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로 오세요

오사카 우메다와 난바, 유니버설 시티, 간사이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편리한 ‘아마’.
일반 가이드북에서는 잘 소개되지 않는 일본 소도시의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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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단돈 500엔에 한신전차와 고베고속철도를
하루종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구매자에게는
한신전차역 주변의 매력이 가득 담긴 가이드북과
쿠폰티켓을 증정합니다. 아마가사키 관광은 물론
우메다, 오사카 난바에서 고베까지 갈 수 있으며,
일본을 대표하는 사케의 고장 니시노미야와 나다,
디저트 가게가 즐비한 아시야 등 한신 지역 여행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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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1장이면 하루종일 한신전차 무제한 이용가능.

HANSHIN TOURIST PASS

쓰루하시 나라

이 노선도는 주요역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노선도는 QR코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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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 아마가사키에서…
오사카 우메다 7분
오사카 난바 14분
유니버설 시티 20분
고베 산노미야 22분
나라 59분
간사이국제공항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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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국제공항

한큐 다카라즈카선

노선도

오사카 우메다 5분
유니버설 시티 27분
산노미야 15분
교토 35분
간사이국제공항 65분

판매장소
외국인
여행객 전용
한신전차 서비스 센터(한신 고베산노미야역),
한큐 투어리스트 센터 오사카·우메다 (한큐
우메다역), 간사이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티켓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센터(간사이국제공항 제1터미널 빌딩 1층) 등
유의사항

●이 티켓은 외국인 여행객 전용 티켓입니다.

구입시 단기체재비자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는
여권을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이 티켓은 1인당 1장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티켓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적혀 있는 가격은 2016년 2월 1일 현재의 세금 포함 가격입니다. 요금, 영업시간, 정기휴일 등 허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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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아마가사키에서…

아

미지의 도시

아마가사키 가이드북 ‘아마가사키 가족이 안내합니다’ 2016년 2월 1일 발행 아마가사키 안내 팸플릿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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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에서 会
분 이면 만날 수 있는 진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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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에서 분 거리, 아마가사키 가이드북

한국어

아마가사키 가족이 안내합니다
사람들이 친근감을 담아 ‘아마’라 부르는
인간미 넘치는 도시 아마가사키를
이곳에 사는 가족이 안내합니다.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편안한 분위기의 음식점

음식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식사에 안성맞춤인 저렴하고 맛있는
아마가사키의 음식점을 아마가사키 가족이 추천합니다.

Food

밥도
볶음
아요
가많
기
인

사랑이 듬뿍 담긴 가정요리와 맛있는
사케를 맛볼 수 있는 곳

쇼

MAP 2

주로 카운터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이런
분위기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바로 한국 가정요리와 술안주로 딱인
일품요리. 능숙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주인 나카야마 씨가 따뜻하게
맞아준다. 손에 넣기가 어렵기로 소문난 사케 ‘닷사이’도 맛볼 수 있다.
혼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아마가사키시 나가스 혼도리 1-7-5
☎06-6482-0025

16:00~22:00 일·공휴일 휴무

현존하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중화소바집

양질의 흑모화우를 놀랍도록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맛볼 수 있는 곳

야키니쿠돈야 야미이치
(밤에만 주문가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서민적인 분위기의 초밥집

아마즈시

다이칸 본점

MAP 1 A-3

103년의 전통이 있으며, 현존하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중화소바집. 창업 때부터 조금씩 추가해서 만드는 간장소스,
닭고기와 돼지뼈로 우려내는 진한 육수, 면발이 살아있는 이
집만의 특제 달걀면 등 곳곳에 정성이 담겨있다. 볶음밥이
함께 나오는 세트를 추천한다.
중국어, 한국어 메뉴 있음.
●아마가사키시 간다 나카도리 3-29 ☎06-6411-9583
11:30~21:00 수요일 휴무(공휴일인 경우 영업. 익일 휴무)

가
위기

분
가게
옹
좋야

아마

100가지 이상의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

곤베

아마가사키점

MAP 1
A-3

아마가사키 도매시장에서 들여오는 신선한
제철 재료를 사용한다. 맛있는 요리와 저렴한
가격이 매력인 이자카야. 닭꼬치, 꼬치튀김, 회,
초밥 등 메뉴가 100가지가 넘는다. 자리가
모두 룸으로 되어 있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메뉴 있음.
●아마가사키시 간다 나카도리 2-18
☎06-6413-0550
16:00~24:00 일·공휴일 12:00~23:30
연중무휴 신용카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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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듬 꼬치튀김
480엔,
파닭꼬치(1개)
170엔, 사케
(대) 540엔 등

MAP 1 A-3

초밥을 만드는 주인장 니시야마 씨의 인품 덕에 밤이 되면 지역 주민이
모여드는 인기 스시집. 이 집의 서민적인 분위기와 함께 니시야마 씨가
나고 자란 가고시마의
향토요리도 맛볼 수 있다.
●아마가사키시 간다
기타도리 3-27
☎06-6413-9151
11:00~14:00
17:00~23:00
수요일 휴무

쫄깃한 달걀면과
육수의 궁합이 최고!
중화소바 850엔

나물 각 200엔, 소라 진미 400엔,
돼지고기 수육 580엔 등

제철 과일이 들어간
일품 과일 샌드

커피집 콜롬비아

(?)

딸이 주워온 고양이
(수컷). 상점가와
골목 산책이 하루
일과이며 이곳의
뒷사정에 밝다.

모듬 전채(L) 1200엔,
마르게리타 1000엔,
글라스와인 450엔～

심야 시간에도 웰컴!
편안한 분위기의
이탈리안 바르

Ralipappa Cafe

MAP 1
A-2

편리한 중심가에 있으면서 어딘지 모르게 숨은 맛집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탈리안 바르. 유기농
야채를 아낌없이 사용한 전채요리, 푸짐한 양의 피자와
파스타 등 메뉴도 다양하다. 이 부근에서는 드물게
새벽 3시까지 영업한다. 가볍게 한잔 해도 좋고,
밤늦게 든든하게 먹고 싶을 때도 좋다.
●아마가사키시 쇼와 미나미도리 5-117
☎06-6430-6886
18:00~익일 3:00 비정기휴무 신용카드 사용가능

한신아마가사키 본점

엄선한 흑모화우를 놀랍도록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야키니쿠집. 소 한 마리를 통째로
구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이 가능했다. 본
책자를 지참한 여행객 한정으로 ‘오모테나시 세트’
를 준비했다. 화우갈비 등 고기 3가지, 샐러드, 밥,
디저트, 무한 리필 음료(120분간)의 세트를
3000엔에 즐길 수 있다.
●아마가사키시 간다 기타도리 4-98
오모테나시 세트는 4명 이상 단체 한정. 당일 16
☎06-6411-1129
시까지 예약 필수. 입점 시 본 책자 제시.
17:00~23:15 비정기휴무 신용카드 사용가능

아마가사키 아이（22） 초밥 8개와 간단한 반찬, 일본 된장국, 음료가 나오는 니기리세트 1500엔
딸. 한신전차를
타고 오사카
난바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MAP 1
A-2

감, 멜론, 바나나 등 제철
과일을 아낌없이 사용한
이로도리 샌드 세트 800엔

MAP 1 B-2

아침 8시부터 갓 볶아낸 커피와 갓 만든 샌드위치를 맛볼 수 있는 카페.
추천 메뉴는 제철 과일이 듬뿍 들어간 과일 샌드. 너무 달지 않은 생크림과
환상의 궁합을 보여준다. 샌드위치는 9가지가 있다. 믹스 샌드, 참치
토스트 샌드 등 어느 것을 먹어도 맛있다.
●아마가사키시 다테야초 117 ☎06-6411-6752
8:00~18:00 목요일 휴무

스낫쿠(일본 술집 스낵바)거리 즐기는 법
밤에 번화가를 걷다보면 ‘라운지’, ‘스낫쿠’라 적힌 네온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궁금하기는 한데 선뜻 들어가기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 하지만 밤문화도 즐겨보고 싶다! 그런 당신에게
‘라운지 요시코’를 추천합니다. 문을 열면 시크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진다. 카운터와 안쪽에는 룸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큰 소파가 있으며 노래방 기기도 갖추어져 있다. 미모의 여주인
사토 요시코 씨는 “손님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여성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세요.”라고
말한다. 노래방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 노래를 이용할 수 있다.
이국 땅에서 마음껏 불러보는 것도 좋고 여성 종업원과 일본어로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다. 일본의 밤을 만끽해보시기를
권한다. ‘라운지 요시코’에서는 특별히 ‘1시간 체험코스’를
준비했다. 1시간 동안 맥주・위스키 등 음료 무한리필과 노래방
무한이용을 3000엔에 즐길 수 있다. 사전예약을 하거나 당일 본
책자 제시. (점내는 일본어만 가능)

라운지 요시코
MAP 1 A-3
●아마가사키시 쇼와 미나미도리
4-58 KT-2빌딩 207
☎06-6418-8341
21:00~익일 2:00
일·공휴일 휴무
신용카드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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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것질과 야식으로 사가고 싶은 맛

음식

‘밥 배와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 는 말은 만국 공통.
마구마구 먹고 싶어지는 아마가사키의 주전부리를 즐겨보세요.

Food
하루에 800개 이상 팔리는
아마가사키의 명물 빵

몽파르나스

MAP 1 B-4

한신 아마가사키역 안에 위치한 베이커리&카페. 41년 전통의 맛을 이어오고 있으며,
피로시키는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피로시키는 삶은 달걀, 다진
쇠고기, 양파를 양념한 소를 반죽피에 싸서 튀긴 것. 많을 때는 하루 800〜1000개
팔린다. 테이크아웃은 물론 카페코너에서도 먹을 수 있다.
●아마가사키시 히가시 미소노초 93 ☎06-6413-3301
7:30~19:30 토 7:30~19:00 일·공휴일 8:00~18:00 연중무휴

도딱
선물로
좋아요

다코야키 6개 300엔. 가라아게와
곱창구이도 테이크아웃 가능.

쇼야

MAP 2

JR 아마가사키역 바로 근처에 위치한다.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는
이자카야. 가게에서 바로 구워내는 뜨거운 다코야키가 제일 인기. 맛있는
반죽으로 구워내는 다코야키는 입안에서 살살 녹는 식감이 최고.
다코야키에 뿌리는 소스는 7가지가 있다. ‘다시(다시마, 가다랑어포로 맛을
낸 육수) 간장 마요네즈’를 추천한다. 다양한 이자카야 메뉴를 즐기고
싶다면 가게 안으로 들어오세요(점내는 일본어만 가능).
●아마가사키시 시오에 1-7-1 ☎06-6497-2515
17:00~23:00 일요일 휴무

피로시키 160엔. 저녁에 매진되기도 한다.

아마가사키 아키카즈（55）

아빠. 아마가사키의 공장에서
일한다. 단골 술집이 많고, ‘젊을 때
잘 나갔다’고 큰소리치는 주당.

말차와 설탕 등이
들어간 그린티는
100엔. 가게 안에서
마실 수도 있다.

엄마. 예전에는 아마가사키의
신용금고에서 창구직원으로
일했으나 대출 상담 받으러 온
남편을 만나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었다. 현재는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상점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파워풀한 주부.

100가지 이상의
풍부한 향기의
차를 판매

100가지 이상의 크레페를
200엔부터 즐길 수 있다!

나카무라엔
딸기, 바나나, 사과가 듬뿍
들어있다. 모듬 과일
파르페 650엔. (시기에
따라 딸기는 감귤로 대체)

로리앙 크레페(Loriant Crêpe)

MAP 1 A-2

30년 이상 된 인기 크레페집. 가장 인기가 많은 초콜릿(250엔)을 비롯해 종류가
100가지가 넘는다. 주문을 받고나서 눈 앞에서 바로 구워내는 부드러운 반죽과
크림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 크레페는 200엔〜. 영어 메뉴도 있다.
●아마가사키시 간다 나카도리 5-181 ☎06-6411-2998
10:30~20:00 목요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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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신 튀김점

MAP 1 B-2

아마가사키
미쓰카즈（17）

MAP 1
A-3

120년 전통의 일본차 전문점. 교토의
우지차 등을 독자적으로 블렌딩한 찻잎과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편리한 티백 등
종류가 100가지가 넘는다. 고운 색깔의
일본 전통 종이로 장식한 캔에 담긴 찻잎
등 선물로도 딱 좋은 소품류도 많이 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설명서도 있다.
●아마가사키시 간다 나카도리 3-45
☎06-6411-2320
10:00~19:30 연중무휴
신용카드 사용가능

신선한 생선살을 갈아서 만든
7가지 어묵을 맛볼 수
있다

MAP 1 A-2

주오상점가에 위치한 김치전문점. 메뉴는 항상
30가지가 넘는다. 배추김치, 오이김치는 물론
토마토, 마, 소송채 등 평소 잘 접하지 않는
김치도 판매한다. 합성보존료는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김치 맛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직접
만든 양념장. 깊은 매운맛을 즐길 수 있다.
●아마가사키시 간다 나카도리 4-160
☎06-6413-8880
10:00~19:00
연중무휴

추천 주전부리

MAP 1 A-2

165년 전통의 어묵집. 생선(갯장어)살을 갈아서 기름에 튀긴 어묵이 이
집의 대표상품이다. 가장 인기가 많은 어묵은 생선살에 목이버섯이 듬뿍
들어간 시로텐. 그 밖에 오징어가 들어간 이카텐 등 7가지 어묵을 판매한다.
첨가물은 일절 넣지 않는다. 생선살의 깔끔한 단맛에 자꾸만 손이 간다.
●아마가사키시 간다 나카도리 4-86 ☎06-6411-0695
9:00~19:00 목요일 휴무

아들. 야구에 열정을
불태우는 고등학생.
한창 많이 먹을 때라
야구 연습 끝나고 먹는
군것질에 푹 빠져있다.

배추부터 토마토까지 다양한
김치를 맛볼 수 있다

후쿠난 상점

명물 시로텐(190엔)은 저녁 전에 매진되기도 한다

아마가사키 마스센

가장 인기가 많은 김치는 발효 속도를 늦춘
배추김치(슬로김치) 100g 100엔

저녁 먹
어
하는데 야
유혹을
참을 수
없어요

아마가사키 미소노(48)

식어도 맛있는
바삭바삭한 튀김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튀김집. 정어리, 새우, 단호박 등
튀김을 60엔〜150엔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바삭바삭한 튀김옷은 살짝 단맛이 난다. 갓 튀겨낸
것은 물론 식어도 맛있다. 저녁 때부터 판매가
시작되는 오징어다리튀김(300엔)도 꼭 매진이 되는
인기상품이다.
●아마가사키시 다테야초 83
☎06-6413-2952
10:00~18:00 비정기휴무

입 안에서 살살 녹는
뜨끈뜨끈한 다코야키
초이노미 이자카야

갓 튀겨낸 튀김을 바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얼마든
지
수 있어 먹을
요

깔끔한 단맛의 도라야키는
선물로 딱 좋아요

다카라야 유키

MAP 2

지역민의 많은 사랑을 받는 87년 전통의
화과자점. 명물 도라야키는 홋카이도산
팥과 히로시마현산 신선한 달걀을
사용한다. 깔끔한 단맛의 팥소와 부드러운
빵이 맛있다. 매일 300개 이상 팔린다. 그
밖에 계절한정상품도 많이 있다.
●아마가사키시 시오에 1-3-1
아마가사키 큐즈몰(Q’s Mall) 내
한신백화점 1층
☎06-6498-9546
10:00~20:00
밤이 들어간 밤도라야키
백화점 휴일에 준함 신용카드 사용가능
‘미코시’ 185엔

니만오와 오구라상점

도미를 본뜬 틀에 반죽을 부어서 굽는 일본 붕어빵 ‘다이야키’. 안에
들어가는 소는 팥, 커스터드 크림, 초콜릿 등 가게에 따라 다르다.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친숙한 빵이다. 한신 아마가사키역 바로
앞에 있는 ‘니만오’는 속은 부드럽고 겉은 바삭한 다이야키로 유명한
가게. 휴일에는 하루 5000개 가까이 판매되기도 한다. 팥 다이야키도
인기지만 깔끔한 단맛의 커스터드 크림(90엔) 다이야키도 인기가
많다. 팥 다이야키는 1개 70엔인데 가격이 저렴해서 선물로 사가는
사람도 많다.
상점가 안에 있는 56년 전통의 ‘오구라상점’은 금슬 좋은 부부가
운영한다. 주물 틀을 사용해 다이야키를 한 마리씩 구워내는
전통방식을 고수한다. 소금을 조금 넣은 팥과 고소한 빵의 식감이
환상적이다. 1개 100엔. 갓 구워낸 다이야키를 먹으며 동네 주민인양
아마가사키의 거리를 산책해보면 어떨까.

니만오
MAP 1 A-4
●아마가사키시 간다
나카도리 1-2-1
☎06-6412-5701
10:00~21:00
비정기휴무

오구라상점
MAP 1 A-2
●아마가사키시 쇼와
미나미도리 7-178
☎없음
10:00~16:00
(반죽이 떨어지면 판매종료)
월·화 휴무, 금요일 비정기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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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하고
호탕해서

거리를 걷다 의외의 재미를 발견하다

놀기

아마가사키에 왔다면 경정의 긴장감도, 조카마치(성 아랫마을)의
분위기도 한번쯤 맛보기를 권한다.
체재시간이 걱정되는 사람들을 위해 대략의
소요시간과 간단한 소개를 해드린다.

Play

현대미술의 발신기지가 탄생
아마러브 아트랩

A-Lab
MAP 1 A-4

30분

있다면

구경만 해도 좋고, 베팅을 해도 좋고
아마가사키 드림을 손에 넣어보자

2시간

천장에 매달린 밧줄을 잡고 바닥에 놓인 캔버스에 발로 그림을 그리는 대담한
작품으로 유명한 시라가 가즈오(1924-2008). 전후 일본의 전위미술을 주도한
‘구체미술협회’(GUTAI)의 중심멤버로 활약했다.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대미술의 전당인 프랑스의 퐁피두센터에도 작품이 보존되고 있다.
기후네신사의 축제(p.12 참조)의 웅장함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액션 페인팅의
배경에는 나고 자란 아마가사키에 대한 깊은 애정이 숨겨져 있으며, 많은 작품을
아마가사키에 기증했다. 2013년에 완공된 기념실에는 아마가사키시 소장의
작품과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아마가사키시 쇼와도리 2-7-16 아마가사키시종합문화센터 4층
☎06-6487-0806
10:00~12:00/13:00~17:00 (입장마감 16:30）
전시 교체기간 휴관 입장료 : 200엔

수영장
스케이트

9:00~17:30（7월 중순~9월 상순）
입장료：어른 1300엔, 중・고등학생 800엔, 초등학생 700엔

10:00~19:00（10/1~5월 상순）
입장료：어른 1200엔, 중・고등학생 800엔, 초등학생 600엔

데라마치

MAP 3

정말
이것

한나절
있다면

다!

재밌

MAP 1 B-3

오사카성의 서쪽을 지키기 위해 1617년에 다이묘인
도다 우지카네의 지시로 축성이 시작된 아마가사키성.
조카마치(성 아랫마을) 정비의 일환으로 주위에
산재하고 있던 사원을 모은 것이 데라마치의 시작이며,
3.9ha의 부지에 11개의 사원이 서 있다. 조온지의
다보탑(사진 왼쪽 끝)처럼 400년 된 건축물을 비롯해
7개가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도로폭도
도시구획도 거의 옛날 그대로라 조카마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주민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골목을 산책하는 것도 좋겠다.

*미성년자는 성인 동반시 입장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주권 구입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가득한 공간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

젊은 예술가가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아마러브 아트랩 ‘A-Lab’ 』이 2015년 10
월 개관했다. 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워크샵과
전람회를 통해 예술을 가깝게 느낄 수 있다.
●아마가사키시 니시 나가스초 2-33-1
(전람회 개최 중의 개관시간)
11:00~19:00
토・일・공휴일 10:00~18:00
화요일 휴관 입장료 무료
☎06-6489-6385 (아마가사키시
도시매력창조발신과)

역에서 5분이면 만날 수 있는
1시간
400년 전의 아마가사키
있다면

개최일자・오픈시간 확인요망. 외국어 팸플릿도 구비되어 있다.

MAP 3

실내수영장과 헬스클럽, 그라운드골프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스포츠시설.
여름에만 운영되는 실외수영장 ‘아마라고’에서는 높이 13m, 길이 109m의
워터 슬라이드를 구불구불 내려오는 ‘리버라이드’와 파도풀이 인기가 많다.
수심은 모두 1m 이하로 어린아이와 함께 즐기기에도 좋다. 10월부터 5
월까지는 아이스링크를 운영한다. 스케이트 신발은 150mm부터 300mm
까지 대여가능하다.
●아마가사키시 오기마치 43 ☎06-6412-1655 www.a-spo.com

‘아틀리에에서 작업 중인 시라가
가즈오’ 1963년
사진제공：아마가사키시종합문화센터

경정이란 6정의 모터보트가 코스를 3주회하고 그 순위을 맞추는 공영 경기이다. 1위만
맞춰도 되고 1위부터 3위까지 순위를 맞춰 고배당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원하는 조합을
경주권 구매표에 기입하고 100엔 단위로 베팅한다. 하루에 12경주 가 열리며 경주 전에
출전선수들이 소개항주(소개레이스)를 한다. 어떤 사람은 소개항주의 모습과
엔진소리만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아마가사키시와 이타미시가 각각 운영하며 수익은
지역발전에 활용된다. 장내에는 지역주민이 자기 고장의 맛을 알리는 매점도 있다.
●아마가사키시 스이메이초 199-1 ☎06-6419-3181
www.amagasaki.gr.jp 입장료：100엔

경주를 관전한다. 스타트의 박진감을
느끼려면 스탠스석을 추천한다.

아마가사키 스포츠의 숲

할머니. 세상을 떠난 남편
헤이자에몬의 권유로
아마가사키 데라마치의
자원봉사 가이드를 하게 되었다.

MAP 1 A-4

있다면
보트 레이스(경정) 아마가사키

아마가사키 오하마（75）

GUTAI와 함께 한 화가의
작품과 인물상을 고찰한다

시라가 가즈오 기념실

원하는 경주에 표기한다. 기계나
창구에서 경주권을 구입한다.

좋아요

세계의 저금통박물관

MAP 1 B-3

아마가사키에서 시작된 금융기관인 아마가사키신용금고가 운영하는
저금통박물관. 각국에서 제작된 저금통을 전시한다. 박물관 건물은 1930
년에 완공되었으며, 2번째 본점 건물로 사용되었다. 그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육중한 금고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지금이야 TV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기시설이 되었지만 1984년 개관 당시에는 직원이 취미로 모은
컬렉션 600점을 전시한 것이 다였다. 지금 현재 수장품은 62개국 13000
점이며 계속 증가 중이다.
여러분
의
●아마가사키시 니시혼마치 기타도리 3-93
저금통 나라의
도
있을
☎06-6413-1163
10:00~16:00
몰라요 지
월・공휴일 휴관 (토・일과 겹치는 경우 개관)
입장료 무료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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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한신 데야시키역에서 ‘아마가사키 스포츠의 숲’행 한신버스 승차
(어른 210엔, 어린이 110엔)

있다면

작은 저금통에서 발견하는 큰 세계
07

1

한신 아마가사키∼데야시키 주변

2

3

4

다마에바시선

줏켄

다마에바시

고
선

MAP 1

고

패밀리마트

바
시

아마가사키 프라자 호텔
（P14）

쇼와도리 7

쇼와도리 6

나니와

세븐일레븐

쇼와도리 5

쇼와도리 4

히가시 나니와

Ralipappa Cafe（P2）

2 호 선

A-Lab
（P7）

미야코
호텔 뉴 아르카익

시라가 가즈오
기념실（P7）

아마가사키
상공회의소

아마가사키 센트럴 호텔（P14）

세븐일레븐

오구라상점

국 도

아마가사키시
종합문화센터

로손

（P14）

아마가사키
나카 소방서

중소기업
센터

（P5）

A

라운지 요시코

로손

아마가사키시

간 다

아마즈시
（P2）

MAP2
MAP3

아마가사키
센터 풀
마에

야키니쿠돈야 야미이치

JR 아마가사키

주오 산와 상점가 （P10）

한신
아마가사키 구이세
MAP1

（P3）

신 미 치

（P2）

（P5）

로리앙 크레페

세븐일레븐

（P4）

후쿠난 상점

한 신

도카 에비스（P12）
‘미코상’
체험 및 기념촬영（P15）

한

일본 료칸 숙박 체험

본

조온지

센넨지
뇨라이인

데라마치 젠쓰지

도요코 인

조라쿠지

（P14）

데일리
야마자키

쇼 게 가 와

데 야 시 키 선

다케야소 료칸

로손

선

（P4）

몽파르나스
리무진버스
승차장

（P14）

（P3）

（P7）

다이카쿠지

간로지
고토쿠지
호온지

혼코지

패밀리마트

가이메이
나카 공원

젠쇼지

（P15）

우메다·오사카 난바 방면

아 마 가 사 키

데일리 카나트
이즈미야（P13）

호텔 리브막스
아마가사키

커피집 콜롬비아

전

아마곳타

니만오（P5）

닛신 튀김점（P5）

신

공중회랑

（P13）

나카무라엔（P4）

아마가사키 에비스 신사

철

패밀리마트

（P5）

MAP4

선 호텔 아마가사키（P14）

우리 고장 안내소
메이드 인
아마가사키 샵

곤베（P2）

다이칸 본점
아마가사키 마스센

세븐일레븐

B

데일리
야마자키

（P3）

아마가사키성터공원

아마가사키시립
문화재수장고
리베르

데야시키

고베 산노미야 방면

200m 도보 약 2분 30초
기후네 신사

데일리 야마자키

MAP 3

JR 후쿠치야마

0

선

아마가사키
큐즈몰

도

2호

MAP 4

구이세 주변

리무진버스
승차장

히가시 경찰서

200ｍ
도보 약 2분 30초

산쿠스

선

0

200m

200m

구이세 상점가 1

데일리
야마자키

호텔‘홉 인’
아밍 （P14）

다카라야 유키

패밀리마트

200m

야마모토 주류점

（P10）

구이세자동차학교

쇼야

（P5）

（P4）

JR 아마

가사키

아마러브 i+Plus

（P15）

J R

도 카
이 도

본 선

오사카
·교토
방면

로손

세븐일레븐

전 철
한 신

보트 레이스 아마가사키
（P6）

키 로손
가사 에
아마 풀 마
센터

호라이 유（P11）
대중탕 통째로
빌리기（P15）

200ｍ

도보 약 2분 30초

0

200m

한신

고속

고베
3호

선

본 선

국도

선
43호

아마가사키 스포츠의 숲（P6）

이치바 쇼쿠도

ama샐러드
다이이치 시키시마 유
（P11）

국도 2호선

쇼（P3）

08

국

세븐일레븐

시오에
료쿠유
공원

야 방면

패밀리마트

아마가사키 센터 풀 마에 주변
200ｍ
도보 약 2분 30초

세븐일레븐

아마가사키시기념공원

100

（P7）

MAP 2 JR 아마가사키 주변

산노미

0

세계의
저금통박물관

기후네 신사 여름대축제（P12）

로손

구이세 구마노 미코시
（P12）

구이세
로손
구마노 신사 세븐일레븐
Yotte
구이세瀬
미야마에
구
공원

이

세

한

신

전

고난
철

본

선

사몬

도가

와

는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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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먹거리를 즐겨보세요

구이세 상점가

대중탕

MAP 4

서민적인 동네 구이세에서는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시장이 인기가 많다.
‘이치바
쇼쿠도(시장식당)’에서는
생선가게의
회정식,
정육점의
돈가스정식을 그 자리에서 바로 맛볼
수 있다. 제철 과일과 야채로 신선한
주스를 만드는 ‘ama샐러드’, 시음을
해보고 취향에 맞는 사케를 살 수
있는 ‘야마모토 주류점’ 등 매력적인
가게가 많다. 한신 아마가사키역에서
한신전차로 2개역 거리라 가까우며
향수를 자극하는 분위기와 맛집이
어우러지는 곳, 구이세 상점가에 꼭
한번 들러보세요.

고베의 사케 ‘다이코쿠 마사무네’를 사랑하는
야마모토 주류점

신선한 과일과 야채로 가득한
구이세 나카 시장의 풍경

상점가
Shotengai

Hot Spa

한신 구이세역에서 상점가까지 도보 약 5분

야채 속 영양을 그대로
담은 주스가 맛있는 ‘ama샐러드’

대중탕에서 여행의 피로를 푸세요
커다란 탕에 몸을 담그고 일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중탕의 수가 일본 최다 수준인 아마.
천연온천, 복고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대중탕에서
여행의 피로를 풀어보자.

이치바 쇼쿠도의 인기메뉴. 회 양도 많은
‘회정식’을 780엔에 맛볼 수 있다

쇼핑과 군것질이 즐거운 상점가로 오세요
음식점과 식료품점, 옷가게와 잡화점 등 다양한 가게가 모여 있는 상점가.
동네 사람들이 쇼핑을 즐기는 곳에서 그들의 일상을 체험해보세요.

Oldies but Goodies 일본을 만날 수 있는 공간

다이이치 시키시마 유

한신 구이세역에서 걸어서 5분. 좁은 골목을 들어가면 좀처럼
보기드문 당파풍(唐破風, 가라하후) 지붕의 입구가 보인다.
다이이치 시키시마 유는 1923년에 지어진 유서깊은 대중탕이다.
안에 들어가면 50년 이상 카운터를 보고 있는 구로키 이사코 씨가
따뜻하게 맞아준다. 욕실 규모는 크지 않으나 옛날식 타일벽화를
보면서 조용히 목욕을 즐길 수가 있으며 계절에 따라 다양한
약초탕을 즐길 수 있다. 씻고 나오면 개업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
중인 옛날 마사지기를 이용해보자.
●아마가사키시 구이세 혼마치 1-25-5 ☎06-6481-7120
14:45~23:00 화요일 휴무
어른 400엔, 초등학생 160엔, 6세 미만 60엔

뒷골
목탐
재밌
구나 험도
〜♪

다양한 가방들로 가득한
스가와라야는 구경만 해도 재밌다

과자 할인점이 모여 있는 산와
혼도리 상점가

걷다보면 발견, 쇼핑 천국

한신 아마가사키역을 나오면
바로 보이는 입구에는
아마가사키성의 그림이 있다

주오 산와 상점가

일본 대중탕 입문 강좌

MAP 1

마치 테마파크 같은 상점가 입구

흰뱀을 모시는 상업번창의
신 ‘덴류 신사’

상인과의 대화가
즐거운 상점가

프로야구 홈팀을 응원하는 상점가 캐릭터

10

아마가사키 출신 인기만화가
아마코 소베가 그린 칠복신 아케이드

한신 아마가사키역 서쪽으로 약 400개의
점포가 모여 있는 대규모 상점가이다.
드럭스토어, 과자가게, 100엔샵 등이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 뭐든지 싸기로 유명하다.
아케이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쇼핑을 즐길 수가 있는데, 그 지붕에도
주목하길 바란다. 프로야구 홈팀을 마음대로
응원하는 비공식 마스코트와 인기만화가
아마코 소베가 그린 칠복신 캐릭터 등
인증샷을 찍을 곳이 많다. 오락실, 극장도
즐겁다.

MAP 4

가정적인 분위기의
디자이너 대중탕

호라이 유

MAP 3

블랙의 스타일리쉬한 외관이 인상적인 디자이너 대중탕. 내부는
나무를 기조로 한 차분한 분위기로 꾸며졌다. 욕실도 심플하면서
청결하다. 주인 이나 사토미 씨는 “다른데서는 볼 수 없는 대중탕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다. 가장 큰 특징은 지하 700m에서 끌어오는
천연온천. ‘리엔토 스파크림’(2000엔)과 ‘오토메노 아가리유’(스킨,
500엔) 등 온천수를 농축해서 만들어 피부에 좋은 각종 뷰티 제품도
잘 구비되어 있다.
●아마가사키시 도이초 2-21-2 ☎06-6411-0567
15:00~23:30 (일요일 12:00~) 금요일 휴무
어른 420엔, 초등학생 160엔, 6세 미만 60엔

1. 탕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는다.

키면
만지 본
이것
일
분도
여러
달인
탕의
중
대

2. 머리가 긴 사람은 머리가 탕의 물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탕 속에 타올을 넣지 않는다.

4. 씻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이 튀지 않도록 한다.
5. 사용이 끝난 의자와 세숫대야는 제자리에
갖다놓는다.
6. 옷 갈아입는 곳의 바닥이 젖지 않도록
마지막에 몸을 잘 닦는다.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도 일본 대중탕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타올은 유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작은 비누,

샴푸도 판매하기 때문에 준비물 없이도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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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아마가 가장 뜨거워지는 날을 만나다
여행 일정과 맞으면 꼭 추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신사에서 매년 열리는 축제이다.
일본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다.

val

sti

Fe

매년
기다
려

진댜

옹～

아마의 비법 조미료 세트（2350엔〜）
‘원더풀 소스’는 다코야키집, 꼬치튀김집
등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소스이며,
‘히로타의 폰즈’는 풍미가 깔끔해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린다. 간장이 포함된 3
개 세트가 인기.

월
매년 1
1일
,1
0
9,1
의
가정
본
일
에요
맛이

상업번창을
기원하는‘에벳상(에비스 신)’축제

도카 에비스

MAP 1 A-3

가정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걸쭉한 수프가 특징인 아마가사키의 지역
라면.

여행
선물

22m 높이의 거대한 도리이(신사 입구의 기둥문)가 눈길을
끄는 ‘아마가사키 에비스 신사’. 1월에 열리는 ‘도카 에비스’에는
아마가사키에서 장사를 하거나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한해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하여 모여든다. 장식이 달린
조릿대를 사가지고 가서 각 가정과 회사에 걸어놓고 1년 뒤 새
조릿대로 바꾸러 다시 신사를 찾는다. 봉납받은 참치에 동전을
붙이며 ‘돈이 붙도록 해달라’고 비는 의식도 있다.
●아마가사키 에비스 신사 아마가사키시 간다 나카도리 3-82
☎06-6411-3859 www.amaebisu.com

아마가사키 안카케 짬뽕（550엔）

Souvenir

아마가사키 한정,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맛을 선물해보세요
소스, 간장, 과자, 사케. 모두 아마가사키
한정의 특별한 상품들. 지역민이
아니면 모르는 일본의 맛을 여행
선물로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히노데 물엿（2200엔）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쌀만
가지고 만드는 물엿. 천연소재라
목에 부담을 주지 않아 홍차나
요리에 사용하기 좋다.

다메이키(감탄) 3초（8640엔）

일본 유수의 거친 축제
‘단지리’의 싸움

매년
7월 31
일
8월 1,2
일

기후네 신사 여름대축제

MAP 1 B-2

전통적인 일본 건축 장식으로 치장한 ‘단지리(축제 수레)’는 각 지역에서 최고로
여기는 단지리 1대가 대대로 계승되고 있으며, 1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 때 기후네
신사에 다 모인다. 단지리를 서로 부딪치며 승부를 겨루는 ‘야마아와세’라 불리는
의식이 유명하며, 이를 보기 위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처음 이틀은 각
지역을 행진하며 마지막날인 8월 2일 ‘야마아와세’를 볼 수 있다. 상점가부터
신사로 가는 참배 길에 나와 있는 많은 노점상도 즐거운 구경거리이다.
●기후네 신사 아마가사키시 니시 혼마치 6-246 ☎06-6411-0170
kifunesan.jp

무코가와 봉오도리
춤을 춰보면
알게 되는
일본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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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파 (뜨거운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보온용구)

(1810엔）

펜을 넣으면 펜이 빨려들어갈 듯 조용히 내려가는
신기한 펜 스탠드. 정교한 가공기술을 지닌
아마가사키의 기업이 만든 명품.

지역의 행복을 빌며 순회하는
신을 태운‘미코시(가마)’를 짊어지다

구이세 구마노 미코시

매년 10
월
첫째주
토요일과
일요일

메이드 인 아마가사키 샵

8월이 되면 공원이나 광장에 ‘야구라(중앙무대)’를 세운
다음 저녁 무렵부터 음악을 틀어놓고 야구라 주위를 춤을
추면서 도는 ‘봉오도리’가 일본 각지에서 열린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유카타’를 입고 ‘온도’라는
독특한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는 봉오도리는 일본 문화를
느끼기에 안성맞춤이다. 매년 8월 23~25일 3일간
무코가와 강변공원(한신 무코가와역 동쪽 개찰구 나와서
바로)에서는 아마가사키 최대의 봉오도리가 열린다. 시간은
18시 30분부터 22시경까지. 여러분도 함께 춤을 추며
일본을 느껴보세요.

MAP 1 A-4

‘아마’ 사람들이 추천하는 지역 명물을 모아놓은 가게. 쉽게 볼 수 없는
조미료와 일본산 탕파, 하이테크 볼펜 등 아마가사키에서 탄생한 제품들을
소개하는 안테나샵이다. 한신 아마가사키역 앞 공원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마가사키시 간다 나카도리 1-1
10:00~18:00 목요일 휴무 ☎06-6412-2086 신용카드 사용가능

MAP 4

구이세 구마노 신사의 신은 참배하러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1년에 한 번
지역을 순회한다. 이 때 타는 것이 바로 ‘미코시’이다. 신사에서는 매년 지역민과
함께 미코시를 짊어질 사람을 모집한다. 신사의 주지인 나카니시 씨는 “전세계
사람들이 잠시라도 미코시를 짊어지고 신의 힘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한다.
무게가 1톤이나 나가는 ‘오 미코시’ 외에도 ‘온나(여자) 미코시’, ‘고도모(어린이)
미코시’가 있어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보기드문 축제이다.
●구이세 구마노 신사 아마가사키시 구이세 혼마치 1-9-36
☎06-6481-6903 www.kuise.com

공업도시 아마가사키이기에
가능한 고품질의 탕파는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는 명품.

여행 선물은 슈퍼나 드럭스토어에서도 구입 가능
작은 선물을 찾는다면 슈퍼나 드럭스토어가
편리하다.
우메다와
난바에서
품절된
한정상품이라도 아마라면 손에 넣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신 아마가사키역 고가
아래에 위치한 쇼핑센터 ‘아마스타 아마센’에
있는 ‘데일리 카나트 이즈미야 아마가사키점’은
밤 12시까지 영업하고 있어 편리하다. 역 앞에
있는 슈퍼인 만큼 직장인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찬도 종류가 다양하다. JR 아마가사키역
앞에 있는 대형 쇼핑몰 ‘큐즈몰’에도 대형
슈퍼와 드럭스토어가 있으므로 체크인을
마치고 밤에 쇼핑을 나서기에도 좋다.

데일리 카나트 이즈미야 아마가사키 (MAP1 A-3)

주오 상점가에 있는 100엔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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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데라마치에서 맞이하는 고요한 아침, 오후에 만나는
활기찬 상점가, 그리고 거닐어보고 싶어지는 화려한
불빛의 밤거리…
시간에 따라 표정이 바뀌는 아마가사키를 만나보고
싶다면 아마가사키에서 숙박할 것을 권한다.
※요금은 서비스요금·소비세가 포함된 어른 1인 가격입니다.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는 2016년 2월 현재의 것입니다.
※더블·트윈은 2인 이용시 1인당 가격입니다.

아마가사키 센트럴 호텔
각자 사용할 베개를 고를 수
있고 모든 객실에서 무선 LAN
을 이용할 수 있으며 2번째
호텔 이용부터 퀵 체크인을
도입하는 등 지배인이 1년에
250일 직접 호텔에 묵으며
고객 눈높이에서 개선을
거듭하는 고품격 서비스가
특징. 상점가와 가까워서 한가로운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아마가사키시 쇼와 미나미도리 4-30
☎06-6411-5000 체크인 15:00~／체크아웃 11:00
【요금】싱글 ¥6800~／더블 ¥4900~／
트윈 ¥6500~／주차장 1박 ¥500 (예약 필수)
※각종 할인요금은 호텔 프런트로 문의 바랍니다.

도요코 인 한신 아마가사키역 앞
간사이국제공항과 한신
아마가사키역을 잇는
리무진버스 승차장 바로
앞에 있으며 한신
아마가사키역 서쪽
개찰구에서 도보 1
분이라는 입지가
매력적이다. 전 객실 무료
Wi-Fi 이용가능하며
로비에는 무료 PC 및 프린터가 구비되어 있다.
●아마가사키시 미소노초 19 ☎06-6416-1045
체크인 16:00~／체크아웃 10:00
무료 조식 서비스 6:00~9:30
【요금】싱글 ¥6804~／트윈 ¥5022~／주차장 1박
¥700 (예약 필수)

호텔 리브막스 아마가사키
한신 아마가사키역 서쪽
출구에서 도보 3분이며
데라마치 및 상점가와도
가까워서 산책하기에 좋다.
좋은 방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조기할인을
추천한다. 프런트는 23
시에 끝나기 때문에 체크인
시간에 주의해야 한다.
●아마가사키시 니시 미소노초 119-1
☎06-6412-8001
체크인 15:00~／체크아웃 10:00
【요금】싱글 ¥7000~／트윈 ¥5000~／
주차장 1박 ¥1000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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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이런 야!
이
처음

미야코 호텔 뉴 아르카익
지상 100m 높이의 건물로
한신 아마가사키의
랜드마크이다. 일식, 양식,
중식 레스토랑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 최고층에
있는 ‘스카이 바 탑 오브
더 크리스탈’에서 바라보는
오사카만의 야경이
아름답다. 전 객실 무료
Wi-Fi 이용가능.
●아마가사키시 쇼와도리 2-7-1 ☎06-6488-7777
체크인 14:00~／체크아웃 11:00
【요금】싱글 ¥15444~／더블 ¥9504~／
트윈 ¥13068~／주차장 1박 ¥500

‘미코상’체험 및 기념촬영
‘미코’란 신사의 업무 전반을 보조하는 여성을 말한다. 일본 만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미코의 전통 의상을 입고 본인의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기념촬영할 수 있다. 전날까지 홈페이지에서 예약.
1인당 1000엔. 여성 한정.
●아마가사키 에비스 신사 아마가사키시 간다 나카도리 3-82
☎06-6411-3859 www.amaebisu.com

체험

호텔‘홉 인’아밍
오사카·우메다에서 최단
5분 거리인 JR
아마가사키역과 직접
연결되는 JR 니시니혼
호텔즈 계열의 호텔이다. 전
객실 20㎡ 이상의 밝은
객실이 190실 있다. 2F
레스토랑에서는 캐주얼
코스요리부터
파티메뉴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함께 있는 케이크샵도 이 호텔의
자랑거리이다.
●아마가사키시 시오에 1-4-1
☎06-6491-0002 체크인 15:00~／체크아웃 11:00
【요금】싱글：¥14040~／더블 ¥9720~／트윈 ¥9720~

아마가사키 프라자 호텔
합리적인 가격이 매력적인
비즈니스 호텔. 베개 대여
코너와 무료 조식 서비스를
통해 심신 모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홈페이지에는 호텔
직원들이 소개하는 근처
라멘가게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다.
●아마가사키시 히가시 나니와초 5-16-26 ☎06-6483-1100
체크인 15:00~／체크아웃 11:00
무료 조식 서비스 6:30~9:00 (1층 이자카야 ‘초친’)
【요금】싱글 ¥5000~／더블 ¥3900~／트윈 ¥4150~／
주차장 1박 ¥800 (예약 필수)

일본 체험 관광 상품.

마구 자랑하고 싶어지는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대중탕 통째로 빌리기
천연온천이 솟아나는 대중탕 ‘호라이 유’를 2시간 동안 통째로 빌릴
수 있다. 금요일 한정이며 20명 이상 단체만 예약 가능. 전날까지
직접 문의. 요금 어른 420엔, 초등학생 160엔, 만 6세 미만 60엔.
●호라이 유 아마가사키시
도이초 2-21-2
☎06-6411-0567

houraiyu@yahoo.co.jp
15:00~23:30
통째로 빌리는 것은
금요일만 가능

일본 료칸 숙박 체험
약 100년의 역사가 있는 료칸에 숙박하면서 일본 문화를 만끽할
수 있다. 여주인 히구치 교코 씨는 22년간 호주에 거주한 경험이
있어 영어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예약은 홈페이지
(www.takeyaso.com)를 통해 가능하다. 1인 1박 4200엔〜
4900엔(식사 제공 없음).
●다케야소 료칸
아마가사키시 미야우치초 2-85 ☎06-6411-2525
바 있음(예약 필수) 신용카드 사용불가

아마의 매력을 여기서 확인

아마가사키·매력안내소

아마러브 i＋Plus (아이·플러스)

MAP 2

아마가사키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산업, 나들이장소와 맛집 등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소. 아마가사키 소재 시설의 팸플릿 및
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팸플릿 ‘아마가사키 가족이 안내합니다’
에 실린 가게와 시설에 대한 문의 및 예약도 도움받을 수 있다.

선 호텔 아마가사키
한신 데야시키역에서 도보
2분. 1층 로비는 무료
Wi-Fi존으로 되어 있으며
베개를 고를 수 있는
베개장이 있다. 자신에게
꼭 맞는 높이와 재질의
베개를 골라서 사용하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
무료 조식 서비스 제공.
●아마가사키 미야우치초 1-26 ☎06-6417-1300
체크인 15:00~／체크아웃 10:00
무료 조식 서비스 6:00~9:00
【요금】싱글 ¥6700~／트윈 ¥6000~／
주차장 1박 ¥800(예약 필수)

관광객을 생각하는 도시 ‘아마’이기에 가능한

●아마가사키시 시오에 1-1-1 JR 아마가사키역 구내(개찰구 밖)
☎050-3772-5410
10:00~18:00 둘째・넷째 화요일 휴무 ama-kan.jp

아마가사키 안내 팸플릿 편집위원회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아마가사키시를 안내하는 메뉴 및 체험 상품을 발굴해서 아마가사키를 널리
알리고자 2015년 9월에 결성되었습니다.

멤버 : 아마가사키시청, 아마가사키상공회의소, 아마가사키신용금고, 아마가사키 에비스 신사, 구이세 액션 클럽,
주식회사 티엠오 아마가사키, 한신전기철도주식회사
협찬 : 아마가사키 센트럴 호텔, 호텔‘홉 인’아밍, 미야코 호텔 뉴 아르카익

잘 아는
아마를
프로가
지역의
니다.
었
만들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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