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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센터  가드닝동파크센터  가드닝동

가드닝 온실가드닝 온실

파크센터  관리동파크센터  관리동
대형 복합 놀이기구
(유멧코 랜드)
대형 복합 놀이기구
(유멧코 랜드)

아와지구치
주차장
아와지구치
주차장

안내소안내소

정산소정산소

아와지구치
 게이트

레스토랑 하나야시키 가벼운 식사•음료를 준비.
잠시 쉬고 싶을 때….

선착장 매점
귀여운 기념선물이 가득!

히가시우라구치 매점
공원  오리지널  상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공중전화

화장실

휠체어 대응 
화장실

주차장

비상전화

우미미바시 다리우미미바시 다리

국도 28호국도 28호

시오카제바시 다리시오카제바시 다리

세이류바시 다리세이류바시 다리

파크센터 
비지터동
파크센터 
비지터동 등나무 시렁등나무 시렁

통상 폐쇄

세세라기바시 다리세세라기바시 다리

바람의 언덕바람의 언덕

아와지•히가시우라 정화센터아와지•히가시우라 정화센터

나다가와 강나다가와 강

이와야•아와지 I.C.→이와야•아와지 I.C.→

보통 걸음으로 100m는
2분 정도 소요됩니다.

하늘의 테라스하늘의 테라스

세세라기 광장세세라기 광장

우쓰로이노니와
정원

우쓰로이노니와
정원

자부자부 연못자부자부 연못

잔디광장잔디광장

물의 나무물의 나무

임시 주차장임시 주차장

임시 주차장임시 주차장

휴게소•베이비룸•
구급실•안내소•홀
휴게소•베이비룸•
구급실•안내소•홀

바다의 테라스
바닷바람이 상쾌하고, 
오사카만을  오가는  
배도 잘 보입니다.

팜 가든
야자수가 늘어서 
있고  바다내음이 
물 씬  풍 기 는  
남국풍의 정원입니다.

포플러 언덕
바다가 바라보이는 
경사지에 아름다운 
포플러가  줄지어  
있습니다.

우쓰로이노니와 정원
아침 해와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정원과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산책할 수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숲
미로와 같은 대형 정글짐과 
미끄럼틀. 모두 함께 모험을 
떠나자.

대형 복합 놀이기구
(유멧코 랜드)

잔디광장

바람 ,  꽃 ,  물을  
테마로 한 길이 
130m, 높이 14m, 
폭 40m의 대형 
놀이기구입니다.

신 나 게  뛰 어  
노는 것도 좋고, 
이용방법은 
자유자재!

 ←아트야마 
    오이시 가쿠야 미술관 방면
 ←아트야마 
    오이시 가쿠야 미술관 방면

가이노하마가이노하마

로즈 가든로즈 가든

기노코무라기노코무라

하나노나카우미 호수하나노나카우미 호수

바비큐 광장바비큐 광장

시오사이 화원시오사이 화원

가이간구치 게이트동가이간구치 게이트동

이륜차 주차장이륜차 주차장

팜 가든팜 가든

 히다마리노오카 언덕 히다마리노오카 언덕

포플러 언덕포플러 언덕

유메부타이 지하 주차장유메부타이 지하 주차장 안내소
구급실
수유실 
휴게실
매   점

안내소
구급실
수유실 
휴게실
매   점

렌라쿠구치
게이트
렌라쿠구치
게이트

가이간구치 
게이트

히가시우라 대형 주차장히가시우라 대형 주차장

주차장(4대)주차장(4대)

주차장(8대)주차장(8대)

가이간 미나미 주차장가이간 미나미 주차장
가이간 미나미 주차장으로 
가실 분은 이쪽으로
가이간 미나미 주차장으로 
가실 분은 이쪽으로

요금소요금소

요금소요금소

매 점매 점

승무원
휴게실
승무원
휴게실

스모토•
히가시우라 I.C. 방면
스모토•
히가시우라 I.C. 방면

이소노라쿠엔 공원이소노라쿠엔 공원

통상 폐쇄통상 폐쇄

유메부타이 
마에 교차로
유메부타이 
마에 교차로

자전거 주차장

일반 차량 진입 금지

히가
시우
라구
치 

게이
트 
통로

히가
시우
라구
치 

게이
트 
통로

웨스틴 호텔 아와지웨스틴 호텔 아와지

유메부타이 
마에 버스정류장•택시
유메부타이 
마에 버스정류장•택시

레스토랑&숍레스토랑&숍

프롬나드 가든프롬나드 가든

가보쿠린엔 정원가보쿠린엔 정원

야외극장야외극장

기세키노호시 식물원기세키노호시 식물원

레스토랑 하나야시키레스토랑 하나야시키
하나노오카미치 
산책로

하나노오카미치 
산책로

폭포의
테라스
폭포의
테라스

어린이 숲어린이 숲

폭포 동굴폭포 동굴달의 테라스달의 테라스

하나노시마 섬하나노시마 섬

다이치노니지 정원다이치노니지 정원

선착장
(보트 대여)
선착장
(보트 대여)

아와지코류노쓰바사코 
미치노에키(휴게소)
아와지코류노쓰바사코 
미치노에키(휴게소)

국제회의장국제회의장

햐쿠단엔햐쿠단엔

감 상 하 기

마쓰노타니마쓰노타니

하루이치반노오카 언덕하루이치반노오카 언덕

하나노타니하나노타니

물의 계단물의 계단

휴게소휴게소

덴단 테라스덴단 테라스

바다의 테라스바다의 테라스

불꽃새
지진 재해로부터의 
재 생 과  부 활 의  
염 원 을  담 아  
제작한 높이 4m 
길 이  3 0 m 의  
불꽃새는 초호화!

다코토피어리
다코토피어리가 
입구에서 여러분을 
환영!

다이치노니지 정원
계절마다 피는 꽃이 
빨 간 색 ,  노 란 색 ,  
파란색 ,  보라색이  
화려한 띠 모양으로 
늘어선 화단은 마치 
무지개 같습니다.

하나노오카미치 
산책로
길  양측에는  
여러가지 꽃이 
피어있습니다.

폭포의 테라스
길을 따라 7개의 
폭 포 가  늘 어서  
있습니다. 
여 유 로운  물 가  
산책은 여기에서.

달의 테라스
검은  석조  벤치에  
앉아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다이내믹한 
경치를 즐겨 봅시다.

하늘의 테라스
공원의 랜드마크 .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선단부에서는 
오사카만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노시마 섬
보 트 를  타 고  
하나노나카우미 
호 수 와  수 로 를  
유람해  봅시다 .  
사계절 꽃의 색과 
향기를 실감.

푸 른  바 다 와  하 늘  
아 래 에 서  상 쾌 한  
바닷바람을  느끼면서  
바 비 큐 를  즐 길  수  
있습니다.

바비큐 광장

놀 거 리

히가시우라구치 
게이트

유료 지역

휠체어 통행 가능 공원길

계절 꽃 화단

다년초 화단

화기 사용 가능 지역
(시오사이 화원)

진입 금지

(사계절 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림의 번호             는
안내판 번호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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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먹 거 리 핑쇼

아와지시마 국영 아카시 해협 공원  이용 안내

일　　반 단체(20명 이상)

입장료

주차장 요금(1일）

410엔

210엔

80엔

290엔

210엔

50엔

성인(15세 이상 65세 미만)

소인(초•중학생)

실버(65세 이상)

100엔

100엔

1600엔

1600엔

500엔

500엔

500엔

하나노나카우미 호수의 보트 대여 요금

개장 시간
기　　간 개장 시간

 4월 1일~8월 31일

9월 1일~10월 31일

11월 1일~2월 말일

3월 1일~3월 31일

구　　분

30분 15분 초과할 때마다

400엔

200엔

200엔

100엔

성인

소인(초•중학생)

구　　분

구 분 ( 대 수 ) 보　통 대　형 오토바이

아와지구치 주차장(보통자동차 357대•버스 35대)

가이간 미나미 주차장(158대)

히가시우라 대형 주차장(버스 22대)

유메부타이 지하 주차장(승용차 600대)

●장애인 수첩, 정신장애인 수첩 및 요육 수첩을 교부 받으신 분은 아와지시마 국영
   아카시 해협 공원의 승용차 주차요금이 무료입니다.(유메부타이 지하 주차장은 제외)

휴원일 연말연시 (12월 31일∼1월 1일) / 2월 첫째주 월요일과 그 다음날

아카시 해협 공원 관리센터 우편번호 656-2306
효고현 아와지시 유메부타이8-10

FAX.0799-72-2100TEL.0799-72-2000 http://www.kkr.mlit.go.jp/akashi/

9:30 ～ 18:00

9:30 ～ 17:00

9:30 ～ 16:30

9:30 ～ 17:00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장애인 수첩, 정신장애인 수첩 및 요육 수첩을 교부 받으신 분은 국영 아카시 해협 
   공원의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당일에 한하여 재입장할 수 있습니다.
●국영 아카시 해협 공원의 아와지 지구와 고베 지구(아이나 사토야마 공원)는 당일에 
   한하여 어느 한쪽 입장권의 반권으로 다른 한쪽 시설을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재입장하시는 분은 반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기세키노호시 식물관과의 세트권도 있습니다.
●연간 이용권도 있습니다.
   1년:성인 4,100엔 / 소인 800엔 / 실버 2,100엔

●개장 시간은 행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티켓 발매 시간은 문닫기 1시간 전까지입니다.(세트권은 1시간 30분 전까지입니다)전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