은 17:00까지) 휴일:없음

N

구로카베 유리관

구로카베 스퀘어

가쇼 로쿠베에 구로카베점

구로카베 스퀘어

나가하마역 근처 17~20세기에 걸쳐 형성

가이요도 피규어 뮤지엄
in 나가하마 아트 센터
（2020년 3월까지）

JR 나가하마역

된 옛 거리를 되살린 구로카베 스퀘어에서

는 세련된 유리 제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

본선

0

나가하마항

나가하마역
관광안내소

200m

나가하마 분재 매화
전시회
↓JR마이바라역

모습을 보거나 유리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
는 시설도 있습니다.

오미하치만

지엄입니다. 작은 피규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디오라마로 제작하고, 드라마

무대를 설정해 상자 속에서 그 세계를 펼
쳐보입니다.

10:00~18:00 (11월~3월은 17:00까지)
800엔 ※입장객에게는 피규어 선물

휴일:없음

※2020년 3월까지 리뉴얼 중, 다음 장소로 이전 전
시합니다.
◎가이요도 피규어 뮤지엄 in 나가하마 아트 센터
이전 기간: 2017년 12월〜2020년 3월 (예정)

배 대여(6인 정원) 8,380엔~ 예약

승합선 2,200엔 10:00〜, 15:00〜
(1일 2회)

오래된 상가를 활용한 상점도 있습니다.

※성수기는 임시편 운항 4월 1일~
11월 30일 매일
JR 오미하치만역→버스 10분
‘호넨바시와센노리바쿠치’ 하차

JR 오미하치만역

오미하치만 물의 고장 둘러보기

메이지바시 ‘아마나’

작은 배를 타고 여유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물의 고장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니시노코
다움도 즐길 수 있습니다.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가이요도. 일본뿐

시간에 맞추어 출항, 상시영업(예약제)

운치있는 하치만보리와 옛 거리가 남아 있으며,

돌아봅니다. 벚꽃이나 단풍 등 계절의 아름

일본 피규어 제작 메이커의 선두주자이자

오미하치만 화선
관광협동조합

오미 상인 발상지라고 알려진 지역.

호수 주변을 작은 배로 약 60~80분 정도

가이요도 피규어 뮤지엄 구로카베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드문 피규어 뮤

→

점포가 늘어서 있으며, 유리 장인들의 제작

리쿠

나가하마 타이코 온천

용한 시설으로 세계 각국의 유리 제품을 전

주위에는 갤러리, 레스토랑, 카페 등 30개의

호쿠

년에 세워진 구 제130 국립은행 건물을 활

JR

호공원(나가하마성)

가현을 대표하는 구로카베 유리관은 1900
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구로카베 유리관

가이요도 피규어
뮤지엄 구로카베

미하치만야마성
하치만야마성

와타요

메이지바시
‘아마나’

산책하다 힘들 때는 역시 달콤한 디저

500m

명한 가게에서 운영하는 카페 ‘아마나’
에서 녹차 파르페, 호지차 파르
페 등 일본 디저트를 맛 보세

히무레하치만구

오미하치만 관광물산협회

N

0

트! 시가현의 명물 ‘뎃치양갱’ 으로 유

오미하치만
화선 관광협동조합

JR 오미하치만역

JR

코

와

비

선

요. 창가 카운터석
에서 바라보는

하치만보리 또한
달콤합니다.

오미

11:00~17:30

철도

(마지막 주문 17:00)
휴일: 화요일
JR 오미하치만역→
도보 30분, 또는 버스 10분
신마치 하차→걸어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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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요리 체험

시가 농업 공원 부르메노오카

호수 동쪽에 있는 낙농을 테마로 한 체험형 농업 공

원. 계절에 따른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거나 동

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소세지 만들기
(1,300엔), 큰 메론빵 만들기(한 개 1,800엔), 우유를
듬뿍 사용한 진한 우유식빵 만들기(한 개 1,500엔)
등. 가을에는 고구마 수확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0:00~17:00（3월~10월 토, 일, 공휴일은 9:30~18:00,
11월 토, 일, 공휴일은 9：30~17：00）
수요일
（12~2월은 수, 목요일）
1,000엔(체험료는 별도)
JR 오미하치만역→버스 50분 ‘하바노마치’ 하차→걸어서 10분

아트
감상

MIHO MUSEUM

자연 풍부한 산간에 위치한 미술관. 차도구, 신도 및 불교 미술, 서화, 도자기,

칠공예 등 다채로운 일본 미술부터, 이집트, 서아시아, 그리스, 로마, 남아시
아, 중국 등 세계 고대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약 3,000여점의 컬렉션
중 약 250여점을 상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파리 루브르 미술관 유리 피라미
드 등을 설계한 I.M.페이가 설계한 미술관 건물도 예술적입니다.
10:00~17:00 (입관은 1시간 전
까지) 휴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전시 교체 기간, 12월
중순~3월 중순※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miho.jp 를 확인
해주세요.
1,100엔
JR 이시야마역→버스 50분

내 몸에
맞는 좋은
먹거리

파머스 마켓 오우민치

지역 농가가 만든 농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 지역 식재료를 사
용하는 뷔페에서는 ‘오늘의 반찬’을 테마로 지역 어머님들이 손수 만든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영양도 만점! 메뉴는 매일 바뀌며 디저트로
계절 젤라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처 하우스에서는 딸기 따기 체험
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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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8:00 (뷔페 11:00~15:00, 13：40 접수 종료）
휴일：뷔페 레스토랑은 수요일
1,260엔
JR 모리야마역→버스 15분 ‘스모토’ 하차→걸어서 5분

체험 학습

시가현 비와호
박물관

화과자
만들기

가노 쇼주안
스나이노사토

비와호의 상태계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체험형’ 박물관. 일본에서 가장 큰

시가현 오쓰시에 본점이 있는 화과자점 ‘가노 쇼주안’이 운영하는 시

주변의 모습을 재현한 실제 크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장인이 엄선한 재료를 사용해 계절의 풍미를

설.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화과자 만들기

담수 생물 전시 공간으로, 바이칼물범은 꼭 봐야할 인기 스타. 고대 호수

담은 화과자를 만드는 교실입니다. 플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4

의 디오라마, 다양한 생물체의 골

개의 과자를 만듭니다.

격 표본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표본을 손에 들고 관찰할
수 있는 어른을 위한 디스커버리,

400만 년의 역사를 지닌 고대 호
수 비와호로 가는 공중 산책로 등
오감을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9:30~17:00
（입장은 30분 전까지）
휴일：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개관）
500엔
JR 구사쓰역→
버스 25분
‘비와호 박물관’ 하차

도예
체험

오고야

체험은 매주 수요일, 토요일
10:45~12:15 휴일：수요일
요금：체험 2,750엔~
(플랜에 따라 다름)
※4일 전까지 예약 필요
JR 이시야마역
→무료 셔틀버스로 30분

12세기 무렵에 탄생한 것으로 알려진 전통 도자기 시가라키야키는
소박하고 정감있는 분위기로 인기가 높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

만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체험입니다. 손으로 빚는 체험과 전동물
레로 만드는 체험, 무늬 그리기 체험 등 다양한 코스가 마련되어 있
어 초보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00~17：00(계절에 따라 다름)
휴일：1월 1일(임시 휴일 있음)
체험 1,500엔~(코스에 따라 다름)
※예약 추천
시가라키코겐철도 시가라키역
→걸어서 20분

15

오미규
시가현이 자랑하는 브랜드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

된 고급 와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1883년, 오

미규 스키야키의 원조격인 도쿄 마쓰키야의 개점
으로 오미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블링 가득
한 육질과 깊은 향이 특징으로, 입에서 녹는 듯한

식감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먹고 싶
다면 오미규 햄버거를 추천합니다.

s food
Deliciou

오미규 레스토랑
마쓰키야 본점

진미

11：30~14：00 주문 마감,
17：00~20：00 주문 마감
(22:00 폐점) 휴일: 부정기
JR 이시야마역→걸어서 10분,
또는 게이한 가라하시마에역→
걸어서 3분

오미규를 비롯해 전통 요리부터

오미니쿠 센나리테이
가라

시가현만의

11:30~14：30, 17：00~20：30
주문 마감 (22:00 폐점)
휴일: 화요일
JR 히코네역→걸어서 20분

오리

오미 짬뽕

1960년대 중반, 히코네 시내에서 시작
되어 지금은 시가현을 대표하는 먹거리

가 되었습니다. 가다랑어와 다시마로 맛

을 낸 국물이 특징으로, 주 재료는 쫄깃

한 면과 넉넉한 고기, 야채입니다. 국물
이 부드럽고 산뜻해 소화에도 좋을 뿐

만 아니라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짬뽕테이 소혼케 히코네에키마에점
11:00~22:30 주문 마감 (23:00 폐점)
휴일: 없음
JR히코네역→
걸어서 2분

예로부터 비와호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호북 지방에서

는 어망에 걸린 오리를 민물고기 상인들이 판매했습니다.
비와호의 청둥오리로 만든 오리 스키야키, 오리 전골은 겨
울에 맛볼 수 있는 친숙한 요리입니다. 추워질수록 살과 지
방이 붙는 청둥오리는 탄력있는 식감과 오리고기 특유의 단
맛을 내는 지방, 산뜻한 맛이 특징입니다. 두부나 파 등 야채

와 함께 끓여 먹습니다. 식용 오리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지
만, 양질의 지방이 함유된 청둥오리는 11월부터 3월 동안만
먹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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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품 요리입니다. 국물과 재료에 특별히
공들인 전문점도 있습니다.

호수 물고기
비와마스

나가하마시 주변의 호북 지

방에 전해지는 향토요리입
니다. 구운 고등어를 달짝지

근한 간장 국물로 졸인 후,

그 국물로 간을 한 소면과 함
께 먹는 요리입니다. 먼 옛

날, 와카사만에서 교토까지
고등어를 비롯한 어패류를
운반하는 도로가 있었던 덕

고등어 소면

큰 것은 60cm에 달하는 연어과의 물고기로 비와호의 고유

분에 이 지역에서 고등어는

종입니다. 비와마스의 색깔은 선명한 살구색으로, 제철인

일반적인 식재료였습니다.

여름에는 참치 뱃살에 뒤지지 않는 양질의 지방이 차올라

소면과 고등어의 궁합이 훌

매우 맛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입에서 녹는

륭합니다.

and drink

맛과 적당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사시미를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소금 구이, 조림, 스시, 뫼니에르 등 조리법이 다양합
니다. 남은 뼈는 된장국으로 끓여 먹어도 맛있습니다. 또 가
을 산란기를 앞둔 비와마스는 아메노우오(아메노이오)라고

!!

불리는데, 이를 넣어 지은 밥은 시가현의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된 향토요리입니다. 10~11월은 포획 금지 시기이므로

9월까지만 즐길 수 있습니다. 선명한 살구색 비와마스는 그
야말로 ‘비와호의 보석’입니다.

와술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최신 요리까지

붕어 스시

먹거리가 가득

붕어 스시로 대표되는 식해는 시가현

의 대표적인 전통 식품입니다. 식해란 스시

의 원형으로 생선 등을 소금과 밥으로 유산 발효

시킨 절임을 뜻합니다. 비와호에서 잡은 붕어를 소금

에 절여 밥을 켜켜이 쌓은 후 자연 발효시킵니다. 생선 보

존 방법의 한 가지로 오미 지방에 전해진 붕어 스시가 현
존하는 스시중 가장 오래된 스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 맛보면 독특한 향과 맛에 빠져들게 됩니다. 니혼슈

니혼슈

와도 잘 어울립니다!

현재 약 40개 양조장이 있는 시가현에는 지역산 술도 다양

합니다. 에도시대 오미노쿠니(시가현)는 도카이센과 나카센

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많은 여행객이 이용했기 때문

에 길을 따라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이와 함께 양조장도 늘어

났습니다. 또 오미의 특산품을 일본 각지에 판매한 상인들이 오미의 술

도 널리 보급, 이와 함께 양조 기술도 전해졌습니다.

본래 오미는 양질의 쌀 생산지인데다 비와호의 풍부한 물이 더해져 맛있는 술을
만들기에는 최적의 지역입니다. ‘마쓰노쓰카사’, ‘다이지로’, ‘후로센’, ‘시치혼야

리’, ‘에미시키’, ‘산렌세이’, ‘비와노초주’, ‘기라쿠초’, ‘하기노쓰유’, ‘가즈히로’ 등
다양한 향토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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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 & Restaurant

카페&레스토랑
ENSOU의 약 5,000평에 이르는 부
지 안에는 아름다운 숲이 펼쳐져 있
으며, 도자기를 전시하는 갤러리와

타르트 전문 카페로 나뉘어진 두 개
의 오래된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산책할 때 들르면 좋은 카페와 레스
토랑을 소개합니다. 멋진 분위기와
시가현의 식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가게가 있습니다.

Cafe ENSOU

타르트는 항상 10 여 종류가 준
비돼 있으며, 엄선된 계절
과일을 듬뿍 얹은 바삭

파르페 전문점
LAMP

한 식감이 일품입
니다. 교토의 도
예가가 제작한
컵, 접시 등
의 작품도

비와호 북서부에 위치한 하코다테산(680m)에서는 봄부터 가을까

구매할 수

지는 고원 산책, 겨울에는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LAMP는 하코

있습니다.

다테산 정상에 있는 카페로, 산속 오두막집 분위기의 가게 안에는

무수한 램프가 은은히 빛을 비추어 밤의 숲속 같은 분위기를 연출
합니다. 과일과 초콜릿을 듬뿍 넣은 오리지널 파르페를 맛볼 수 있
습니다.

13:00~17:00 (주문 마감 16:00)
휴일: 월, 수, 금, 일요일
※가게 안에서 먹을 경우 12:30부터 주문 가능
시가라키고겐 철도 시가라키구시역
→걸어서 5분

chalet
미즈가하마

휴일: 부정기※영업 시간은 날에 따
라 다름 ※곤돌라 운행 시간: 9:00~(기
간 한정 영업)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를 확인해주세요.
JR 오미이마즈역→버스 ‘하코다테
야마’ 하차, 또는 택시 10분→산정상
까지 곤돌라를 이용
(곤돌라 왕복 요금: 2,000엔)

비와호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고즈넉한 곳에 세워진 카페입니
다. 파도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
다. 천연 지하수를 사용한 커피에

서는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풍미
가 느껴집니다. 눈 앞에 비와호가

펼쳐지는 최적의 장소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테라스석에서 보이
는 석양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10:00~일몰
휴일: 월요일 (공휴일이면 영업, 다음 날 휴일)
JR 오미하치만역→버스 ‘조메이지’ 하차
→걸어서 15분

나기사 WARMS

비와호를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 4곳이 모여 있는 ‘나

기사 테라스’ 의 프렌치 레스토랑입니다. 시가현의 식재료를 사용해 캘리

포니아 스타일 메뉴를 제공합니다.
잔잔한 호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테
라스석도 있습니다. 비와호와 히에이
히라산이 눈 앞에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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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6:00 (주문 마감 15:00)
휴일: 금요일, 연말연시
JR 오쓰역→걸어서 20분,
또는 게이한전철 이시바역→걸어서 5분

시가라키 도자기

구운 적갈색 바탕의 흙에, 재가 녹아 생긴 녹색
자연유가 흘러 내리는 도자기. 너구리 장식물로
유명합니다. 소박한 분위기의 작품이 많아 평소
에 사용하기 쉬운 그릇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가현 도예의 숲

9:30~17:00
휴일:월요일(공휴일인 경우 영업, 다음 날 휴일),
연말연시
시가라키고겐 철도 시가라키역→걸어서 20분

시가현의 기념품
일본과 서양을 아우른 맛있는 과자부터 추억으로
간직될 아이템까지 다양한 기념품을 소개합니다.

에치가와
병 세공 ‘데마리’
아이쇼초에 계승되어 온 신기한 공예품
으로, 병 안에 ‘데마리’ 라고 하는 공이
들어있습니다. 섬세함과 아름다움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이 공예품은 ‘루부루
에치가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루부루 에치가와

8:00~17:00 휴일:12월 29일~1월 3일
오미철도 에치가와역→걸어서 1분

비와호 문구

비와호의 모양을 그릴 수 있는 ‘비와코 템플릿’이나
비와호 모양의 클립, 비와호의 물고기나 시가의 여

행을 이미지 한 마스킹 테이프 등 독특한 문방구들

뎃치 양갱

오미는 예로부터 상업의 중심지로 뎃치라 일컫던
견습생들이 많았는데, 이 양갱은 그들이 귀향할
때 인기있는 선물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와타요

9:00~18:00 휴일: 화요일(공휴일인 경우 영업)
JR 오미하치만역→걸어서 30분, 또는 버스 10분
‘오바타쵸시료칸마에’ 하차 →도보 5분

이 가득. 시가현 안의 기념품숍에서 구매할 수 있습
니다.

KABUKI
KIDS

대대로 내려오는 일본 과자전문
점의 인기 상품. 가부키 분장을
모티브로 한 과자가 강렬한 인상

을 줍니다. 계절에 어울리는 다
양한 과자가 준비돼 있습니다.

가쇼 로쿠베에 구로카베점

9:30~17:30 (토, 일, 공휴일은 18:00까지)
휴일: 1월 1일
JR 나가하마역→걸어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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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현 이벤트 캘린더
3월
중순

봄

여름

3~5월

6~8월

사기초 축제

(오미하치만시)

콩류와 다시마 등 식재
료를 사용한 거대한 수

레가 거리를 행진하는

3월
하순
4월
상순

이색 축제.

오미후지카료쿠 공원 봄 축제 (야스시)

벚꽃 라이트업
(나가하마시)

600여 그루의 벚꽃으
로 장관을 이루고, 밤

에는 라이트업도 개최
됩니다.

4월
중순

7월 상순
~8월 상순

시가라키 가마터 견학 (고카시)

7월
하순
8월
상순

에 등록된 전통 행사.

개최됩니다.

제1 나기사 공원 해바
라기밭 (모리야마시)

광대한 공원 안에 해바

오미진구 라이트업 (오쓰시)

가루타 고등학생 전국대회 개최와 맞추어 누문
（楼門 신사
입구에 있는 2층 문）라이트업을 개최합니다.
다가타이샤 만등제
(다가초)

1만 2,000개의 제등이
어 내는 축제.

나가하마 히키야마 축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약 250만 송이의 백합이 피는 절경 속에 다양한 이벤트가

그윽한 분위기를 만들

각 가마에서 마련한 특별 기획으로 방문자를 맞이합니다.
(나가하마시)

비와호 하코다테산 백합공원 백합 시즌 (다카시마시)

라기밭이 펼쳐집니다.

호공원(나가하마성)
나가하마성 주변이

4월
상순

6월 하순
~8월 하순

7월 하순
~8월 상순

열기구 비행
(구사쓰시)

열기구에서 비와호와

산들을 바라보며 상
쾌한 기분을 느껴보세
요!

4월 하순
~5월 중순

청단풍의 향연 (오쓰시)

신록이 아름다운 이 기
간에는, 불상을 특별 공
개 합니다.

8월
상순

나가하마, 북쪽 비와
호 불꽃놀이

(나가하마시)

약 1만발의 불꽃을 쏘
아 올립니다.

5월 상순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

산다이신사 등꽃 축제 (야스시)

땅에 닿을 정도로 크고 근사한 등꽃이 활짝 펴 많은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비와호 오쓰관 봄 장미
페스타 (오쓰시)

3,000송이의 장미가 만
발, 다채로운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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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상순

비와호 불꽃놀이
(오쓰시)

현내 가장 큰 불꽃 축
제로, 비와호를 무대로
한 형형색색의 불꽃이
여름밤을 물들입니다.

※2020년에 한해 11월 상순 개최

8월
중순

관음분천일회·천체지장분 (아이쇼초)

곤고린절 주변 약 2,000개의 보살승 모양을 한 등불이
참배길을 밝게 비춥니다.

계절별 꽃, 전통 축제, 일루미네이션 등 즐거운 이벤트를 1년 내내 개최합니다.
계절마다 다른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9월
하순
9월 경
(음력8월15일)

10월
상순

가을

겨울

9~11월

12~2월

고카쇼 마을 걷기 (히가시오미시)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의상을 입고 오미상인으로 변신
한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합니다.

이시야마데라 가을 달 축제 (오쓰시)

달 구경 명소 이시야마데라에서 촛불과 등불이 밤을
물들입니다.

시가라키 도자기 축제
(고카시)

시가라키 도자기 판매

12월 상순
~2월 중순
12월 중순
~2월 중순
1월 중순
~3월 상순

오쓰 축제 (오쓰시)

호화찬란한 히키야마

가 마 13개 가 마 을 을
순회하는 대규모 축제

11월 상순
~하순

하치만보리 축제 (오미하치만시)

하치만보리 수로와 성곽마을 라이트업. 문화재를 특별
공개합니다.

대본산 에이겐지 라이
트업 (히가시오미시)

단풍 명소로 널리 알려
져 있으며 단풍 시즌에
는 라이트업을 실시합

히코네도카에 (히코네시)

거리가 일루미네이션과 기념물들로 신비롭게 물듭니다.
눈(雪)을 감상하며 비
와호 순회,

유키미센

크루즈 (오쓰시)

능선 등 겨울 경치를

즐길 수 있는 크루즈
입니다.

1월 상순
~3월 상순

입니다.

10월
중순

넓은 잉글리시 가든이 빛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비와호와 웅장한 산의

등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0월
중순

비와호 오쓰관 일루미네이션 (오쓰시)

1월
하순
2월
상순

나가하마 분재 매화
전시회 (나가하마시)

일본식 건물에 매화
분재를 전시합니다.

마키노 윈터 페스티벌 (다카시마시)

눈을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가득한 이벤트입니다.

다가타이샤 세쓰분사이 (다가초)

무대에 등장한 귀신을 신사의 제사를 맡은 궁사가 콩을 던져
퇴치합니다.

니다.

11월 중순
~12월
상순

단풍이 절정인 겐큐엔
라이트업 (히코네시)

다이묘 정원의 호수면

2월 상순
~3월 하순

에 비친 단풍이 매우

오미하치만 절구 인형
(오미하치만시)

오미상인 집에 전해
내려오는 히나 인형

아름답습니다.

을 자료관과 마을 여
기저기에서 전시합니
다.

11월 하순
~12월
상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길 단풍 축제

(다카시마시)

노랗게 물든 가로수가

약 2.5km가량 이어집
니다.

2월
중순

다무라신사 액막이
대제

(고카시)

액운을 막기 위해 많

은 참배객들로 붐빕
니다.

21

관광 정보

시가현 여행 정보 문의는 관광안내소로 문의해 주세요.

시가라키 관광협회

오쓰역 관광안내소 OTSURY
소재지

전화 번호
영업시간
휴일

교통

오쓰시 가스가초 1-3 비에라 오쓰

소재지

077-522-3830 (대응 가능: 일본어, 영어, 중국어)

전화 번호

9:00~18:00

영업시간

무휴

휴일

JR 오쓰역에서 걸어서 바로

교통

오미하치만 관광물산협회
소재지

전화 번호
영업시간
휴일

교통

소재지

영업시간
휴일

교통

0748-82-2345 (대응 가능: 일본어)
9:00~17:00

목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연말연시

시가라키코겐철도 시가라키역 걸어서 5분

히코네시 관광안내소

오미하치만시 이신초모토 9번지 1

소재지

0748-32-7003 (대응 가능: 일본어)

전화 번호

10:00~17:00

영업시간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휴일

오미하치만역에서 버스로 오스기마치 하차

교통

나가하마역 관광안내소
전화 번호

고카시 시가라키초 나가노 (시가라키 전통산업회관 내)

히코네시 후루사와초 40-7 JR 히코네역 내
0749-22-2954 (대응 가능: 일본어, 영어)
9:00~17:00
연말

JR 히코네역

JR 마키노역 관광안내소

나가하마시 기타후나초 1-5 JR 나가하마역 내

소재지

0749-63-7055 (대응 가능: 일본어, 영어)

전화 번호

9:15~16:45

영업시간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휴일

JR 나가하마역

교통

다카시마시 마키노초 니시하마 1209-8 JR 마키노역 내
0740-28-1188 (대응 가능: 일본어)
9:00~17:00

12월 29일~1월 3일
JR 마키노역

간사이 국제 공항에서
시가로 이동하는 방법
오미이마즈
마이바라

교토역
↓
오쓰역

（JR도카이도�본선）
약 10분

오사카국제공항
(이타미)
시마

로
←히

신고베
고베 공항

간사이 국제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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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오사카

오쓰

교토

신오사카역
↓
오쓰역

오사카/우메다

오미하치만
구사쓰

（JR도카이도�본선）
약 50분

간사이�공항역
↓
신오사카역

（특급�하루카）
약 50분

나라

도쿄→

Discount services and Present

시가 여행 똑똑하게 즐기기!
이 팸플릿을 지참, 제시하시는 분은 다음 시설에서 할인 또는 특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설에 문의해 주세요.

D iscou

nt

하코다테야마 스키장・
유리엔・코키아파크

입장&곤돌라 왕복
성인

1850 엔 →
어린이

930 엔 →

1500

t

엔

레스토랑 마쓰키야 본점

팸플릿을 지참한 식사 손
님에게는 시가라키 도자
기 젓가락 받침대를 증정

D iscou

nt

nt

수향 마을・마루야마

정기 관광선 승선료

750 엔

P resen

D iscou

200 엔 할인

정기 관광선 대절

500 엔 할인

D iscou

nt

비와호 기선

20% 할인

관광 유람선 ‘미시간’
승선료 20% 할인

구로카베 스퀘어

5% 할인

구로카베 유리관을 비롯
구로카베 직영점 5점포
에서 식사, 쇼핑시 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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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서도 자세한 관광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r.biwako-visitors.jp/

시가

시가현 관광 가이드북

물의 고장

공익사단법인 비와코 비지터즈 뷰로
우편번호520-0806 시가현 오쓰시 우치데하마 2-1 '코라보 시가 21' 6층
TEL: 077-511-1530
MAIL: emailnews@biwako-visitors.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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