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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산·하늘을 만끽! [훗투어]

훗쓰시 관광
가이드북

1

VOL.

훗씅

정겨운 훗쓰

지구와 신나게 놀아보자!
보소 설레는 원더랜드.
로프웨이를 타고 오를 수 있는 노코기리야마의 “지옥 엿보기”와 마더목장 “번지점프”로 담력훈련
여행을 떠나볼까?
페리와 천연온천과 해물요리로 몸도 마음도 힐링할 수 있는 여행을 떠나볼까?
남녀노소, 홀로, 커플, 가족, 단체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가득!
즐거운 코스 설정은 무한대. 그럼, “훗쓰”를 만끽해 보자!!

해안에 핀 선명한 색상의 갯멧꽃.
풍치 좋은 여름 광경입니다.

“미나토가와 등롱 떠내려
보내기”가 훗쓰의 여름을
장엄하게 물들입니다.

괴상한 형태를 한 건물 안에는
훗쓰의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가…?
“훗쓰매립기념관”.

지구와 신나게 놀아보자, 보소 설레는 원더랜드!

귀여운 동물들과 보기에도 탐스런 꽃들….
“마더목장”의 대자연에 흠뻑 빠져
보세요.

“다카고야마자연동물원”에는
귀여운 원숭이가 가득!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운치가 넘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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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UP!

훗쓰
①

다른 산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수십

미터에 이르는 수직 벽. 억지로 깎아지른
듯이 솟아 있는 절벽. “안전제일”

문구. 이것은 예전에 노코기리야마가

“보슈석”이라 불리는 돌의 산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슈의 깊은

대자연과 당시 채석공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예전 채석공들이 남긴 부자연스러운 자연을 즐긴다 .

“안전제일”이라고 새겨진
채석장터. 현재는 콘서트 등 야외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노코기리야마

소름이 끼칠 정도의 절경.
“높다!” 노코기리야마의 절경지에는 “지옥 엿보기”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떨어질 것 같다!” 표고 329.5m의 꼭대기에 정말 거짓말처럼 깎아지른 듯이 솟아 있는 벼랑 끝.
“무섭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하늘과 바다와 산들이 빚어내는 푸르름이
펼쳐집니다.
훗쓰의 “지옥”에는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절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 엿보기

채석공이 작업을 하며 남긴 우연한 절경. 올려봐도 내려봐도 소름이 끼칠 정도의 절경이 보일 뿐입니다.

보기”도
“지옥 엿
는
무렵까지
기
초
와
쇼
.
었습니다
있
어
되
연결

1918년~1932년경

수렛길은 예전에 노코기리야마에서
항구까지 보슈석을 운반했던 길. 이
길을 따라 노코기리야마를 올라가
봅시다.

일반 경단, 벚꽃 나뭇잎이
들어간 경단, 자색감자가
들어간 경단 3종류

4분간의 하늘산책은 어떠세요?

백척관음

노코기리야마에 남아 있는 최대 수직면 96m의 채석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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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으로 잘린 석벽.

예전에 채석장이었던 바위
표면에 조각된 거대한
관음상입니다. 그 이름대로
높이가 백척(약 10.3m). 6년의
기간을 걸쳐 1966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교난마치)

푸치카페

노코기리야마 로프웨이
사계절내내 아름다운 경치를 360° 파노라마로 즐길 수 있는
한마디로 움직이는 전망대. 좋은 날씨에는 후지산도 볼 수
있답니다. 산정의 전망대에서는 기념촬영도 가능합니다.
TEL: 0439-69-2314 【시간】9시~17시(동절기 ~16시)
http://www.mt-nokogiri.co.jp/pc/p010000.php

【시간】9시~17시(동절기는 16시까지)

노코기리야마 로프웨이
“노코기리야마 산정역”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한 작은 카페. 추천
메뉴는 매장에서 숯불로 구운
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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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UP!

훗쓰
②

TEL: 0439-37-3211 【주소】다구라 940-3
【교통】다테야마자동차도로 “기미쓰PA스마트
IC”에서 자동차로 10분/JR우치보선 “사누키마치역”
에서 “마더목장”행 버스 종점 【시간】평일 9시 30
분~16시 30분, 토·일·공휴일 9시~17시(계절에
따라 변동됨) 【정기 휴일】문의해 주십시오
【주차장】있음
http://www.motherfarm.co.jp

여기 봐, 양들도 웃고 있어.
마더목장 최고의 매력. 그것은 많은 동물들과 가까이에서 만나 볼 수 있다는 것.
반갑게 맞아주는 것은 파란 하늘과 광대한 목장의 푸르름, 사계절내내 피어나는 매혹적인 다양한 색상의 꽃
그리고 알파카를 비롯한 귀여운 동물들의 친근함입니다.

마더목장

먹이를 주고, 머리를 쓰다듬고, 함께 달려보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동심으로 돌아가 분명히 저절로 웃음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로는 부족할 정도로 재미와 웃음으로 가득 찬 곳. 바로 마더목장입니다.

만 나러 와 ~ !

타고,
트랙터를
!!
자, 출발~

로웨이
화이트벨테드갤

마더 팜 투어

15ha에 이르는 광대한 목장을 트랙터 기차로 둘러보는 투어형 어트랙션입니다. 가이드
의 안내를 따라 희귀한 동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마치 외국에 있는 듯한 잠깐의
여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몽실

밖에 없다는
일본에 단 3마리
모두
이”. 그 3마리가
로웨
드갤
“화이트벨테
니다.
있습
고
육되
사
이 마더목장에서

잘 할 수 있을까 ~?

몽 실하고 귀
여워요~

사
만남의 행

양쇼

양들의 대행진

마더목장의 풍부한
행사 중에서 일부를
소개합니다.

L목양견이 모는 약 150마리의
양떼들이 목초지를 대행진!
박력이 넘치는 대행진 후에는
양들과의 즐거운 만남의
시간입니다. (7월·8월은 쉼)

전세계로부터 19종류의
양이 집결. 털 깎기 시범과
목양견의 연기 등 볼거리가
다채롭습니다.

만남의 목장

토끼, 마라, 모르모트 등 온순한
작은 동물들과 만날 수 있는
코너. 안아보거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 보세요.

아기 돼지 스타디움

V6마리의 아기 돼지가 힘차게 달리는 “아기
돼지 레이스” 경기장. 관객 중에서 선발된 6명이
아기 돼지와 함께 골을 향해 달립니다. 달리는
아기 돼지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목장의 체험 공방

양털을 사용한 귀여운 마스코트, 가죽
키홀더 등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추억과 선물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공방입니다.

마더목장의
신선한 음식!
양 햄버거
직접 만든 양 햄버거와 자가제
소시지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호화 메뉴입니다.

우유 러스크

선물도 다 양 !
마시는 요구르트

목장의 밤도 추천해 드립니다!
바닐라 소프트 아이스크림
생우유의 풍미를 살려
농후하면서도 입 안에서 사르르
녹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목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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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카레

여름에는 불꽃놀이, 겨울에는 일루미네이션 등 밤의 마더목장은 매우
로맨틱한 장소로 대변신. 동물들도 저마다 황홀경에 빠지고 맙니다!

마더목장에서 인기가 많은
알파카가 카레로 등장!
※이 요리는 한정 메뉴입니다.

※불꽃놀이와 일루미네이션의 실시 상황은 사전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사진은 이전 모습)

프로세스 치즈

※사진은 2014년 취재 시에 촬영한 것입니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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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UP!

훗쓰
③

즐거움이 “꽉!” 찬 훗쓰시의 심볼!

!
조개잡이

훗쓰미사키 끝부분의 전망탑에 오르면 역사 있는 해보와 웅대한 후지산 등의 절경을 볼 수 있습니다.

훗쓰미사키의 북쪽 해안에서는
조개잡이를 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모래사장을
파면 바지락이 여기저기!

해수욕장과 수용장에서 물장난을 하거나 런닝, 사이클링, 테니스로 기분 좋게 땀을 흘려보는 것은 어떼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라면 조개잡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데이트를 간다면 밤. 도쿄만의 야경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해 줍니다.
계절별로, 시간별로 즐길 수 있는 훗쓰시를 대표하는 레저 명소.

낚시!

바로 훗쓰미사키입니다.

가족 모두 즐기자!
메이지백년기념 전망탑
최상층의 높이가 21.8m, 잣나무를 본떠
만든 전망탑입니다. 훗쓰미사키의 가장
끝부분에 있으며 겨울철에는 후지산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표정을
바꾸는 도쿄만, 오가는 크고 작은 배를
구경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훗쓰미사키에는 최고의 낚시
명당으로 안내해 주는
낚싯배 선주가 많이 있어
초보자로부터 베테랑에
이르기까지 예상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낚는 어류도 꼴뚜기, 조기,
갈치 등 다양!

도
해질녘 경치
다
매력적입니
나카노시마 전망대

훗쓰미
사키

바다 너머로 후지산을 볼 수 있는 갑은 많은데 훗쓰미사키는 최고의 촬영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쑥 내민 끝에 우뚝 세워진 메이지백년기념 전망탑, 해상으로 보이는
제1·제2해보, 오가는 대형선박 등 그 어떤 것과 조합해도 멋진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의 레저 명소에
훗쓰 최고
서 신나게 놀

훗쓰공원은 훗쓰미사키에 있는 지바현립의 도시공원.
100ha에 이르는 부지에는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수영장도!

캠프도!

훗쓰공원 점보 풀
바닷바람을 맞으며 3종류의
슬라이더풀을 비롯해 파도풀,
유수풀 등 다양한 풀을 즐길 수
있는 훗쓰공원의 여름 인기
명소입니다.

해수욕도!

훗쓰공원 캠프장
바다가 가깝고 소나무 숲으로 둘러져 있어 시원한 바람이 부는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캠프장. 바베큐 시설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훗쓰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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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음악당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훗쓰시내에서 가장 넓은 해변을 가진
해수욕장입니다. 인근에는 수영장,
조개잡이장, 캠프장 등의 레저 시설과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음식점도
있습니다.

테니스도!

훗쓰공원 테니스 코트
1년 내내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전천후형 테니스
코트입니다. 인공잔디(5면)와 하드코트(3면)의 2
종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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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쓰 훗쓰에 오면 절대 빼놓을 수 없다! “운메 훗쓰” 요리 탐방!
PICK UP!
④

“운메 ”란, 보슈
사투 리 로
라 는 의 미입 니 “ 맛 있 다 ”
다

바다의 풍미가
자가제 김면!

느껴지는

이이노라면
훗쓰산 김으로 반죽한 녹색을 띤
자가제 면이 특징인 요리점. 매실
장아찌가 들어간 가즈사라면,
자가제 된장을 사용한 라면,
소금맛 야키소바도 인기.
TEL: 0439-87-1535 【주소】시모이이노
330-3 【교통】JR우치보선
“아오호리역”에서 자동차로 5분
【시간】11시~20시 30분 【정기 휴일】
목요일 【주차장】있음(10대)

김라면

하카리메축제

가이호돈축제

하카리메 × 가이호돈 × 생김
하카리메는 붕장어를 말함. 붕장어의
모양과 옆선이 시장이나 강가에서
사용하던 “막대저울”과 닮았다하여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카리메는 특별 주문한 대바구니를
사용하며 창업부터 40년 가깝게
비밀히 전해 내려오는 국물로
토실토실하고 연하게 조려냅니다.
하카리메히쓰마부시는 3단계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이호란, 메이지부터 다이쇼에 걸쳐 수도 방위의 목적으로
훗쓰미사키 앞바다에 만들어진 인공섬입니다. 현재는 최고
어장이며 가이호돈에는 그 주변에서 잡힌 신선한 어패류가
들어갑니다.

TEL: 0439-65-3535 【주소】이와세
993-4 【교통】JR우치보선 “오누키역”
에서 도보 10분 【시간】11시~20시
【정기 휴일】월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오전 중에만 영업) 【주차장】있음(30대)
http://www.isone.jp/

“맛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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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점 다이사다
생선요리라면 뭐든지 OK!라는 이
요리점에서는 하카리메도 다채로운
조리법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수조가
있어 맛 볼 수 있는 하카리메 생선회도
꼭 즐겨보시길.

스시·활어요리 이소네

가이호돈

신선한 생김은 이처럼 수확됨

훗쓰 본고장
음식

요리로 나오는 것은 그 날 조린
하카리메만!

하카리메

도쿄만에서 잡히는 붕장어는 외해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살이 부드러우며 또한 먹이가 풍부하여 맛이
매우 좋은 것이 특징. 장어와 비교해도 저칼로리
고단백질이며 콜라겐도 풍부합니다. 방금 잡아올린
본고장 생선을 충분히 사용한 가이호돈은 훗쓰의
해산물 맛이 통째로 들어간 호화 요리입니다.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한 생김은 도쿄만이 매립된
지금은 귀중한 식재료. 생산지에서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맛이 진한 일품 요리입니다.

구이에 가루를 입힌 튀김,
생선회에 가루를 입히지 않은
튀김.
어느 하카리메를 먹을까?

생김페어

특별 주문한 대바구니입니다

비밀히 전해 내려오는 국물로
조린 하카리메 2색 돈

생김 계란구이

하카리메 스시를 먹는다면 현지 스시점에서.
계란구이도 일품!

그립고 부드러운 맛이
감도는 다시 오고
싶어지는 요리점

사토미스시
인근 어항에서 들여오는 신선한 본고장 생선의
맛과 밝고 상냥한 주인의 성품에 현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는 요리점. 초무침과
계란구이도 일품입니다!

하카리메 요리는 물론 스시와
장어도 추천

TEL: 0439-67-2233 【주소】미나토 832
【교통】JR우치보선 “가즈사미나토역”
에서 도보 3분 【시간】11시~22시(점심:
~15시) 【정기 휴일】화요일 【주차장】
있음(5대)
http://satomisusi.web.fc2.com

일년내내 맛있는 생선을 먹을 수
있는 여성에게도 인기 있는
요리점입니다!

아지노칸시치
현지의 신선한 어패류를 사용한
맛있는 요리를 적당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하카리메
요리는 큰 인기가 있으며 맛도
양도 대만족!

맛도 양도 대만족 하카리메텐돈

하카리메 생선회

TEL: 0439-87-2021 【주소】훗쓰 2027 【교통】
JR우치보선 “아오호리역”에서 닛토교통버스
“훗쓰공원”행 “하마마치” 하차 【시간】11
시~20시(19시 30분 마지막 주문) 【정기 휴일】
월요일 【주차장】있음(30대)
http://www.daisada.net

일식요리 미야지마
현지의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를
적당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음식점.
꼭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하카리메를
사용한 야나가와. 하카리메의 새로운
맛을 발견할 수 있는 일품입니다.

하카리메를 사용한 야나가와

TEL: 0439-67-1178 【주소】가이라 115-2
【교통】JR우치보선 “가즈사미나토역”에서
도보 10분【시간】11시~14시 30분, 16시 30
분~21시 30분 【정기 휴일】비정기 휴일
【주차장】있음(30대)
http://www.chibamiyajima.com

히로스시
현지에서 들여오는 제철의 신선한
본고장 생선을 사용한 요리가
자랑. 추천 요리는 그 날에 들여온
생선을 사용하고 계란찜까지
서비스해 주는 추천 스시입니다.

TEL: 0439-65-1417 【주소】지구사신덴
1164 【교통】JR우치보선 “오누키역”
에서 도보 10분 【시간】11시~15시, 16시
30분~21시 30분 【정기 휴일】화요일
【주차장】있음(30대)

8종류의 재료를 사용한 가이호돈

TEL: 0439-88-2281 【주소】아라이 78-1
【교통】JR우치보선 “아오호리역”에서
자동차로 5분 【시간】11시~14시 30분,
17시~21시 【정기 휴일】목요일
【주차장】있음(40대)
http://www.hirozushi.jp

하카리메쿠키?!

케이크스튜디오 카스타드
하카리메를 사용한 쿠키까지
등장! 현지의 사랑으로 가득찬 이
양과자, 선물로도 최적!
TEL: 0439-65-4407 【주소】지구사신덴 61-3 【교통】JR
우치보선 “오누키역”에서 도보 10분 【시간】9시~19시
30분 【정기 휴일】월요일 【주차장】있음(3대)

fut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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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UP!

훗쓰
⑤

도쿄만 페리의 선상에서 바라본 노코기리야마

무성한 야자에 보슈석으로 쌓아 올린 석벽. 가나야의 경관에는 어딘가 불가사의한 이국정서가 감돈다

돌을 찾아가며 가나야 산책.

가나야의 매력으로 가득 찬 레스토랑＆
마켓.
“더 피쉬”는 가나야를 대표하는 레스토랑＆마켓.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레스토랑, 바움쿠헨 공방, 보소 최고의
다양한 상품을 자랑하는 토산품 시장 등 바다와 산을 모두
가진 가나야의 매력을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인기
상승 중인 마네키네코 “가나냥”과도 만날 수 있답니다.

더 피쉬

돌은 가나야의 이정표

세대를 넘어 시대를 넘어 이 지역은
돌로 이어진다.

자세한 것은 p. 20

돌 조각길

예전에는 노코기리야마에서 채석하는
보슈석의 산지로서 번창했던 가나야. 현재는
“돌과 예술의 지역”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노코기리야마의 산정에 돌 우체통
“샤론 포스톤”을 설치하거나, 다양한 돌
오브제를 즐기면서 산책하도록 한 “돌
조각길”을 만드는 등 역사와 문화를 계승한
새로운 지역 만들기에 온 지역이 하나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의 신사
사랑

도쿄만 페리에서
노코기리야마
로프웨이까지의 길에는 총
23개의 돌 조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용된
돌은 모두 보슈석입니다.

사”
나냥신
셀렉션
속 몽드
2년 연
빛나는
에
상
최고 금
움
일품 바

사랑마네키네코 “가나냥”

등 재료가
새우·오징어·가리비 ”
다채로운 “대어파스타

이것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Pizza Gonzo

MAP 위의 ●가 돌
조각입니다. 모두
찾아봅시다.

보슈석으로 만든 화덕에서 애정이 듬뿍
들어간 맛있는 피자가 구워집니다.
Pizza Gonzo에서 맛있게 드세요.

자세한 것은 p. 27

히다타카야마에서 이축했다고 하는 합각으로
어긋매낀 건물이 특징인 카페. 그 모양새에
보슈석의 석벽은 절묘하게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가나야신사

일반인도 즐길 수 있는 “돌과
예술의 지역 가나야”의 거점 시설!

KANAYA
BASE

연인의 성지
2010년 지바현 첫 “연인의 성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석양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장소에 있으며, 커플이
방문하여 서약의 종을 울리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지야여관

P.25

가지야여관의 온천에도 보슈석이
사용되었습니다.

우
치

보
나
기

더 피쉬

사

라

KANAYA
BASE

인

futtour

갈매기
에게

켓도

먹이 주
기～

도쿄만
페리

가나야미술관
가나야미술관의 외관에도
보슈석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P.28

11

유람용 할인 왕복티
있습니다

127

작품 만들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유공간

TEL: 0439-29-6173 【주소】가나야 2178 【교통】JR우치보선 “하마카나야역”에서 도보
5분 【시간】9시~17시 【정기 휴일】비정기 휴일 【주차장】있음(10대)
http://kanayabase.com

움쿠헨
노코기리야마 바

TEL: 0120-21-6107 【주소】가나야 2288 【교통】JR우치보선
“하마카나야역”에서 도보 5분 【시간】11시~17시 30분(레스토랑),
9시~18시(바움쿠헨 공방 “미나미테”) 【정기 휴일】무휴
【주차장】있음(200대)
http://www.thefish.co.jp

자세한 것은 p. 23

용할 수 있는
자유롭게 사 우드 덱
된
치
설
이
먹
해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가
한자리에 모이는 일반인도
견학 가능한 셰어 아틀리에
＆코워킹 스페이스. 월 1~2
회 발표회나 행사가
개최되어 가나야에 생기를
불어 넣고 있습니다.

바움쿠헨 공방 “미나미테”

Café & Gallery Edmonds

노코기리야마
로프웨이

노코기리야마의
산정에 있는 돌
우체통 “샤론
포스톤”

더 피쉬 내의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 날씨가 좋은
날은 창으로 이즈오시마와 후지산도 보인다

자세한 것은 p. 17

가지야여관

해변호텔 만넨야
가나야해변공원

오노어묵점
P.16

Pizza Gonzo

P.20

사스케식당
긴센칸

스와신사

Café & Gallery
edmonds
아지하나

스미요시식당 澄芳食堂

야역
하마카나

연인의 성지

도쿄만 페리

본고장 생선 회전스시
후나오사

하루나테
이소라면 이소야

127

가나야미술관

느 긋하 게
책 MAP
가나야 산

즐겁고 막히지 않는 바닷길.ㅤ
선상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최고!
가나야~구리하마 사이를 바닷바람을 맞으며 약 40
분간의 크루징을 부담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거나, 도쿄만을 왕래하는
대형선박을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해 보며…… 선상에서는 모두 평소와는 다른
것들뿐! 비정기적으로 맞선 이벤트 등도 개최됩니다.
TEL: 0439-69-2111(가나야항) 【운항 시간】6시 20분 ~19시 30분(약
1시간마다 출항) 【주차장】있음(60대/유료)
http://www.tokyowanferry.com

fut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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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명소
01

Sightseeing

관음당의 거대 은행나무(단풍길)

바다와 산이 있는 지역 훗쓰.
양쪽 모두 마음껏 즐겨보세요.

단풍길

온난한 기후에 바다와 산이 있는 훗쓰시. 아름다운 경관, 즐거운 체험, 맛있는 해산물 등
사계절내내 즐거움이 풍성! 알면 알수록 또 오고 싶어지는 곳입니다.

훗쓰시 남부에 흐르는 시코마가와. 강을 따라 달리는
현도 182호선 도로에 연장 약 10km에 걸쳐 이어진
“단풍길”. 단풍철에는 약 1,000그루의 단풍이 물드는
현내 굴지의 명소입니다. 드라이브를 하며 즐기거나
거닐며 단풍놀이를 즐기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관광 명소

JR우치보선 “가즈사미나토역”에서 자동차로 8분

귀여운 원숭이에 미소?!

지조도 폭포(백사폭포)

오누키추오해수욕장

신마이코해수욕장

폭포 소리를 BGM으로
들으며
단풍을 즐긴 다!

시코마가와계곡을 물들인 단풍

도쿄만 관음
다카고야마자연동물원

시민 만남의 광장

평화 기원과 전몰자 위령을 위해 오쓰보야마에
세워진 높이 56m의 거대한 구세관음상입니다.
내부에 있는 324개의 나선 계단을 오르면 날씨가
맑은 날에는 도쿄만의 절경과 후지산도 볼 수
있습니다.

1956년 국가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다카고야마의 원숭이
생식지”, 그 중 한 무리 약 130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접수처에서 먹이를 구입하여 철망 너머로 줄 수도
있습니다.

TEL: 0439-65-1222 고쿠보 1588
JR우치보선 “사누키초역”에서 자동차로 약 5분

TEL: 0439-68-0923 도요오카 1779
다테야마자동차도로 “훗쓰추오IC”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가즈사미나토해수욕장

도즈라하라댐

시민의 숲

욕장!
수많은 해수
해안에 핀 갯멧
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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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하마해수욕장

50ha의 광대한 부지에 봄에는 광장 전체에
만개하는 벚꽃, 여름에는 가족동반으로 활기찬
캠프장, 가을에는 도즈라하라댐을 둘러싼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하이킹코스와
파노라마광장, 들새의 숲 등 풍요로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입니다.
TEL: 0439-67-0729(시민의 숲 캠프장) 도요오카 2785-1
다테야마자동차도로 “훗쓰추오IC”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futtour

도쿄만 관음 정상에서의 경치

무려 높이가 56m!
가까이서 바라본 자태
는
압권 !

fut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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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02

풍토가 낳은 독창성. 그것이 훗쓰의“명품”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정성을 다한 입맛을 다시게
하는 지바의 토속주

Specialty

와쿠라주조
1874년부터 140년간 이어진
노포 주조. 전통의 맛을 이어가기
위해 중요한 공정은 지금도 모두
손수 만들고 있습니다.

이긴죠 720ml)
대표적인 세센(다
가 조금 높은
과 알코올 도수
준마이 720ml)
다케오카(특별
TEL: 0439-67-0027 【주소】다케오카 1 【교통】JR우치보선
“가즈사미나토역”에서 도보 20분 【시간】9시~17시 【정기 휴일】토,
일·공휴일 【주차장】있음(5대)
http://www.chokusou1ban.com/syusaikan/

항상 약 20종류의 시음이 가능.
맛보고 선택할 수 있어 즐겁다!
소믈리에 하우스 사카쇼(일본술 전문감별사)관
(고이즈미주조)
1793년에 창업한 이래 그 역사는 200년 이상. 주조
장인인 사장이 직접 담그는 일본술은 일본 전국 신주
품평회를 비롯해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과실주도 인

기가 있습니
다

2012주조 년
도 일본 전국
신주 품평회에
서 금상을
수상한 “다이
긴죠
도카이사카리
”(왼쪽 720m
l,
오른쪽 1,800m
l)

항상 약 20종류의 시음이 가능
TEL: 0439-68-0100 【주소】우에고 423-1 【교통】JR우치보선
“가즈사미나토역”에서 자동차로 8분 【시간】9시~17시 【정기
휴일】연중무휴 【주차장】있음(20대)
http://www.sommelier.co.jp

국가등록 유형문화재에도 등록된 미야쇼유의 점포

오랜 세월을 거쳐 짜낸 그 한 방울에 감동!
유한회사 미야쇼유점
1834년에 창업한 노포. 건물 대부분은
국가등록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옛 전통의 나무통을 사용한 천연
양조방식으로 제조되는 “가즈사무라사키”를
비롯한 간장은 맛, 향기 그리고 감칠맛이
색다릅니다.

한 폰스. TV
미나미보소의 등자를 사용
만들어졌다고
방송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합니다.

아직 더 있어요

”
훗쓰의“명품

추천품은 한정 상품
인
“가즈사무라사키”(36
0ml).
간장을 풍족하게 사용
한
“모로미즈케”는 선물
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마고코로잇큐야

최종 목표는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맛있는”
튀김어묵. 맛과 품질을
고집하는 가나야 토산품
중 인기 상품.

소스, 잼 등 김을 넣어 만든
상품 다수. 참신하게 맛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합성보존료·착색료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튀김어묵

김소스

TEL: 0439-87-5198 【주소】가와나 1481-2 【교통】
다테야마자동차도로 “기사라즈미나미IC”에서 자동차로 15분
【시간】8시 30분~17시 30분 【정기 휴일】일·공휴일, 1~3월
토, 일요일 【주차장】있음(10대)

마르요 김 제조소
인기 상품은 생김을 독자적인 제조법으로 건조시킨
“이소노카”. 미소시루, 국, 라면 등에 조금 넣기만 해도
맛과 풍미가 크게 향상. 물에 담근 후(약 5분)
초무침으로도 좋습니다. 구운 김 “미사키노하나”도
추천.

현지에서 생산된 김과
바지락으로 만든 자사
제조·직판의 해산물
조림은 자연의 참맛을
그대로 살려 맛이 깊고
질리지 않는
명품입니다.

TEL: 0439-87-3808 【주소】훗쓰 1909-1 【교통】
다테야마자동차도로 “기사라즈미나미IC”에서 자동차로 15분
【시간】9시~19시 【정기 휴일】일요일 【주차장】있음(5대)
http://www.matumotoya.jp

TEL: 0439-87-5866 【주소】오호리 4-11-1 【교통】
다테야마자동차도로 “기사라즈미나미IC”에서 자동차로 8분
【시간】9시~18시 【정기 휴일】토, 일요일 【주차장】있음(5대)

마쓰모토야

futtour

오노어묵점

TEL: 0439-69-2003 【주소】가나야 3882 【교통】JR우치보선
“하마카나야역”에서 도보 5분 【시간】9시~18시 【정기
휴일】화요일 【주차장】없음

TEL: 0120-383-861 【주소】사누키 247 【교통】JR
우치보선 “사누키초역”에서 도보 10분 【시간】8
시~18시 【정기 휴일】무휴(1월 1일에만 쉼)
【주차장】있음(10대)
http://www.miyashoyu.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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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노카

미사키노하나

아야베상점

해산물 조림

진미의 비결이라는
햇볕 말리기를 거쳐
현지에서 생산된
떡갈나무탄으로
구워내어 쌀 맛이
직접 느껴집니다.

가노잔 숯불에 직접 구운 센베이

TEL: 0439-80-6333 【주소】사누키 80-1 【교통】JR우치보선
“사누키초역”에서 도보 15분 【시간】9시~18시 30분 【정기
휴일】화요일 【주차장】있음(6대)

fut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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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미소가 감도는 독특한 카페＆양과자.
커피도 커피잔도 최상급. 점내 인테리어에도 주목!

Café & Sweets

트레비
커피를 좋아한다면 탐낼만한 고베의
하기하라커피(주)의 원두를 지바현에서
유일하게 매입하고 있는 매장.
드립식으로 커피를 내는 최상의 브렌드
커피를 추천.
원하면 마이센이나 웨지우드 커피잔에 마셔
볼
수도 있습니다!

TEL: 0439-65-0343 【주소】지구사신덴 1102-4 【교통】JR우치보선
“오누키역”에서 도보 7분 【시간】11시~21시 【정기 휴일】월요일
【주차장】있음(10대)

훗쓰에서 찾아낸
뛰어난 양과자

동화 속에 등장하는 과자로 만든 집처럼
꽃과 녹음에 둘러싸인 양과자점.
인기 있는 계절 한정의 케이크를 드셔 보세요

캠프장이 함께 있는 고민가 카페. 풍요로운 자연에 힐링됩니다.
화덕점 카페＆갤러리 댐

“하나하나노사토 오토캠프장” 안에 있는 고민가 카페.
인기 있는 피자와 파스타는 물론 시폰 케이크와 솥밥(예약
필요)까지 직접 만든 화덕을 사용해 조리합니다.
TEL: 0439-65-5126 【주소】가미 648 【교통】다테야마자동차도로
“기미쓰 IC”에서 자동차로 10분 【시간】11시~17시 【정기 휴일】화
·수요일 【주차장】있음(10대)
http://hanahananosato.com/dam/

화덕에 구운 치즈 케이크는 커피와 함께

직접 만든 화덕은 주인이 말하길
“하나하나노사토”의 심장부?!

아담하고 세련된 공간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극상의 블루마운틴 커피와 비일상적인 것을
동시에 맛볼 수 있습니다.

Cafe LATTE

Café Gallery edomonds

댐에서는 19마
카페＆갤러리
영
환
이가
고양

리!의

도
행사
양한 니 다
다
습
등
교실 고 있
빵 실시하

쇼윈도 안에 늘어선 케이크는 선택을 어렵게 할
정도로 종류도 풍부. 엄선된 재료를 사용해
만든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크를
비롯해 계절 한정의 케이크도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시폰 케이크는 점명으로 쓰이는
카페라테와 세트로

이 간판도 주인 이
직접 만든 것

TEL: 070-6478-7778 【주소】가나야 2185-2 갓쇼관 내
【교통】JR우치보선 “하마카나야역”에서 도보 3분
【시간】정오 무렵~일몰까지 【정기 휴일】비정기
휴일 【주차장】있음(10대)
http://www.edomons.net

블루마운틴100%의 값진 한 잔. 구운
바움쿠헨 세트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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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직공들이 만든 멋과 독특함이
가득한 화과자·양과자

쿠론

수제 화과자 공방 노구치제과

일본산 소맥분과 첨채당 등 안심·안전한 무첨가
소재를 고집하고 있는 쿠론의 과자. 케이크는
매장 판매 외에 인근 레스토랑 “그랑포세”
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계절별 화과자를 비롯해 주목할만한 상품은 2013
년에 판매를 시작한 “훗씅롤!”이란 이름의 화과자.
같은 이름의 곡명으로 노래를 부른 음악가와 화과자
직공이 함께 빚어낸 록처럼 강렬한 명품입니다!

TEL: 0439-27-0098 【주소】오호리 2-6-4-D 【교통】JR
우치보선 “아오호리역”에서 도보 5분 【시간】12시 30
분~18시 30분 【매장 판매일】수~토요일 【주차장】
있음(2대)

TEL: 0439-88-0881 【주소】훗쓰 1487-2 【교통】JR우치보선
“아오호리역”에서 “훗쓰공원”행 버스 “훗쓰은행 앞” 하차
도보 3분 【시간】9시~18시 【정기 휴일】비정기 휴일
【주차장】있음(2대)
http://futtunoguti.wix.com/wagasikoubou-shop

놓칠 수 없는 훗쓰 의 일품 일본 양과자!

전화 예약을 하면 갓 만들어낸 따뜻한
만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카푸치노머신도 골동품

TEL: 0439-87-0712 【주소】오호리
2101 【교통】JR우치보선
“아오호리역”에서 도보 5분
【시간】9시~20시 【정기 휴일】
화요일 【주차장】있음(10대)

먹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주기 위해.
몸에도 마음에도 좋은 케이크와 빵의 아틀리에.

합각으로 어긋매끼게 세운 고민가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은, 산지에서 나무통에 넣어 소중히
운반된 블루마운틴 원두를 직접 볶아 프렌치
프레스로 추출한 값진 한 잔.

여기저기 주인이 직접 만든 흔적을 찾을 수
있어 따스함을 느끼게 합니다. 점심세트는
매주 바뀌며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TEL: 0439-65-1311 【주소】이와세 1147-56
【교통】JR우치보선 “오누키역”에서 도보 5분
【시간】11시~17시 【정기 휴일】일요일·공휴일
【주차장】있음(6대)
http://ameblo.jp/cafe-latte2010/

Aoitori

엄선한 재료의 품질과 맛. 또한
만족스런 적당한 가격!

선택하기 힘들 정도로 화과자의
종류도 풍부합니다.

쇼게쓰도제과

화과자 무라타야

화과자점 오카노

“아마하노사토”
(도라야키)와
“가노노야마나미”(구운
과자)는 두가지 모두
너무 달지 않고 깔끔한
맛으로 인기. 예전방식의
포장도 마음을 끕니다.

1907년에 창업한 노포.
현지 훗쓰의 지명을
따서 지은 모나카
“훗쓰노하마구리”(팥소)
와 “아와비”(유자소)는
선물로도 큰 인기.

훗쓰시청 근처에 있는
고전적인 점포 구조를 한
인기 있는 화과자점.
추천하는 “에비모나카”와
“우메다이후쿠”는
선물로도 환영받는
명품입니다.

TEL: 0439-67-1957 【주소】미나토 216-2 【교통】
JR우치보선 “가즈사미나토역”에서 도보 15분
【시간】8시~19시 【정기 휴일】비정기 휴일
【주차장】있음(3대)

TEL: 0439-87-0107 【주소】오호리 1557 【교통】JR우치보선
“아오호리역”에서 도보 13분 【시간】8시~19시 【정기
휴일】수요일 【주차장】없음

TEL: 0439-65-0160 【주소】지구사신덴 11-13 【교통】JR우치보선
“오누키역”에서 도보 15분 【시간】7시~18시 【정기 휴일】
월요일 【주차장】있음(6대)

fut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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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훗쓰의 음식.

04

음식

훗쓰에서 먹을 수 있는

일품! 해산물요리·향토요리

훗쓰의 음식하면 신선한 해산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께
본고장 라면, 피자에 파스타까지 비장의 명점을 알려 드립니다.

Gourmet

20년 이상 변함없는 가격, 바지락밥

다케오카식 라면

라면을 좋아 하는 분께 큰 인기!
다케오카
지역

낚시꾼들에게 사랑받은 맛.

우치보의 본고장 음식으로 유명한 다케오카식
라면. 구운 돼지고기를 삶은 간장 국물에
뜨거운 물을 넣은 스프가 특징. 진한 맛과
넘칠 듯한 스프는 일을 마친 어부를 위한
훈훈함의 흔적.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깊은
맛의 라면입니다.

생면

TEL: 0439-67-8207 【주소】
다케오카 92 【교통】JR
우치보선 “가즈사미나토역”
에서 도보 20분 【시간】10시
30분~15시(품절 시 종료)
【정기 휴일】목·금요일
【주차장】있음(25대)

추천 레스토랑

인기 메뉴는 런치 데미도리아 세트

수산도매 직영점이라
신선함은 보증!

어패요리 다카하시

음식점 우오츄

현지 어항에서 잡아올린 도쿄만의
신선한 어패류가 들어간 요리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습니다.
최고 인기는 바지락밥.

제철의 신선한 어패류를 사용한
요리가 자랑. 그 중에서 개량조개와
바지락 등 조개류에는 자신감과
전통을 가지고 있어 휴일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TEL: 0439-87-2934 【주소】훗쓰 2290
【교통】JR우치보선 “아오호리역”에서
닛토교통버스“훗쓰공원”행
“훗쓰공원”에서 하차 도보 1분 【시간】
11시~18시(토, 일·공휴일은 10시~20시)
【정기 휴일】화요일, 둘째·넷째 주
월요일 【주차장】있음(훗쓰공원 주차장)

TEL: 0439-80-4649 【주소】신토미 94-9
【교통】다테야마자동차도로
“기사라즈미나미IC”에서 자동차로 10분
【시간】11시~19시 【정기 휴일】월요일
(공휴일 제외) 【주차장】있음(15대)
http://futtsu-uochu.com

인기 메뉴 이름은 바로 훗쓰카이센돈 정식

개량조개 요리를 마음껏
즐기시고 싶은 분께 추천!

미나토가와 상류에 위치한
육산물을 즐길 수 있는 요리점

어부요리 시노자키

일식 레스토랑 이시야마

산가야키, 나메로, 라면 등
개량조개의 참맛을 알고 있는
주인이 요리한 다양한 개량조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산채, 은어, 동남참게 등 다양한
육산물을 즐길 수 있는 요리점.
추천은 여름에도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시시나베와
게국.

TEL: 0439-87-2084 【주소】훗쓰 2280
【교통】JR우치보선 “아오호리역”에서
“훗쓰공원”행 버스 “훗쓰공원”에서
하차 【시간】10시~15시, 16시~18시
【정기 휴일】목요일, 월 1회 수요일
【주차장】있음(훗쓰공원 주차장)

TEL: 0439-68-0322 【주소】세키 691
【교통】JR우치보선 “가즈사미나토역”
에서 “도즈라하라댐”행버스
“이시야마”에서 하차 【시간】11시 30
분~14시(밤에는 예약만) 【정기 휴일】월
·화요일 【주차장】있음(20대)
http://ishiyama.moo.jp/

갈아 으깨서 거른 동남참게를 재료로 한 게국

가나야오키에서 잡힌 전갱이는 근어라서 지방도 풍부하고 특히 황금빛으로 빛나는 외모로 인해 “황금 전갱이”라고 불립니다.
희귀하여 “환상의 생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황금 전갱이. 풍성한 볼륨감에 놀라 훗쓰를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면

다케오카식 라면의 인기점.
“라면의 맛은 균형이 중요”
하다고 말하는 주인. 정성을
다한 라면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restaurant

futtour

훗쓰의 황금 전갱이란?

훗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전통 다케오카식!
스즈야

관광객은 물론 현지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음식점

훗쓰에서 잡은 황금 전갱이를 즐길 수 있는 요리점

숯불에 부글부글 삶은 구운 돼지고기

스프 맛에 맞춰 면은 생면, 양념에는 대파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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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결에 “도대체 개량조개가 얼마나
들어간거야?”라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조개관자가 가득한 가이바시라돈

옛부터 지켜온 본래 그대로의 맛.

I훗쓰를 방문하면 꼭 먹어보아야 할 신선한 해산물. 다채로운
해산물요리로 가득한 훗쓰에서 입맛을 다시게 하는 일품을 분명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도 점포에 따라 다양한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챠슈멘에는 구운 돼지고기가 8점이나

우메노야

두꺼운 구운 돼지고기에
바로 “다케오카식”

이
넘칠 듯한 스프. 이것

다케오카식 라면의 이름을 세상에 떨친 인기 라면점. 면은 건면을
사용. 크고 두꺼운 구운 돼지고기는 포만감을 주기에 충분.
TEL: 0439-67-0920 【주소】다케오카 401 【교통】JR우치보선
“다케오카역”에서 도보 25분 【시간】10시~19시 【정기 휴일】화요일, 월 1
회 비정기 휴일 【주차장】있음(15대)

황금 전갱이의 튀김과 다진 고기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황금정식

생선의 신선도를 엄수하기 위해
주문을 받은 후 조리!

기다려서라도 먹고 싶다!
살이 두터운 황금 전갱이

바다요리 마루고

사스케식당

주인이 직접이 인근 어항에서
들여온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추천은 황금 우물에서
연관된 황금 정식.

떠돌지 않고 한 장소에 정착하기
때문에 기름기가 올라 맛있다는
황금 전갱이를 즐길 수 있는
요리점.

TEL: 0439-69-8139 【주소】하기우 1170
【교통】다테야마자동차도로 “다케오카
IC”에서 자동차로 5분 【시간】11시~18
시 【정기 휴일】화요일 【주차장】있음
(30대)

TEL: 0439-69-2123 【주소】가나야
2193-5 【교통】JR우치보선
“하마카나야역”에서 도보 3분 【시간】
11시~전갱이 품절 시까지【정기 휴일】화
·임시 휴업 【주차장】있음(10대)

겉은 사박사박, 안은 토실토실한 전갱이
튀김 정식

배부르고! 뿌듯함!으로 엄선한 훗쓰의 명점!

외관과 점내는 남프랑스 이미지

파리지엔 기분으로
티타임은 어떠세요?

발코니에서 식사와
경치를 동시에

제철 소재로 만든 매달
재료가 바뀌는 피자도 인기!

그랑 포세

리스토란테 마키

Pizza Gonzo

주인의 센스가 빛나는 세련되고
차분한 분위기의 점내에서 고풍
잡화를 바라보며 더 없이 행복한
티타임을 즐겨 보세요.

치즈와 달걀, 소금절이 후에
훈제한 자가제 베이컨을 사용한
카르보나라가 추천. 맑은 날에는
바다를 일망할 수 있는 테라스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열성과 단열성이 뛰어난
노코기리야마의 보슈석을 사용해
직접 만든 화덕과 미나미보소의
산에서 잘라낸 장작으로 구은
수제 피자가 인기 있는 요리점.

TEL: 0439-87-3553 【주소】오호리
1-13-10 【교통】JR우치보선
“아오호리역”에서 도보 10분 【시간】
11시~21시 【정기 휴일】수요일·둘째 주
화요일 【주차장】있음(11대)
http://r.goope.jp/grand-fosse

점내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최고
남김없이 다 먹을 정도로 맛있는 카르보나라

TEL: 0439-67-2551 【주소】다케오카 175-107 【교통】JR우치보선 “가즈사미나토역”에서
자동차로 5분 【시간】점심: 11시 30분~14시, 디너: 예약만【정기 휴일】화요일 【주차장】있음
(3대)

고객의 소리로 만들어진 로마나

TEL: 090-1439-5030 【주소】가나야 3869-2 【교통】JR우치보선 “하마카나야역”에서 도보 3분
【시간】11시~17시 30분(화요일은 14시) 【정기 휴일】수요일 【주차장】있음(8대)
http://pizzagonzo.jugem.jp

fut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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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동과 환성, 미소, 기원.
훗쓰의 축제는 훗쓰의 마음.

축제·행사
05

훗쓰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날.
마음에 새겨질 최고의 환한 얼굴이 지역 전체에 차고 넘칩니다.

Festival

시민의 숲축제

일본 3대 거미 대결

자연에 둘러싸여⋯ 활기찬
행사도 실시됩니다.

5월 5일 개최

매년 어린이날에 개최되는 시민의 숲축제.
푸른 하늘에는 수 많은 잉어 모양의 깃발이
나부끼고 광장에서는 피구와 잉어 모양의 깃발
빠져나가기 경기 등이 실시됩니다.

5월 4일 개최

일본에서는 훈치라고 불리는 거미의 일종인
털보깡충거미가 수컷끼리 승부를 겨루는
놀이. 에도시대에 훗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며, 매년 5월에 훗쓰야사카신사에서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미나토가와 등롱 떠내려 보내기

8월 14일 개최

지역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1986년에 부활시킨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는 미나토가와 등롱 떠내려 보내기. 헌등식 후에는 약
500발의 불꽃이 발사되어 수면과 밤하늘을 유현한 빛으로
물들입니다.

아즈마신사 우마다시축제
9월 17일 개최

센겐신사 갓코마이
7월 첫째 주 일요일 개최

훗쓰 불꽃놀이대회

futtour

3월 초순 개최

벌써 30회 이상의 역사를 가진 “지바현민
마라톤”. 바닷바람을 가르며 훗쓰미사키를
한바퀴 일주! 훗쓰 특산물인 김 미소시루도
제공됩니다.

젊은이들이 말의 고삐를 잡고 모래사장을 내달리는 웅장한 축제.
신령을 말에게 옮겨 가마를 행차시키는 축제는 가마를 장식하기
이전의 축제로서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갓코마이는 메이지 이전부터 전승되어 예전에는 기우제를
드리기 위해 행해졌던 것으로 현재는 신사에 바치는
봉납행사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자” “사사라” 등으로
분장한 무도자가 약 2시간에 걸쳐11종류의 춤을 선보입니다.

7월 넷째 주 토요일 개최

훗쓰의 밤을 물들이는 여름 최대의 행사. 관람석 바로 옆에서
발사되는 박력이 넘치는 불꽃과 소중한 소원을 쓴 “메시지 불꽃”이
한여름의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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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바현민 마라톤

배 기원행사

1월 2일 개최

1년 동안 바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며 매년
1월 2일에 실시됩니다. 어부가 배에서 과자와
돈을 종이에 싸서 비튼 것 등을 던지는데 추위
속에서도 성황을 이루는 바다의 고장다운
행사입니다.

fut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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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Art & Culture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자극적인
감성 여행.

훗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트＆문화는 방문해 볼 가치가 있는 멋진 명소.
자신에게 맞은 매력적인 작품을 찾아나서는 감성 여행은 어떠세요?

futtour

추억을 손으로 만들어
보자!

07

체험

자연체험과 먹거리 채취를 비롯해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문화적인 면까지 훗쓰를 통째로 느껴 보자!

Activity

도쿄만에 접해 있는 훗쓰에는
많은 낚싯배 선주가 있어 최고의
낚시 명당으로 안내해 줍니다.
농어, 갈치, 쏨뱅이 등 낚는
어종도 다양. 최근에는 어린이와
여성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개잡이

지인망

식재료의 창고, 훗쓰
바다에서 즐겁고 맛있는
체험을!

낚시

김 뜨기

정성껏 가르쳐
김 만드는 즐거움,
드릴께요~

마쓰모토야
국가등록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별관의 돌로 만든
창고

훗쓰미사키에서는 조개잡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매년 많은 사람으로 성황을 이룹니다.
전시실에는 의자가 있어 편히 미술 감상이 가능

현지 주민들과 함께 완성시킨 “돌과 예술의 지역 가나야”의 상징입니다
가나야미술관

지역 활성화 과정에서 현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의 협력으로 2010
년에 오픈. 다수의 수장 작품이 있지만 상설전은 열고 있지 않으며,
연간 4~5회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됩니다.

TEL: 0439-69-8111 【주소】가나야 2146-1 【교통】JR우치보선
“하마카나야역”에서 도보 5분 【시간】10시~17시(입장은 16시 30분까지)
【정기 휴일】수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전시물 교체 기간, 연말연시
【입장료】전시회에 따라 다름 【주차장】있음(20대)
http://kanayaart.com

매립으로 모습이 바뀐 이 곳에서 일찍이
행해졌던 어업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전부가 주인 부부의 창작
아트 작품

훗쓰매립기념관

Gallery & Cafe SIGEL

훗쓰오키의 매립사업을 기념해 건설된 시설입니다. 관내에는 예전에
고기잡이로 사용했던 배와 도구, 잠수 고기잡이의 디오라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양식에 관한 비디오도 볼 수 있는 등 매립
이전의 훗쓰 바다와 그 당시의 주변 주민들의 모습을 재미있게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색 염색공방에 체험교실, 흑백의 은염사진 스튜디오, 사진과
그림 등 다양한 기획전이 개최되고 있는 갤러리 그리고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엄선한 재료의 카페. 마음과 배 양쪽
모두를 채우고 싶으신 분께 추천해 드리는 바다가 보이는 갤러리
＆카페입니다.

달콤하고 예쁜 훗쓰의 미각
직접 손으로 따서 먹어보자!
유한회사 시라큐농원

TEL: 0439-68-1760 【주소】다카미조 263-1 【교통】
다테야마자동차도로 “훗쓰추오IC”에서 자동차로 10
분 【시간】10시~16시 【정기 휴일】비정기 휴일
(딸기의 상황에 따름) 【주차장】있음(10대)
http://www8.plala.or.jp/minamibatake

오모리 장미원예

딸기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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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따기

유기비료 사용과 농약 억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토경재배를 한 딸기, 달고
맛있다는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800평의 부지를 가진 대형 관광농원. 8
월에는 블루베리 따기도 즐길 수
있습니다.

TEL: 090-6048-4366,080-4000-9083 【주소】가미
590 【교통】다테야마자동차도로 “기미쓰 IC”
또는 “훗쓰추오IC”에서 자동차로 10분 【시간】9
시~16시 【정기 휴일】비정기 휴일 【주차장】
있음(20대)

TEL: 0439-66-1540 【주소】쓰루오카 449
【교통】다테야마자동차도로 “훗쓰추오IC”에서
자동차로 1분 【시간】10시~16시(딸기 품절 시
종료) 【정기 휴일】비정기 휴일 【주차장】있음
(30대)
http://park19.wakwak.com/~aquafarm

살까?

볼까?

딸기 따
기

블루베리 따기

훗쓰 아쿠아팜

훗쓰에 서 설레는 아트 체험!

도예 작가 부부가
운영하는 도예교실.
부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도
있습니다.
TEL: 0439-67-3917 【주소】다케오카 175-230 【교통】다테야마자동차도로
“훗쓰추오IC”에서 자동차로 10분 【시간】11시 30분~17시 【정기 휴일】
전시 내용에 따라 다름 【입장료】없음 【주차장】있음(6대)
http://www.sigel-amaha.info

딸기 따기

TEL: 0439-65-0608 【주소】니시오와다 978
【교통】다테야마자동차도로 “훗쓰추오IC”에서
자동차로 10분 【시간】9시~17시(시기에 따라
변동) 【정기 휴일】비정기 휴일 【주차장】있음
(18대)
http://nttbj.itp.ne.jp/0439650608/index.html

enfab 도예레버

TEL: 0439-87-9740 【주소】아라이 932-3 【교통】JR우치보선 “아오호리역”에서 훗쓰공원행 버스 아라이 하차 도보 1분
【시간】9시~17시 【정기 휴일】월요일, 공휴일 【주차장】있음(10대)
http://www.city.futtsu.lg.jp/0000000915.html

매장 정보는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카고야마 산기슭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베니홋페(딸기 품종)와 아키히메(딸기 품종) 등
달고 맛있는 딸기 따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도예

바다를 넓게 바라볼 수 있는 테라스석

TEL:0439-87-3808
http://www.matumotoya.jp

시간제한이 없으므로 천천히 딸기 따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원내에는 귀여운 토끼도
있습니다.

만들까?

포대를 본떠 만들었다는 외관도 독특

지인망 체험 실시기간 4월~11월

미나미바타케 딸기원

딸기 따기

예전에는 어부였으나 현재는 김을
가공·판매하고 있는 사장과 함께 전통
수작업으로 김을 만드는 김 뜨기와
지인망 등의 체험이 가능합니다.
지인망 체험 후에는 잡은 생선으로
바베큐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다
먹지 못한 생선은 추억과 함께 선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TEL: 0439-87-6336 【주소】후타마즈카 1779 【교통】JR우치보선
“아오호리역”에서 도보 15분 【시간】도예교실(예약 필요)/금요일
10시~12시 30분, 토요일 10시~16시, 갤러리/토요일만 11시~16시
30분 【정기 휴일】비정기 휴일 【주차장】있음(10대)
http://enfab.jimdo.com

종이접기
아틀리에카페
고토호기야

종이접기 강사 약 10년의
경력을 가진 점주가
운영하는 종이 전문점.
종이로 만든 공작 등
다양한 교실도 있습니다.
TEL: 080-5386-8887 【주소】오호리 2-9-21 【교통】JR우치보선
“아오호리역”에서 도보 10분 【시간】11시~18시 【정기 휴일】목
·둘째 주 토요일 【주차장】있음(6대)

유리구슬
루리 타임
망울구슬, 유리
액세서리의 제조·판매와
함께 체험 공방에서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TEL: 0439-72-5656 【주소】오호리 2213-1 【교통】JR우치보선
“아오호리역” 하차 【시간】10시~14시 30분, 18시~19시 30분
【정기 휴일】수·토요일 【주차장】있음(9대)

fut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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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
08

훗쓰 역사 탐방 여행은 어떠세요?

History

훗쓰의 고분 순례
48기의 고분이 확인된 훗쓰시의 다이리즈카고분군. 이 지역은 학술적으로도 귀중하게
여져지고 있는데 고이토가와의 하류지역에서는 야요이시대부터 고분시대에 걸쳐 복수의
취락흔적이 확인되고 있어 앞으로 새로운 고분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오호리역

이온몰
초등학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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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아오호리역

훗쓰 역사 지도

다이리즈카고분군
이이노진영터

훗쓰의 해보 역사

훗쓰미사키의 끝부분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섬, 제1해보와 제2해보. 이 2
개의 섬은 메이지부터 다이쇼에 걸쳐 수도 방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섬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료까지는 군사용 시설로 사용되었습니다.
면적 약 23,000㎡의 제1해보는 1890년에 9년의 기간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제1해보의 약 2배 면적인 약 41,000㎡의
제2해보는 1914년에 25년의 기간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현재, 양쪽 모두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오누키역
벤텐야마고분

기미쓰PA

신푸쿠지

하쿠산 대형 삼나무

사누키초역

158

⋯고분

초등학교

크고 작은 것을 합해 48기의 고분이 사방 2km 지역에
점재해 있습니다

다이리즈카고분

5세기 중엽에 축조되었다는 전체 길이 144 m의 지바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방후원분.
1906년 발굴 당시 인골, 청동 거울, 도검류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2002년·국가지정사적)

우와노즈카 고분

아오호리역 앞에 있는 고분으로 5세기 말경에 이 지방을
다스렸던 호족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벤텐야마고분

분구 전체 길이 87.5m의 전방후원분. 1927년 석실 노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석실의 천정석에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승괘돌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판명. 부장품은 철제
갑주와 도검 파편 등. 1975년~1979년에 복원 정비를 했습니다. (1929년·국가지정사적)

신푸쿠지의 견본 착색
청량전 8종론도

쇼오인(주야지)의
석가열반도

견학 가능한
벤텐야마고분의
석실

겐쇼지의 범종

아이즈한의 연고지

제1해보

에도막부 말기의 동란기에 에도막부를 지키기 위해 미우라반도와 보소반도에
총 17년간 주둔하며 에도만 방비를 담당했던 아이즈한. 1847년부터 7년간
혼시훗쓰와 다케오카 지역 2곳에서 임무를 맡았는데 그 사이에 죽은 80여명
중 시내에 있는 절에 매장된 사람도 있습니다. 혼시, 시모이이노에 진영이
있던 이이노한의 호시나가와 아이즈한의 마쓰다이라가와의 연계는 에도
초기부터였는데 보신전쟁에서의 비화를 포함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유대로 맺어져 있었습니다.
1868년 1월 도바·후시미 전투에서 총을 쏘기 시작한 보신전쟁. 아이즈한은
조정으로부터 역적으로 낙인이 찍혀 아이즈정벌 명령이 내려지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8월 신정부군은 아이즈성 밑까지 밀고왔는데 맞서 싸우는
아이즈한은 뱟코타이의 할복이란 비극을 낳는 가운데 즈루가성 안에서 적을
막게 되었습니다.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는 아이즈에 혼시를 연고지로 둔
데루히메와 모리요조가 성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훗쓰추오IC

오토타치바나히메 영포 표착비

오토타치바나히메가 폭풍우를
가라앉히기 위해 바다에 투신
했습니다. 그 때 바다 위에 천을
띄우고 그 위에 몸을 던졌다고
하여 그 곳을 “후루쓰”라고 하며
가즈사미나토역
이것이 변하여 “훗쓰”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쇼오인(주야지)

다케오카 오하쓰키은행나무

다케오카의 히카리모
(황금 우물)

데루히메
가즈사이이노한 제 9대 영주 호시나 마사모토의 딸로 1842년 무쓰아이즈한
8대 영주 마쓰다이라 가타타카의 양녀가 되어 아이즈에 이주. 9대 영주
마쓰다이라 가타모리의 형수. 아이즈농성전에서는 성 안에서 600여명의
부녀자를 지휘하며 잇달아 운반되는 부상병을 돌보고, 식량 조정, 적탄의
방화 처리 등 의연한 모습으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다마키의 대형 녹나무

명수 폭포의 부동존
세키의 개바위

겐쇼지

다케오카역
훗쓰타케오카IC

시코마부동명왕의 영수

단풍길
훗쓰카나야IC

모리요조
이이노한의 검술 사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 에도에서 호쿠신잇토류 지바슈사쿠에게 사사하여 도장 “겐부칸”
의 사천왕 중의 한명으로 불려졌습니다. 1840년 이이노한 9대 영주 호시나
마사모토의 부하가 되어 검술 지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도아자부나가사카에 도장을 세워 “호시나에게는 과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오모테고몬에 모리요조”라고 칭할 정도로 에도에서는 고명한
검호였다고 합니다. 1868년 보신전쟁에서 요조는 문하생 28명을 인솔하여
아이즈로 향해 7월 1일
시라카와구치라이진야마 전투에서 도사병과
대전하며 적진에 돌진해 전사했습니다.
요조의 무덤은 혼시의 절과 후쿠시마현
니시고무라 절에 있습니다.

하마카나야역

지조도 폭포

가나야신사

훗쓰의 기대되는 명소를 알아 봅시다.

이 밖에도 훗쓰시내에는 아이즈의 연고지가
있습니다.

가나야신사의 대경철

하쿠산의 대형
삼나무
수령이 1,000년이나 되었다는
거목. 하쿠산신사의 신령한
나무로서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다케오카
오하쓰키은행나무
잎사귀 끝에 열매를 맺는
“오하쓰키”란 희귀한
은행나무입니다.

지조도 폭포(백사폭포)

세키의 개바위
미나토가와 상류의 깨끗한
계류 안에 “개바위”라고
불리는 기암이 깎아지른 듯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명수 폭포의 부동존
아직까지 어떤 가뭄에도 마른
적이 없다는 용수. 수원은
미무로야마입니다.

시코마부동명왕의 영수
약 1km 떨어져 있는
이나고자와부동의 용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취수장. 양질의 물은 현지
주민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시코마가와에 놓인 도고다리
밑을 흐르는 낙차 7m의 폭포.
단풍길 명소이기도 합니다.

문화재
현지에서는 “데쓰손사마”로 불리고 있음
헤안 초기의 공해를 그린 것

25

futtour

밑그림은 히시카와 모로노부가 그린
것이라고 함

주조는 1715년

다케오카의 히카리모

황금빛으로 빛나는 “히카리모”가
일본에서 최초로 발견된 곳. 봄이 되면
수면에 떠올라 황금빛으로 빛나는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입니다.

다마키의 대형 녹나무

고겐지에 있는 녹나무. 나무의
높이는 약 23m, 나무 뿌리의
둘레는 약 20.7m로 현내 최대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fut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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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
Relaxation

힐링할 수 있는 숙소에서
편안한 휴일을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맛과 양 고루 만족할 수 있는 여관!

느긋하게 쉬고 싶으신 분께 추천해 드리는
바닷바람을 느낄 수 있는 호텔

깃카여관

해변호텔 만넨야

추천 요리는 통근 배장식 요리 세트.
만약 다 먹지 못해도 다음날
절임요리로 조리해 주는 배려에도
감탄.

모든 객실에서 우치보의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호텔. 요리는
가나야산 전갱이, 새우, 키다리게
등 현지에서 잡아올린 신선한
해산물이 주를 이룹니다.

TEL: 0439-67-8530 【주소】다케오카
550-1 【교통】JR우치보선
“다케오카역”에서 도보 20분 【시간】
IN 15시/OUT 10시
http://www.kikkaryokan.com

TEL: 0439-69-2611 【주소】가나야 3877
【교통】JR우치보선 “하마카나야역”
에서 도보 3분 【시간】IN 15시/OUT 10시
http://www5.ocn.ne.jp/~mannenya/

주인이 말하길 “처음 보는 사람은
모두 놀라지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후지산도 조망 가능

생선회, 구이, 조림, 튀김. 다양한
생선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맛있는 때’가
신조입니다!

이토야여관

일본요리여관 이치카와

오누키추오해수욕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현지의 신선한 생선을
사용한 요리가 자랑인 여관. 스시
일본요리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관이라기 보다는 숙박도
가능한 일본요리점이라고
소개하는 편이 적합한 요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여관.

TEL: 0439-65-1041 【주소】이와세 871
【교통】JR우치보선 “오누키역”에서
도보 15분 【시간】IN 15시/OUT10시

TEL: 0439-65-0177 【주소】이와세 841-3
【교통】JR우치보선 “오누키역”에서
도보 10분 【시간】IN 15시/OUT 10시

질리지 않도록 매일 메뉴를 바꾸는
깊은 배려에도 감탄

모듬 생선회 등 별도 주문도 받음

해수욕과 훗쓰 관광의 거점으로 최적인 온천이 자랑인 여관
사자나미나미칸
쇼와의 고전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여관. 검은 빛을 띠는 광천은
요통, 관절통 등에 효능이 있으며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합니다.

기분은 드라마 주인공?!
바다가 보이는 커다란 테라스가 자랑인 여관
민박 긴카이테
신마이코해안 바로 앞에 세워진 여관. 주인이 유목과
대나무 등을 사용해 직접 만들었다는 커다란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최고.

여관 이름을 지은 사람은 동화의 시조
이와야 사자나미. 관내에는 관련 물품도
다수

어느 쪽을 선택?

TEL: 0439-65-3373 【주소】
고쿠보 2868 【교통】JR
우치보선 “오누키역”에서
도보 15분 【시간】IN 15
시/OUT 10시

토방과 장작난로가 있는 “고민가동”

TEL: 0439-66-0445 【주소】야와타 158 【교통】다테야마자동차도로
“훗쓰추오IC”에서 자동차로 5분 【시간】IN 14시/OUT 10시

그 경치가 너무 좋아 TV나 그라비어 촬영에 사용되기도 함

욕실 벽에는 현지의 보슈석을 사용.
요리와 온천이 자랑인 노포 여관!

부지 내에 저절로 뿜어 나오는 원천을 가진
“고하쿠노유(호박탕)”가 자랑인 호텔
키다리게를 맛보기 위한 숙박
손님도 많다고 합니다

온천
따뜻한 온천에
서
힐링의 시간

미국풍의 “플라밍고동”

지은지 120년 된 집을

리폼한 “고민가동”

일상생활을 잊고 자유롭게 즐기는⋯
그것이 이곳에의 생활 방법
오두막 플라밍고
가족이나 동료들과 왁자지껄 떠들 수 있는 대여 별장이 바로 이곳. 옛 시대를
느끼게 하는 2동의 하우스, 과연 마음에 드는 것은?
TEL: 090-5815-8151 【주소】이와모토 89 【교통】JR우치보선
“가즈사미나토역”에서 자동차로 8분 【시간】IN 14시 30분/OUT 11시
http://cottage-chiba.jp

가지야여관

호텔 세요엔

1854년에 창업한 노포 여관. 10월~3월까지의 추운 계절에
지바현에서는 보기 드문 키다리게와 가시발새우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고하쿠노유(호박탕)”란 이름을 가진 온천은 신경통, 류마티스,
위장병 등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신선한 요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TEL: 0439-69-2411 【주소】가나야 3887 【교통】JR우치보선
“하마카나야역”에서 도보 5분 【시간】IN 15시/OUT 10시
http://www.kajiyaryokan.com

TEL: 0439-87-1221 【주소】오호리 1528 【교통】JR우치보선
“아오호리역”에서 도보 15분 【시간】IN 15시/OUT 10시
http://www.hotel-seiyouen.com

모던한 구조의 “플라밍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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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들을 지탱하는 숙소가 훗쓰에는 있습니다.

PICK UP!

훗쓰
⑥

알려지지 않은? 훗쓰의 또 하나의 특기. 바로 스포츠입니다.

미래의 메달리스트가 모인다?!

스포츠 합숙에 딱 맞는 숙소는
바로 여기!

정상급 선수가 믿고 스포츠 합숙에
이용하는 여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그리고 육상경기 실업팀 등 훗쓰시에는 많은 스포츠 단체가 합숙하러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년내내 온난한 기후에, 평지나 구릉지 등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연습에 적합한
자연환경 그리고 훗쓰공원을 비롯해 다양한 경기에 대응한 스포츠 시설이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내에는 합숙에 적합한 숙소가 많아 경기나 연습 내용, 선수의 컨디션 등을 고려한 식사 제공 등 스포츠
합숙을 위한 배려도 아낌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과 신뢰가 쌓여 현재는 일본 정상급 선수들이
모이는 스포츠 합숙의 성지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미각의 여관 시라이

양실에는 여자마라톤의 정상급 선수가 기획한 객실도 있음.

연습 내용까지 고려한 균형 있는 알찬 식사메뉴. 위생적인
면도 배려한 아늑한 객실. 24시간 사용 가능한 욕실 등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운동선수를 위해 보살핌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여관. 일반인도 숙박이 가능하며 신선한
제철의 생선을 주로 사용하는 저녁식사는 365일 메뉴가
바뀝니다.

TEL: 0120-87-2914 【주소】훗쓰 26-1 【교통】JR우치보선 “아오호리역”에서 닛토교통버스 “훗쓰공원”행 “다이죠지마에” 하차 【시간】IN 15시/OUT 10시ㅤhttp://www.yado-shirai.com

훗쓰시의 운동 시설

육상, 테니스, 야구, 축구 등 모든 운동선수들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시설이 훗쓰에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스포츠 합숙 대환영! 경기장 등에
버스운행도 OK

※일례입니다

호텔 기라쿠칸

테니스

60명 이상의 대규모 스포츠 합숙부터 소인원 합숙까지
가능한 호텔. 육상경기장·훗쓰미사키·훗쓰해안·야구장·
축구장 등에의 버스운행도 해 줍니다. 연습으로 지친 피로를
풀어주는 것은 천연온천과 볼륨 만점의 식사! 선수들의 몸과
마음을 확실히 지원해 드립니다.

육상

넓은 객실과 온천으로 연습의 피로를 말끔히 해소
TEL: 0439-87-4126 【주소】오호리 1571 【교통】JR우치보선 “아오호리역”에서 도보 13분 【시간】IN 15시/OUT 10시ㅤhttp://www7b.biglobe.ne.jp/~kirakukan

육상경기의 스포츠 합숙에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배려 깊은 여관!

센겐야마운동공원

요코타야여관

훗쓰추오IC에서 가까운 구기운동용 시설. 완비된 야구장과
야간 조명 설비가 갖추어진 테니스 코트는 인구잔디 3면과
하드코트 1면이며 하드코트에서는 풋살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야구

마라톤

스포츠 합숙을 원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자상한 여관. 그
날의 연습 내용에 맞춰 식사를 제공하며 1일 3식 등
선수들에게 고맙고 세심한 배려를 해 줍니다. 그 밖에도
아침 연습 후 6:30부터 사용 가능한 욕실, 세탁실 등
합숙에 필요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성어린 마음은 일반인용 식사메뉴에도
TEL: 0439-87-2511 【주소】훗쓰 2025 【교통】JR우치보선 “아오호리역”에서 자동차로 10분 【시간】IN 14시/OUT 10시ㅤhttp://www.homepage2.nifty.com/yokotaya/

시민 만남의 공원

전체 길이 4km, 면적 약 53ha의 크기를 자랑하며
야구, 축구, 테니스, 육상경기 등의 트레이닝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철의 신선한 생선을 맛볼 수 있는
체험학습과 스포츠 합숙이 가능한 여관
여관 와카타케

훗쓰공원 둘레를 도는 코스

신선한 생선·배달로 약 반세기의 실적을 자랑하는 주인이
운영하는 요리가 자랑인 여관. 야구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합숙으로 소년야구로부터 사회인팀까지 연간 50팀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료시나베·건어물 만들기 등의 체험학습도
큰 인기. 연습 시설 준비나 버스운영 상담도 받습니다.

평탄하고 거리표시가 되어 있는 원내 일주 5.6km 코스와
크로스컨트리용 1km 코스가 있습니다. 바닷바람을 가르며
뛰는 런닝은 쾌적 그 자체.

수영

일반 숙박객에게는 제철의 어패류를 듬뿍 넣은 요리를 제공
TEL: 0439-87-3330 【주소】시노베 2134 【교통】다테야마자동차도로 “기사라즈미나미IC”에서 자동차로 15분 【시간】IN 15시/OUT 10시ㅤ http://www.wakatakeryokan.jp

자작 만화경으로도 힐링되는 욕실과
요리가 자랑인 여관
파크사이드인 나카무라

훗쓰시 종합사회체육관
매립지에 있는 종합체육관. 각종 대회에 이용되는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을
비롯해 트레이닝 룸과 런닝 코스도 있습니다. 또한 신토미운동광장에서는
축구도 할 수 있습니다.

배 모양을 한 욕실과 현지에서 잡아올린 해산물을 사용한
요리가 자랑인 가정적인 분위기의 여관. 맛있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 요리의 비결은, “가정요리 플러스 알파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맛에 힘쓰고 있어요”라는 한마디. 스포츠
합숙에 이용하는 경우, 다양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실내 온수 수영장(훗쓰공원)
훗쓰공원 안에는 일년내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온수 수영장도
있습니다. 25m 풀은 수심을 0.8m~3.0m까지 교체 가능한
유동마루식으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도 가능한 시설입니다.

배를 본뜬 형태가 특징인 욕실. 입구에 있는 자작 만화경
TEL: 0439-87-2312 【주소】훗쓰 2232 【교통】JR우치보선 “아오호리역”에서 훗쓰공원행 버스 훗쓰공원 입구에서 하차 도보 2분 【시간】IN 15시/OUT 10시ㅤhttp://www5a.biglobe.ne.jp/~futtsu/

29

futtour

futtour

30

기사라즈미나미JCT
16

기사라즈미나미IC

90

P.29

훗쓰시 교통
지도

시민 만남의 공원

P.16

아틀리에카페 고토호기야

P.10

히로스시

P.07

P.08

미각의 여관 시라이

어패요리 다카하시

P.20

※ 훗쓰시내에는 JR아오호리역·오누키역·사누키초역·

P.30

요리점 다이사다

오토타치바나히메 영포 표착비

P.08

마고코로잇큐야

P.10

이이노라면

159

훗쓰해수욕장

P.30

P.09

트레비

유한회사 시라큐농원

오누키역

이토야여관

P.25

P.17

기미쓰PA

화덕점 카페＆갤러리 댐

오누키추오해수욕장

P.25 신푸쿠지

아오호리역

오누키역

로

465
163

P.15
유한회사 미야쇼유점

도쿄만 관음

P.16

훗쓰코엔택시
히노마루마린택시

0439-87-8070
0439-87-0004

이와세택시

0439-65-1345

사누키초역

아마하고도택시

0439-66-0131

가즈사미나토역

가즈사코쓰(주)

0438-36-2211

하마카나야역

다테야마추오코쓰

0470-55-2251

127

아야베상점

사누키초역

P.27 민박 긴카이테

훗쓰추오IC

256

신마이코해수욕장

93

P.24

마더목장

센겐야마운동공원

465

가즈사미나토 해수욕장

가즈사미나토역
P.16 와쿠라주조

P.10

사토미스시

소믈리에 하우스 사카쇼관

465

465

127

P.26

P.13
P.20

미우라반도와 보소반도를 연결하는 “도쿄만 페리”를 이용하면
쾌적한 크루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선상에서 바라보는 훗쓰는
지상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 줍니다. 구리하마에서 가나야까지
약 40분간의 배 여행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쓰하마해수욕장

일식요리 미야지마

P.10

91

P.25
겐쇼지

훗쓰

세키의 개바위 P.26

182

P.28

훗쓰타케오카IC

P.26 다케오카의 히카리모

훗쓰시 관광협회 관광사이트

88
명수 폭포의 부동존

P.23
쇼오인

P.24

P.26

Gallery&Cafe SIGEL

P.25

바다요리 마루고

미나미바타케 딸기원

쇼게쓰도제과

스즈야 P.19

깃카여관

여기에 게재된 것은 훗쓰시의 매력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취향에 맞는 훗쓰를 발견하시러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마키의 대형 녹나무

P.18

P.19 우메노야

P.16

93

P.26 다케오카 오하쓰키은행나무

P.28

일식 레스토랑 이시야마

오두막 플라밍고

훗쓰시 관광 가이드맵

futtour

시코마부동명왕의 영수

P.26
다카고야마자연동물원

P.13

2014년 3월 발행

P.14
단풍길

<범례>
고속도로
국도
주요 간선도로
일반 지방도로
JR선

31

futtour

보기
먹기
숙박
놀기·체험하기

P.12

도쿄만 페리·연인의 성지

P.12

더 피쉬

P.11

KANAYA BASE

P.28

해변호텔 만넨야

P.16

오노어묵점

Café&Gallery edomonds

158

사스케식당

● 발행 지바현 훗쓰시

P.17

시민의 숲 캠프장

P.20

도즈라하라댐
지조도 폭포(백사폭포)

훗쓰카나야IC

노코기리야마 로프웨이

● 기획 훗쓰시 경제환경부 상공관광과
TEL: 0439-80-1291

● 편집·제작 주식회사 호쇼샤

가지야여관

가나야신사

P.13

P.14

P.26

하마카나야역
P.25

검색

P.20

다케오카역

훗쓰다테야
마도

P.23 가나야미술관

페리 이용

0439-80-1291

93

리스토란테 마키

구리하마항에서 가나야항까지 약 40분

지바현 훗쓰시 시모이이노 2443
훗쓰시청 상공관광과

127

P.20

[도쿄만 페리]

〒293-8506

P.05

P.29

P.13

도쿄역(야에스 남쪽 출입)에서 가즈사미나토역 앞까지
약70분

futtour를 보신 후에 감상·의견·요청 등이 있으시면
훗쓰시 상공관광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훗쓰 아쿠아팜

도쿄만 페리

고속버스 이용

163

하쿠산 대형 삼나무

P.26

P.13

[닛토코쓰](보소나노하나호)

298

벤텐야마고분

P.14

도쿄역(야에스구치)에서 아오호리역행으로 약 80분

택시 안내

오모리 장미원예

P.28

일본요리여관 이치카와

P.28 사자나미나미칸
P.13

P.24

159

다테
야
마
자
동
차
도

P.28

[게세버스]

P.24

P.17

Cafe LATTE

스시·활어요리 이소야

자동차 이용

P.10

케이크스튜디오 카스타드

P.18

훗쓰타케오카IC

훗쓰카나야IC

P.18

화과자점 오카노

아지노칸시치

여관 와카타케

도쿄만
아쿠아라인

훗쓰추오IC

훗쓰시청

P.16

P.09

게요도로, 히가시칸토자동차도로 또는 도쿄만
아쿠아라인을 경유하여 다테야마자동차도로
“기사라즈미나미IC”에서 국도 16호선을 이용.
“훗쓰추오IC”에서는 국도 127호선을 이용.

기사라즈JCT

기사라즈미나미IC

P.18

465

P.10

가즈사미나토역·다케오카역·하마카나야역 모두 6개의
역이 있습니다.

우미호타루PA

마쓰모토야

P.16、24

어부요리 시노자키

지바역에서 우치보선 “다테야마” 또는 “아와카모가와”
행 보통열차로 60분~90분

전철 이용

가와사키
(우키시마JCT)

158

직접 만든 화과자 공방 노구치제과

P.20

P.26

255

훗쓰공원

메이지백년기념 전망탑

158

P.25

다이리즈카고분

P.23

훗쓰매립기념관

조개잡이장

도쿄만
아쿠아라인

[지바에서]

이치카와
미야노기JCT

P.24

157

훗쓰시 종합사회체육관

P.08

훗쓰공원 점보 풀

도쿄역에서 특급으로 70분~100분
완간이치카와

enfab 도예레버

16

P.29

P.30 요코타야여관

Aoitori

[도쿄에서]

P.24

아오호리역

P.18

음식점 우오츄

파크사이드인 나카무라

P.29 훗쓰공원 실내 온수 수영장
P.07

P.18

게요도로

P.19

루리 타임

쿠론

P.20
P.30

그랑 포세

히가시칸토자동차
도로

P.18

화과자 무라타야

마르요 김 제조소

P.24

P.30

호텔 기라쿠칸

P.27
호텔 세요엔

교통 안내

Pizza Gonzo

P.27

88

P.20

노코기리야마

P.03

● 게재된 정보는 2014년 3월 현재의 것입니다.

● 게재된 전화번호는 각 시설의 문의용 전화번호이므로 현지의 전화번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의 위치 검색 시 주의해 주십시오.

182

P.04

● 휴업일은 정기 휴일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시 휴업이나 오본, 연말연시
휴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쇼핑
교난호타IC

34

futtour

32

당일치기로도 숙박으로도 즐겁다!
거대한 훗쓰를 돌아보는 여행.

0

00

00

01
FUT TOU R VOL

00

01
FUT TOU R VOL

훗쓰 산보

01
FUT TOU R VOL

01
FUT TOU R VOL

지구와 신나게 놀아보자!
보소 설레는 원더랜드.

훗쓰시 관광
가이드북

Nature

Souvenir

Sunset

Café

Sea

Art

Activity

History

Relaxation

정겨운 훗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