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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츠코미나토

아마츠코미나토 ◆일본에서 가장 빠른 일출을 볼 수 있는 마을(쵸) 

볼거리

카모가와시가

후토미

나가사 마루야마 지역

세쵸지(절) 「아사히가모리」는 위도 35도9분21초, 경도 140도 9분 20초, 표고 333.636미터의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상보안청 수로부의 홈페이지에는 아사히가모리의 새해 첫날의 
일출 시간을 계산한 결과 오전 6시 44분으로 후지산 정상 다음으로 일본에서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
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미 포구

탄죠지(절)

세쵸지(절)

탄죠지(절)의 
선향과 기풍

요모기 후도타키
(폭포)

백암의 단풍

아마츠 신메이신사

KAMOGAWA
Chiba, JAPAN

니치렌쇼닌이 탄생할 때 도미 포구에서는 엄청난 수의 
도미가 모여들었는데 이를 보고 마을 주민들도 크게 놀
랐다고 합니다. 일본의 삼기서(세가지 희귀하고 상서로운 일)
중 하나인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로 이 지역에서는 도미를
니치렌쇼닌의 심부름꾼으로 믿으며 소중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도미 포구의 유람선을 타면 떼를 지어 헤엄치는 
도미의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으며, 이 유람선이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도미 서식지인 도미 포구를 한바퀴
 도는 소요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니치렌쇼닌이 탄생한 곳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된 사찰로 
니치렌종(일본의 불교 종파)의 총본산입니다. 그리고 
니치렌이 탄생했을 때 돌연 정원 한 쪽에서 맑은 물이 솟구쳐 
나오고 정원 앞 바다에는 연꽃이 피어나고 무수한 도미와 
참돔 치어가 떼를 지어 모여들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성인
탄생의 삼기서(세가지 희귀하고 상서로운 일)중 하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년삼목’으로 둘러싸인 신령스러운 ‘세쵸지(절)’는 1200년의
역사의 숨결이 깃든 명사찰이며 경내의 조금 높은 곳에는 
아사히노모리(숲)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숲은 히가시칸토 지방에서 일출 시간이 가장 빠른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니치렌쇼닌이 바로 이 숲의 정상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반드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무언가 상서로운 느낌이 듭니다. 본래는 
천대종의 사찰로 건립되었으나, 후에 진언종으로, 그리고 
쇼와24년에 다시 니치렌종(일본의 불교 종파)으로 귀속되었습니다.

텐쇼변텐(기이한 암석의 명칭) 주변의 둔치 지역은 간조시
에는 거리 100미터 이상이나 앞바다의 물이 빠지는 현내
유수의 녹미채와 김의 생산지입니다. 이러한 둔치 지역의
향기와 니치렌쇼닌과 깊은 관련이 있는 탄죠지(절) 경내의
선향의 향기는 환경성의 ‘향기있는 풍경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요모기 지역의 현도(국도)에서 우측으로 1킬로미터 지나서
산길을 따라 150미터정도 들어가면 가히 비경이라 할 만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높이 10미터 폭 8미터의 폭포로 
정면에서 볼 때 오른쪽이 수컷 용이며 왼쪽이 암컷 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여름 신록과 초겨울의 단풍의 계절에
는 수량이 풍부하여 장관을 이룹니다. 또한 이 일대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단풍의 명소로 폭포 근처에는 폭포 관람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키요스미요로도(도로 명칭)에서 키미츠 방면을 향해 가면 
산길이 점점 험해지고 공기도 한 층 신선해집니다. 
아마츠코미나토의 안방이라 부를만한 백암의 단풍은 11월 
하순에서 12월에 걸쳐 장관을 이룹니다. 깍아지른 듯한 절
벽과 단풍의 색채가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아마츠코미나토의 중심부의 신메이가와(하천의 명칭) 하구
부근의 해수욕장으로 약 300미터에 걸쳐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눈부시게 작열하는 태양과 크지도 작지도 않은 
투명한 청색의 파도는 미나미보소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기있는 해수욕장으로 매년 
인파로 가득찹니다.

흰색사키 해안의 
석양

아마츠코미나토저에게는, 석양이 예쁜 해안이 있습니다.
녁의 산보에 추천입니다.

여관, 호텔 외에도 민박, 펜션 등 소규모 숙박 시설이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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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

아마츠코미나토

카모가와시가

후토미

나가사 마루야마 지역 

카모가와시가

후토미

나가사 마루야마 지역 

카모가와 씨월드

마에바라 요코스카 해안
 (일본의 둔치 백선 선정 )

쿄닌지　(절)

후토미 플라워 ‒ 
갯바위 낚시 센터

니에몬지마 (섬)

어촌풍경

카메다 주조

민나미노 사토

오오야마 센마이다

오오야마 후도오

호쾌한 범고래, 준민한 돌고래, 기예에 능숙한 강치 
등 바다 동물들의 퍼포먼스가 카모가와를 대표하는 
인기 관람지입니다. 바다로 향한 강의 흐름을 재현한 
전시를 보고 즐기면서 바다의 생태계를  배울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많은 피서객으로 흥청거리는 시내 최대의
해안입니다. 해변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으므로 산책
코스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카모가와시 코미나토에서 탄생한  니치렌슈 종조- 
니치렌쇼닌과 연고된 절입니다. 커다란 노송나무가 
인상적이고 초여름에는 아름다운 자양화가 만발합니다.

사철 따라 2000포기의 형형색색 꽃들이 만발하는 원내에
있는 꽃시계며 화단, 남방 식물을 모아 놓은 전천후형 연속
온실과  바다 유료 닊시터 등은 언제든지 즐길수 있습니다.

치바현 지정 명소인 니에몬지마는 히라노 니에몬씨가 
소유하는 섬입니다. 뱃사공이 노를 젓는 배를 타고
섬으로 건너갑니다. 섬 내에서는 300년을  넘는 일본 
가옥 견학도 할수 있고 섬 특유의 식물들이 자생하는 
곳도 둘러 볼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항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민가들,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 가는 어촌이 아니고는 느낄수 
없는 분위기를 만끽할수 있습니다.

카모가와에서 유일한 술 양조점입니다. 카모가와와
관련된 폭 넓은 품종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시음 코너도
고루 갖추어져 있어 일본술(청주)을 애음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가게입니다.

철에 따라 그때그때의 농산물은 취급하는  직매소와 제
철의 식 재료를 사용하는 레스토랑이 인기입니다.
 사이클 렌털도 취급하므로, 전원 풍경을 즐기면서 
한가롭게 사이클링도 할수 있습니다.

일본의 계단식 논 백선에 선정되어 있는 375뙈기의
논들이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면서 계단 모양으로
연결된 모습은 그야말로 일본의 원풍경입니다.

나가사 평야며 태평양을 한눈에 바라볼수 있는 곳에
자리잡은 고찰입니다. 부동당에 장식되어 있는 2구의
용 조각은 카모가와 출신인 에도시대의 조각가 - 이하치의 
작품입니다. 자원 봉사 가이드와 함께 돌아 보면 한층 더
역사를 알수 있습니다. (가이드는 일본어 )

여관, 호텔 외에도 민박, 펜션 등 소규모 숙박 시설이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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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의 카모가와

아마츠코미나토

카모가와시가

후토미

나가사 마루야마 지역

여름

가을 

◆딸기 따기    (1월   5월 상순)

◆꽃 따기      (1월 - 4월 하순)

◆꽃 구경 (벚꽃) 　(3월 하순 - 4월 상순)

◆해수욕 　(7월중순-8월하순)

◆단풍　 (11월 중순- 12월 상순)
아마츠 지역에서 차로 약 20분, 키미츠시와의 경계에 위치하는 비경이 요모기 지역입니다. 늦가을에 찾아드는 단풍은 절경입니다. 특히 강가에 깍아지른 
듯한 백암에 펼쳐지는 단풍의 아름다움은 꼭 보아야 할 명소입니다.

카모가와 봄의 미각을 대표하는 딸기를 새해 일찌감치 따서 드실수 있습니다. 

꽃이 만발하는 꽃밭에서 향기로운 꽃에 둘러 싸여 기념 촬영은 어떻습니까? 따신 
꽃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로도 좋습니다.

일본 봄의 풍물시인 왕벚나무의 명소는 시내에　２군데　있습니다．아름답게　
만발하는　연분홍색　벚꽃은　보는　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카모가와 시내 5군데에 개설되는 해수욕장은 각각 특색이 있어, 여러가지로 즐길수 있습니다,.

〇 민나미노 사토     카모가와시 미야야마 1696   TEL  04-7099-8055
〇 타무라 농원      카모가와시 미나미 코마치 2034    TEL 04-7097-1162

○휴게소 카모가와 오샨 파크     카모가와시 에미 후토오자키 22    TEL 04-7096-1911
○화아마즈 숍 카모가와    꽃의 역    카모가와시 니시 에미832    TEL  04-7096-0417

○잇센바　공원　　카모가와시　카이스카　3277    TEL 04-7093-1678
〇우치우라야마 현민의 숲   카모가와시 우치우라 3228  TEL 04-7095-2821

〇마에바라 해수욕장    　아와 카모가와역에서 도보 5분. 시내 최대의 해수욕장입니다. 넓은 모래사장과 유보도가 하와이를 방불케 합니다.
〇후토미 해수욕장　　  아와 후토미역에서 도보 5분.  자그마한 해안은 돌바위와 연결되어 있어 해수욕은 물론 돌바위에서 물놀이도 할수 있습니다. 
〇에미 해수욕장           에미역에서 도보10분. 모래사장이 아담스러운 해수욕장입니다. 혼잡을 피하고 싶으시면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〇시로자키 해수욕장      아마츠역에서 도보15분. 미나미 보우소에서 수질 제일을 자랑하는 백사장이 아름다운 해수욕장입니다.
〇우치우라 해수욕장      코미나토역에서 도보 5분.  파도가 잔잔한 우치우라만은 아이들과 더불어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여관, 호텔 외에도 민박, 펜션 등 소규모 숙박 시설이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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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바다의 산물도 만끽하고 느긋하게 온천에 몸도 담그고, 일본 특유의 여정을 즐길수 있는 카모가와의 숙소입니다.

아마츠코미나토

아마츠코미나토

카모가와시가

후토미

나가사 마루야마 지역

아마츠 코미나토 지역의 숙소
①호텔 뉴-흑조(뉴-쿠로시오)

②아늑한 숙소  삼수(산스이)

③차 오르는 마음의 숙소 길몽(키치무)

④코미나토 어부 요리 바다의 정원(우미노 니와)

⑤여관 안방가(아와야)

⑥카모가와 호텔 삼일월(미카즈키)

⑦순채의 숙소 녹수정(료크스이테이)

⑧풍명전(호우메이테이)

⑨호텔 그린 플라자 카모가와

⑩숙소  나카야 

⑫정취의 숙소 봉래옥(호우라이야) 

⑬여관 토미오카 

⑭시라사기 장 

⑪카모가와 힐즈 리조트 호텔 

카모가와시 코미나토196　(TEL　04－7095－3455：전 8실 ：30인 수용 ：요금 기준　\10，000～\20，000)

카모가와시 코미나토182-2　（TEL　04-7095-3333：전32실、130인 수용：요금 기준　\13,000～\25,000）

카모가와시 코미나토 182-2　（TEL　04-7095-2111：전100실、550인 수용：요금 기준　\15,000～\30,000）

카모가와시 코미나토 169　（TEL　04-7095-2611：전8실、40인 수용：가격　\15,000～\23,000）

카모가와시 우치우라2779　（TEL　04-7095-2606：전10실、50인 수용：요금 기준　\10,000～\20,000）

카모가와시 우치우라2781　（TEL　04-7095-3111：전171실、1､000인 수용：요금 기준　\13,000～\35,000）

카모가와시 우치우라1385　（TEL　04-7095-3030：전15실、60인 수용：요금 기준　\24,000～\46,000）

카모가와시 우치우라14　（TEL　04-7095-2334：전16실、76인 수용：요금 기준　\10,000～\27,000）

카모가와시 아마츠3289-2　（TEL　04-7094-2525：전62실、264인 수용：요금 기준　\10,000～\21,000）

카모가와시 아마츠3287　（TEL　04-7094-1111：전44실、220인 수용：요금 기준　\13,000～\30,000）

카모가와시 아마츠3164-7　（TEL　04-7094-2535：전70실、330인 수용：요금 기준　\15,000～\30,000）

카모가와시 아마츠1376　（TEL　04-7094-0029：전17실、50인 수용：요금 기준　\16,000～\36,000）

카모가와시 아마츠1072　（TEL　04-7094-0315：전8실、32인 수용：요금 기준　\8,000～\12,000）

카모가와시 아마츠1847-4　（TEL　04-7094-2431：전27실、105인 수용：요금 기준　\6,820～）

자연이 풍부한 카모가와시에는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볼거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꼭 둘러 보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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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바다의 산물도 만끽하고 느긋하게 온천에 몸도 담그고, 일본 특유의 여정을 즐길수 있는 카모가와의 숙소입니다.

아마츠코미나토

카모가와시가

카모가와시가

후토미

나가사 마루야마 지역

카모가와 시가지의 숙소
①여관 이소나미

②호텔 카모가와 인

③카모가와 관

④카모가와시 그랜드 호텔

⑤칸포노 야도 카모가와

⑥카모가와 씨월드 호텔

⑦카모가와 유니버스 호텔

⑧어민암 마루키 본관

⑨호텔 나카무라

⑨여관 송도(마츠시마)

⑩호텔＆갤러리 아라비안아트

카모가와시 카이스카2611-1　（TEL　04-7092-0369：　전7실、30인 수용：요금 기준　￥11,000～￥16,000）

카모가와시 요코스카789-4　（TEL　04-7099-0750：　전17실、45인 수용：요금 기준　￥5,000～￥8,000）

카모가와시 니시마치1179　（TEL　04-7093-4111：　전65실、400인 수용：요금 기준　￥24,000～￥36,000）

카모가와시 히로바820　（TEL　04-7092-2111：　전120실、645인 수용：요금 기준　￥15,000～￥35,000）

카모가와시 니시마치 1137　（TEL　04-7092-1231：　전53실、200인 수용：요금 기준　￥8,500～\16,000）

카모가와시 히가시마치 1464-18　（TEL　04-7092-2121：　전74실、371인 수용：요금 기준　￥13,000～￥22,000）

카모가와시 마에바라69　（TEL　04-7092-1361：　전50실、216인 수용：요금 기준　￥14,000～￥17,000）

카모가와시 요코스카543　（TEL　04-7093-2181：　전6실、33인 수용：요금 기준　￥16,000～￥26,000）

카모가와시 요코스카843　（TEL　04-7092-2258：　전14실、40인 수용：요금 기준　￥13,000～￥18,000）

카모가와시 카이스카2278　（TEL　04-7092-0364：　전7실、25인 수용：요금 기준　￥7,000～）

카모가와시 후토미 니시오츠 　：0012-8907-40　LET（ 7-233-3 전10실、22인 수용：요금 기준　￥12,000～￥13,000）

자연이 풍부한 카모가와시에는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볼거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꼭 둘러 보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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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츠코미나토

카모가와시가

후토미

산과 바다의 산물도 만끽하고 느긋하게 온천에 몸도 담그고, 일본 특유의 여정을 즐길수 있는 카모가와의 숙소입니다.

나가사 마루야마 지역

후토미

후토미/에미 지역의 숙소
①아라이 여관

②해변의 숙소   에비스

③강택관(에자와칸)

④호텔 카이코엔

⑤물가의 숙소 소토보오

⑥치산 리조트 카모가와

⑦요시노야 여관

⑧여관 후나츠키

카모가와시 후토미 하마153　（TEL　04-7092-2270：　전10실、50인 수용：요금 기준　￥11,000～）

카모가와시 후토미110　（TEL　04-7092-2131：　전39실、200인 수용：요금 기준　￥11,000～￥14,000）

카모가와시 후토미 하마24-1　（TEL　04-7092-1143：　전14실、50인 수용：요금 기준　￥13,000～￥18,000）

카모가와시 후토미 하마73-1　（TEL　04-7092-1341：　전31실、104인 수용：요금 기준　￥10,000～￥13,000）

카모가와시 후토미 하마24-1　（TEL　04-7092-1143：　전14실、50인 수용：요금 기준　￥13,000～￥18,000）

카모가와시 후토미 하마73-1　（TEL　04-7092-1341：　전31실、104인 수용：요금 기준　￥10,000～￥13,000）

카모가와시 후토미 하마193　（TEL　04-7092-1167：　전11실、50인 수용：요금 기준　￥10,000～）

카모가와시 에미 아오키65　（TEL　04-7096-1200：　전12실、46인 수용：요금 기준　￥11,000～￥19,000）

자연이 풍부한 카모가와시에는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볼거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꼭 둘러 보아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