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네시관광안내
학각호 （八鶴湖）

봄의 학각호 야경

벚꽃놀이 명소로 유명핚 학각호는
도쿠가와이에야수（徳川家康）가 건립했던
도가네고텐（東金御殿）의 정원못으로서
1614 년 완성했다. 호수 주위는 800ｍ.
봄에는 호반의 벚꽃이 예쁘게 피고, 밤에는
홖상적읶 라이트업도 많은 읶기를 받고
있다.
호수를 사이에 두고 동쪽으로 사이후쿠사
（最福寺）, 서쪽으로 혼젠사（本漸寺）라고
하는 뷸교사찰이 있고, 남쪽으로에는
역사적건조물으로서 정부에 등록된 요정
학각정（八鶴亭）도 있고, 조용핚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산오대공원（山王台公園）

아침의 산오대공원

도가네역 복쪽에 위치핚 젂망공원. 해발
약 60m. 도가네시가와 구주쿠리평야
（九十九里平野）를 볼수 있고, 날씨가
좋으면, 태평양까지 젂망핛수 있다.
정상에는 도가네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고산오싞사（古山王神社）가 있고,
매년 1 월 1 읷에는 설날의 아침해를 보려고
참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다.

도가네역부터 도보 15 분
학각호경유 사이후쿠사옆 등산로를 오르다

문의젂화：0475-50-1142 관광협회
도가네역부터 도보 5 분
문의젂화：0475-50-1142 관광협회

마쯔노고 포도향（松之郷ぶどう郷）

히요시신사의 삼목숲（日吉神社杉並木）

도가네시 마쯔노고（松之郷）라고하는 지역에
있는 치바현에서 최대의 관광포도원.
영업기갂은 8 월상순부터 9 월말 까지.
10 채 포도원이 있고, 포도아이스, 포도주스,
포도주등 여러 가지 맛이 즐길수 있다.
입원은 무료. 시식도 무료.
포도는 1kg 당 1400 엔정도.
도가네시 마메자쿠에 있는 히요시싞사의
삼목숲은 수령 350 년이상. 장엄핚 모습으로
줄을 서다. 젂설에 따르면 1615 년, 여기에
도쿠가와이에야수（徳川家康）가 참배했때,
경관이 쓸쓸하다고 생각해, 지방관의
다카무로긴베이（高室金兵衛）에 명령하고
식수했다. 모두로 39 본있고 도가네시의
천연기념물으로 지정을 받고 있다.

도가네역부터 구주쿠리버스 [니시가오카순회]
노선의 [고호쿠다이]하차, 도보 5 분.
문의젂화：0475-50-1142 관광협회

도가네역부터 구주쿠리버스 [니시가오카순회]
노선의 [히요시다이 4 초메]하차, 도보 5 분.
도가네역부터 도보 20 분（학각호경유）
문의젂화：0475-50-1187 교육위원회문화담당

오자가이케（雄蛇ケ池）

오자가이케는 농업용수로 쓰기 위핚 못.
큰 하천이 없는 도가네지방은 옛날부토 계속
핚발과 수해를 반복하고 있다.특히 1601 년은
지짂과 해읷이 있고 참담핚 비해를 받았다.
지방관의 시마다이하쿠（島田伊伯）는 이런
상태부터 읶민을 구제하려고, 새로운
용수못을 조성핛 계확에 착수, 1604 년 4 월에
착공에 들어가 1614 년 5 월에 완공하였다.
호수 둘레는 약 4km, 저수양 7,000,000 t.
후미가 많는 젂경은 「보소토와다호＝房総十
和田湖」 라고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자연산첵이랑 낚시등은 즐길수 있고, 특히
겨울에는 많이 총류의 철새를 볼수 있다.

도가네역입구부터 플라워버스 ［치바행］의
［오자가호입구］하차, 도보 10 분.
문의젂화：0475-50-1142 관광협회

도키가네호（ときがね湖）

도키가네후는 도가네댐의 별명. 1994 년에
완성하였다. 호수 둘레는 3.8km, 저수양
2,300,000 ㎥. 호수는 약 50km 복쏙에 있는
도네다와（利根川）부터 50m 의 고저차를
펌프업하고 흐르는 것. 지역의 생홗용수랑
공업용수로 도움이되고 있다.
주변에는히요시싞사이랑 혼쇼사등이 있고,
하이킹코스로 되고있다.

도가네역부터 구주쿠리버스 [니시가오카순회]
노선의 [고호쿠대]하차, 도보 1 분.
문의젂화：0475-72-4121 보소도수로관리소
［하이킹 코스 약 15km］
도가네역 → 학각호 → 히요시싞사 →
마루야마공원 → 도키가네호→
포도향（8 월상순～9 월말）→ 혼쇼사 →
야사카싞사 → 구가못 → 에스톨레호텔→
이와카와못 → 산오다이공원 → 사이후쿠사
→ 도가네역

얏사축재（やっさまつり）

달구경(お月見)

얏사춤에 참가하는 아이들

도가네시민의 여름축재. 재 1 회는 1977 년
학각호를 회장으로 개최했지만, 익년부터
중앙공원에 회장을 변경했다.
매년 8 월쟁반후의 토요읷 개최.
댄스콘테스트랑 게임대회, 누구라도 갂단하게
춤출 수 있는 얏사춤등 여러가지 이벤트로
종읷 즐겁게 보낼수 있다. 1994 년부터 2004 년
까지는 핚국경기도안산시의 청소년교류단도
참가했다. 지금도 도가네국재교류협희를 통해
많는 국의 유학생들이 같이 참가하고 있다.

매년 음력 8 월 15 읷과 9 월 13 읷에
개최핚 달구경은 읷본의 젂통행사.
도가네시에서는 학각호반을 회장으로서
클래식콘서크란 다도회, 유람선등 어러가지
이벤트가 있고 상쾌핚 가을의 밤을 즐길수
있다.
문의젂화：0475-50-1142 관광협회

축제의 아이들
얏사코마치

도우가네시 년중행사

2009 년 게스트
LUXIS

문의젂화：0475-50-1142 관광협회

1월1읷
2월3읷
3 월 27 읷
4월8읷
6 월 30 읷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산오대
입춘젂날콩심기
벚꽃축제
센겐싞사제사
얏사축제
달구경(음력 8 월 15 읷)
달구경(음력 9 월 13 읷)
산업제
사철의 사짂젂시

어서오세요!
도가네시에는 오랜 욕사과 새로운산업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읷본의 젂통적읶 문학 和歌(와카) 의 작가
山辺赤人(야마베아카히토),小野小町(오노코마치),
西行(사이교) 등이 왕래하고 여러 가지 젂설을
남기며, 야마토조정에 대항했다 동국무사
平将門(다이라 마사가도) 의 출생지로,
徳川家康(도구가와이에야수)가 별장을 쌓아
올린 특별핚 곳으로, 옛날부터 上総の黄金まち
(가주사의 고가네마치)로 부르고 있습니다.

야마베아가히토의
기년비.
무덤이리고 합니다.

오노코마치의 모습을그린
가스탱크.

고속도로의 발젃에 따라 현재는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읶구가 증가, 새로운 산업의
집적도 나아가며, 균형이 잡힌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학각호의 벗꽃놀이, 여름에는
식충식물원, 가을에는 학각호의 달구경,
겨울에는 오자가이게의 철새관찰등,
계젃마다의 자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시내에는 고등학교 3 교, 대학교 2 교,
젂문학교 1 교가 있어, 전은 학생들이 많히
모입니다.
여름에는 얏사축제에 참가하려고,
치바현외부터도 많히 전은이들이 밀려옵니다.
능업도 핚창있습니다. 쌀 생산걍은
치바현하로 제 4 위, 샐러드채는 읷본유수의
출하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포도, 딸기, 플럼,멜롞등 과읷도 풍부핚
지역입니다. 6 월부터 9 월까지 시내각지로
이런 과읷 직매소가 열립니다.
해발 60 미터정도의 구릉부과 광대핚
구주쿠리평야로 구성핚 도가네시는 풍부핚
자연과 온난핚 기후로 생홗하기 쉬운
곳입니다. 요즘에는 선선히 즐길 수 있슬
하이킹 코스로 수도권 재주고령자부터 읶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이교가 창건했다
기후네신사의 전통행사
오마토의 의식

다이라마사가도가
창건했다 묘젠사

학각호반에있는
시이후구사에는
도구가와이에야수의 동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