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마키시 관광 안내(고마키산 남측 입구 관광 안내 간판) 

 

고마키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마키시는 사적 고마키산을 비롯해 풍부한 역사적 자원과 문화, 자연에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고마키시의 상징인 ‘고마키산’은 최근의 발굴 조사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쌓은 돌담이 발견되어 근세 

성곽의 기원임이 밝혀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마키시는 브랜드 토종닭 ‘나고야 코친’의 발상지로도 유명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소개하는 관광지는 2018 년 2 월에 설치된 고마키산 남측 입구의 고마키시 관광 

안내 간판에 게재된 정보입니다. 

 

마마칸논 절 

 

일본에서도 희귀한 ‘가슴의 절’이며, 1508 년에 세워졌습니다. 본존 천수관음은 여성의 순산과 

수유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시내에는 ‘마마칸논의 길’이라는 이정표가 남아 있습니다.  

 

주소: 고마키시 마마혼마치 152 

 

주차장: 무료 주차장 14 대 

 

고마키신메이샤 신사 

 

고마키산 동쪽에 있는 고마키신메이샤 신사는 오다 노부나가가 기요스에서 도시를 이전할 때 

기요스의 미소노신메이샤 신사를 분할해 만든 곳입니다. 매년 8 월 셋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고마키신메이샤 신사 경내에 있는 아키하샤 신사에서 제례가 열립니다. 토요일 밤 전야제 때는 

등불을 단 4 대의 축제 수레가 전통 음악 오하야시를 연주하며 시내를 행진합니다. 다음날은 

신메이샤 신사 경내에 4 대의 축제 수레가 한데 모여서 오하야시에 맞춰 흥겨운 꼭두각시 인형극을 

선보입니다. 

 

주소: 고마키시 고마키 5－153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나드 미술관 



 

일본 메나드 화장품 주식회사의 창업자 노노가와 부부가 중심이 되어 1987 년, 부부의 고향 

고마키시에 문화 공헌의 일환으로써 20 여 년에 걸쳐 수집한 미술 작품을 전시한 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 컬렉션은 서양 회화, 일본화, 일본 서양화, 조각, 공예, 고미술 등 1500 여 점. 테마에 

맞춘 기획전도 수시로 개최됩니다. 

 

주소: 고마키시 고마키 5－250 

 

주차장: 무료 주차장 13 대 

 

파크 아레나 고마키 

 

메인 아레나와 서브 아레나, 헬스장 동으로 구성된 종합 체육관, 야간 조명이 설치된 인공 잔디 

축구장이 있는 본격적인 스포츠 공원입니다. 또 몸을 움직이며 놀 수 있는 건강 놀이기구와 모래밭, 

미끄럼틀 등 어린아이도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이 광장이 있습니다.  

 

주소: 고마키시 마마하라신덴 737 

 

주차장: 무료 주차장 약 400 대 

 

다가타진자 신사 

 

다가타진자 신사에는 풍년과 만물 생장의 신 미토시노카미와 임신, 순산의 신 다마히메노미코토가 

모셔져 있습니다.  

 

매년 3 월 15 일에 열리는 호넨마쓰리는 노송나무로 지름 60cm, 길이 2m 가량의 남근 형상을 한 

오오와세가타를 만든 뒤, 남자들이 가마에 싣고 행렬을 이루어 다가타진자 신사에 봉납하며 풍년과 

만물의 생장,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천하의 희귀 축제’입니다. 

 

주소: 고마키시 다가타초 152  

 

주차장: 무료 주차장 약 50 대 

 

 

 

 

 



시키노모리 공원 

 

썰매 언덕과 개구쟁이 모험 광장, 귀여운 동물과 만날 수 있는 꼬마 동물원, 원반 골프장과 파크 

골프장 등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 속 공원입니다. 

 

주소: 고마키시 오쿠사 5786－1 

 

주차장: 무료 주차장 약 550 대 

 

고마키 온수 수영장 

 

인접한 고마키 이와쿠라 에콜 센터의 여열을 이용, 7 종류의 수영장과 3 대의 슬라이더를 갖춘 

대규모 실내 레저 수영장입니다.  

 

주소: 고마키시 노구치 2394－3 

 

주차장: 무료 주차장 약 500 대 

 

고마키역 앞 관광안내소 

 

고마키시를 관광하실 분은 고마키역 앞 관광안내소를 방문해 주십시오. 

 

주소: 고마키시 주오 1-260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