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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바현의 마스코트 캐릭터

CHI-BA+KUN

바위 굴조개요리

지바에 왔다면 꼭 맛보고 싶다

MAP-37

이이오카숙박 조합
DATA 0479-57-4248

세요!

먹고 가

구주쿠리마치

멸치 요리

MAP-38

전국 1위의 어획량을 자랑하는 조시 어항.
시내에는 어항에서 포획된 지역의 생선을
사용해서 자신 있게 만든 초밥을 먹을 수
있는 초밥 가게와 생선 요리의 가게가
각지에 있습니다.

● 전국 대학 플라멩코 페스티벌
[다테야마시]

수확 체험
딸기 따기

MAP-41

「자양밥」
은 요코시바히카리정 도요
식육센터에서 처리된 신선한 곱창과 현지
특산인 파를 푹 끓여낸 깊은 풍미의
일품입니다.

나리타시 관광 협회

배 따기

0475-82-2071 산무시 나루토 관광 딸기 조합
와가마치(우리 거리) 안내처 (JR 나루토 역 관광 안내소 내)
0475-34-1515 모바라시 혼노 딸기 생산 조합
0470-22-3466 다테야마 딸기 따기 센터

요코시바히카리정 상공회

043-222-0300 치바시 관광 협회

죽순 캐기 （4월 - 5월）

비파 열매

따기（5월 - 6월）

● 유채 꽃밭
[고미나토 철도 · 이스미 철도 연선]

[다테야마시]
● 가즈사 열두 사원 축제
[이치노미야마치]

● 발효의 마을, 고우자키
양조장 축제 [고우자키마치]

● 호반 미츠키 회 [도우가네시]
● 오하라 알몸 축제 [이스미시]
● 낙화생 캐기 [야치마타 시]

● 사쿠라 [시미즈 공원 / 노다시, 사쿠라 성터, 핫가쿠고우 호수 / 도우가네시, 그 외]

（4월 - 6월）

● 시스이 지바씨 축제 [시스이마치]
● 나리타 북 축제 [나리타시]

● 베이사이드 재즈 [지바시]

● 튤립 축제

사쿠라 후루사토 광장
가시와시 아케보노 야마 농업 공원
소사시 노사카 꽃의 광장
시라코마치 꽃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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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와라 대제 가을 축제 [가토리시]
● 계단식논의 밤축제 “아카리”
[다테야마시]
● 계단식 밭의 라이트 업
[가모가와시]
● 사쿠라 가을 축제 [사쿠라 시]

DATA

● 세키야 성 축제 [노다시]

DATA

047-338-3500 JA 이치카와시 과일 수목 부회
0476-48-2207 JA 니시인바 경제센터 (시라이시)
047-445-1141 가마가야시 관광 농업 조합
047-366-7327 마쓰도 관광 이원 조합 연합회
04-7150-6085 나가레야마시 농업진흥과

땅콩 캐기 （9월 - 10월）

● 관동지역

지바의 봄의 경치. 직접 캐어낸 조개로 만든
요리는 일품입니다.
047-435-0828 후나바시 삼반세 해변공원
0438-41-1341 우시고메 어업 협동조합
0438-41-0511 가네다 어업 협동조합
0438-41-2696 구쓰마 어업 협동조합
0438-41-2234 에가와 어업 협동조합
0438-23-4545 기사라즈 어업 협동조합
0439-87-2121 훗쓰 어업 협동조합

가장

이른

해수욕장

개장식 [구주쿠리마치]

● 고구마 캐기 [현내 각지]]

● 죽순 캐기 [현내 각지]

● 다카벤 신사 식칼 의식 [미나미 보소시]
● 오타키 성 축제 [오타키마치]

● 조개잡이
（4월 - 6월）
[후나바시시 · 기사라즈시 · 훗쓰시]
● 식목 축제 [소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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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 비와(비파나무 열매) 따기
[미나미 보소시]

● 구리모토 고향 고구마 축제
[가토리시]

● 장미
[야쓰 장미원 / 나라시노 · 게이세 장미원 / 야치요]

● 시대 축제 [사쿠라시]

● 스다테 고기잡이 놀이
（5월 - 6월）[기사라즈시 · 훗쓰시]

● 귤 따기 [미나미 보소시]

● 다카벤 신사 식칼 의식 [미나미 보소시]

하카리메 덮밥

지바현

http://www.pref.chiba.lg.jp/
제작 : 지바현 종합 기획부 보도 홍보과 TEL043-223-2242
韓国語版

훗쓰시 상공회
DATA 0439-87-7071

모바라시

모바라면 (Moba-Ramen)

모바라 시내 7점포에서 제공하고 있는
향 토 라 면 . 공 통 점 은「 삼 겹 살 고 기 를
얹기」
「현지에서 수확한 야채 사용하기」
입니다. 양념은 각 점포마다 독창적입니다.
모바라시 관광 협회
DATA 0475-20-1528

MAP-43

캐낸 순간부터 아린 맛이 생기는 죽순은,
신선도가 생명. 죽순 캐기라면 신선한
죽순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땅속에서
죽순을 파내는 감각은 한 번 체험하면
그만둘 수 없게 될 겁니다.

지바현의 비파 열매는 큼직하고 두툼하여,
과즙도 풍부. 초여름을 알리는 은은하고
산뜻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하우스
재배라면 5월, 노지 재배는 6월부터 맛볼 수
있습니다.

DATA
DATA

오타키마치 관광 협회
0470-80-1146

휴게소 도미우라 (미나미 보소시)
비와 클럽
0470-33-4611
휴게소 후라리 도미야마 (미나미 보소시)
0470-57-2601

지바현이라고 하면 땅콩. 땅콩 캐기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지바현이니까
가능합니다. 밭에서 수확한 땅콩은 조금
소금을 넣어 삶은「삶은 땅콩」을
추천합니다. 고소하고 촉촉한 식감.
속껍질 째 먹을 수 있습니다.

DATA

야치마타시 관광 농업 협회 사무국
043-443-1405

신선한 물고기가 펄펄 뜁니다. 어부가 된 기분을
맛볼 수 있습니다.

DATA

0475-76-9449
0475-33-2117
0475-32-2114
0475-42-1425
04-7093-2461
0470-57-2088
0439-80-1291

구주쿠리마치 관광협회
시라코마치 상공 관광과
조세무라 산업과
이치노미야마치 관광 협회
가모가와 플랫폼 주식회사
미나미 보소시 관광 협회 이와이 관광 안내소
훗쓰시 관광 협

● 다카벤 신사 식칼 의식 [미나미 보소시]
● 관동 제일 늦은 단풍 [요로우 계곡, 가메야마고우 호수 · 나리타 산 공원 · 단풍 로드]

● 스이고우 사와라 수생 식물원 붓꽃 축제 [ 가토리시 ]
● 도미사토 수박 로드 레이스 대회
[도미사토시]
● 쵸난 둘러보기 [쵸난마치]
● 수국
[혼도지 절/ 마쓰도시, 수국 저택 / 모바라시]

12

월

「 하 카 리 메 」란 붕 장 어 . 예 로 부 터
장어잡이가 번성했던 훗쓰시
오사와마치에서는「붕장어 덮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녹는 듯한
부드러운 맛이
「하카리메」특징입니다.

MAP-36

６월

훗쓰시

ＯＮＥ가쓰우라기업조합
DATA 0470-73-4554

● 시바야마 하니와 축제
[시마야마초]
● 아오키한지 배 국제 지바 에키덴 마라톤
[지바시]

● 시라코양파 축제 · 양파 축제 [시라코마치]

후릿그물 당기기

● 베이사이드 재즈 [지바시]
● 이다카단린 절 유적 콘서트 [소사시]

● 잉어드림 축제［ 오아미시라사토 시 ］
아삭아삭, 상쾌하고 달콤한 과즙이
넘치는 여름의 미각. 8월 상순부터는
달콤한 과즙 듬뿍한 "코우수이". 8월
하순부터는 신맛과 단맛의 밸런스가
뛰어난「호우수이」품종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온쥬쿠 대하 축제 [온쥬쿠 마치]
● 아와 야와탄 마치

● 미후네야마, 코오리 댐 꽃구경 워킹 [기미츠 시]

MAP-42

간장 국물에 듬뿍 고추기름을 사용한
빨갛고 매운 특성있는 면 음식입니다.
가쓰우라시의 해녀와 어부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즐겨 먹던 메뉴가
확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바 가모가와 오가라 덮밥 협회
DATA (가모가와시 상공회 내)
04-7092-0320

● 배 따기 [이치카와시 · 마쓰도시, 그 외]

월

DATA 0479-82-0434

가쓰우라 탄탄멘

조개잡이

● 비치발리볼 문 컵
in 온쥬쿠 [온쥬쿠마치]

츠루시비나（매다는인형）구경 ［온주쿠마치］

● 꽃의 행진 [미나미 보소시]

５월

다테야마 관광 딸기 따기 센터
0470-22-4717 도요후사 영업소

MAP-35

가쓰우라시

（8월 - 9월）

● 기사라즈 항구 축제 [기사라즈시]

● 가쓰우라 히나 인형 축제 [가쓰우라시]
● 구주쿠리 "항구 풍어 정어리 축제" [구주쿠리마치, 그 외]

봄이 조금 일찍 찾아오는 지바현에서는 1월부터 현내
각지에서 딸기수확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바현에서는 알이 크고 과즙이 풍부하며 감미가
가미된 적당한 산미가 있어 매우 맛있는 딸기 신품종인
「지바베리」
를 개발하였습니다.
047-406-4778 미치노 에키, 야치 요 (야치요시 4월까지)
DATA 0478-86-6075 도노쇼마치 관광 딸기 조합

0470-22-2000

자양(지요)밥

（1월 - 5월）

● 불꽃놀이 [현내 각지]

● 와라비 알몸 축제 [요쓰카이도시]

월

DATA 다테야마시 관광 협회

소데가우라시

쌀의 생산도 번성한 지바현.
술 만들기의 역사는 에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에는 지금도 40채 이상의 술을 빚는 곳
이 기술과 맛을 겨루고 있습니다.
견학할 수 있는 양조장도 다수.
입맛에 맞는 토산품 술을 찾아보십시오.
● 지바현 주조 조합 043-222-0686

● 요리토모 벚꽃·대나무 등불 축제 [교난마치]

● 온주쿠마치카도

일본 술(정종)

● 조시 미나토 축제 [초시시]
● 야에가키 신사 기온 축제 [소사시]

９월

MAP-34

「오라가」란 가모가와의 방언으로,「우리집」
이라는 의미.현지에서 수확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인기 덮밥.
각 점주가 자랑하는 덮밥을
드셔보시겠습니까?

Twitter : ＠chi_bakun_chiba

MAP-40

*아부리:표면만 살짝 그을려서 익힌 것.

DATA 0476-22-2102

오가라 덮밥

「낙농 발상지」인 지바현은, 아이스크림이나
소프트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는 명소가 현 내 각지에
있습니다.
신선한 우유를 듬뿍 사용한 정통파부터 지역 특산물을
더한 개성파까지 종류도 풍부합니다.

1년을 걸쳐 잡히는 풍부한 어패류와,
농업과 꽃의 마을이기도 한 다테야마
현지 식재료를 철저하게 고집한
새로운 향토음식 입니다.

나리타산 참배길에는 옛 여관이나
요리점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그중 약
60개 점포가 장어 요리 메뉴가 있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참배객이 즐겨 찾던 장어
요리를 즐겨 보십시오.

가모가와시

● 아사히 모래 조각 미술전 [아사히시]

● 나리타 매화 축제(2월~3월)

４월

《작가》 사카자키 치하루 씨
그림책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지바현 이치카와시 출신
ＪＲ 히가시 니혼「Suica」의 펭귄 캐릭터를 제작

아부리 해물덮밥

어부가 고안한 향토 요리.전갱이나
정어리 등의 생선살을 칼로 잘게
두드리고 파와 된장을 넣어 혼합한
것입니다.
너무나 맛이 있어서 접시까지 핥아
버리니까,「나메로우(핥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전해집니다.
나메로우를 차조잎으로 싸 구운 것이
「산가야키」입니다.

아이스크림 · 소프트아이스크림

시라코마치 상공회

다테야마시

다테야마시 관광 협회

장어 요리

[미나미 보소시, 그 외]
● 시라코 벚꽃 축제 [시라코마치]

나메로우 · 산가야키

지바현에서는 생산자가 사료 및 사육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흑모와규,
젖소, 교잡우를 균형있게 생산하여 각각의
맛있는 브랜드 소고기로서 소비자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DATA 0475-33-2517

DATA 0470-22-2000

나리타시

● 미나미 보소 시라하마 해녀 축제 [미나미 보소시]

● 절분 [나리타 산 · 소고레이도 · 가토리 신궁]

● 사카타 성터 매화 축제 [요코시바 히카리 마치]

치바 The Beef

지바현

● 마멘바라 고원의 수국꽃[오타키마치]

● 꽃밭 · 꽃 따기

３월

MAP-33

일본 굴지의 좋은 어장으로 둘러싸여 1년
내내 계절의 생선을 맛볼 수 있는
다테야마에는, 맛있는 초밥집이 많습니다.
어부들이 즐겨 먹던 오즈시(大鮨)와
붕장어 초밥, 꽁치 눌림 초밥 등 개성파가
모여있습니다.

지바현에 사는 불가사의 생명체.
호기심이 왕성해서 여러 가지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함.
미지의 세계일수록 용기와 정열이 솟아나 몸이
붉게 빛난다.
먹거리를 아주 좋아하고, 장난기가 있음.

MAP-39

프랑스 지중해 지역의 해산물 수프 요리인
부야베스. 시라코마치 특산의 토마토와
양파와 등푸른 생선의 생선 경단을 많이
사용해, 시라코 식으로 응용했습니다. 동네
음식점이나 숙박 시설 맛볼 수 있습니다.

조시시 관광 협회

보슈 초밥

시라코 생선 어패류 수프

시라코마치

TOURIST INFORMATION

● 나바키가와 뗏목 타기 대회

[나리타시]

DATA 0479-22-1544

다테야마시

구주쿠리마치 관광 협회
DATA 0475-76-9449

● 모바라 칠석 축제 [모바라시]

● 딸기 따기 [현내 각지]

다채로운「후토마키 스시」는, 예부터
관혼상제에 사람이 모였을 때 내는
전통 음식입니다.
최근에는 직판소에서 판매.
각 마을의 맛깔 음식을 드셔 보십시오.

치바현은 전국 굴지의 양돈 현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으며,
[맛이 풍부한 치바 THE PORK]
로서 전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바 둘러보기

● 나리타 기온 축제 [나리타]

[시라코마치]

후토마키 스시

치바 The Pork

드라이브 맵 첨부가이드 북

● 사와라 대제 여름 축제 [가토리시]

８월

조시 초밥

MAP-32

지바현은 어획량 전국 최상위.
크고 선명한 색과 넘치는 깊은
맛이 자랑거리입니다.
주로 8월 ~ 12월
이스미 ~ 다테야마에서 잡힙니다.

초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깔끔한 맛으로 인기를 끄는
첫 가다랑어.
가을의 가다랑어는 기름이 올라서 이 또한 맛이 각별.
조시, 가쓰우라 등이 주요 항구입니다.

● 일출
[이누보사키 · 구주쿠리하마, 그 외]
● 참배
[나리타 산 · 카토리 신궁, 그 외]

２월

조시시

바닷가재(대하)

가다랑어

７월

기름 살이 듬뿍 진 생선.
언제나 환영받는 조림, 생선회 그
외에도 샤부샤부도 인기입니다.
조시, 가쓰우라 등에서 잡힙니다.

현지에서 잡아 올린 신선한 멸치를 사용한
튀김이나 쓰미레(생선 살로 만든 경단)을
넣은 국, 소금구이 등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멸치 마을」구주쿠리만이 가능합니다.
참깨 절임, 간장 맛술 맛 등의 가공품도
추천할 만합니다.

CHI-BA+KUN 프로필

5월에서 8월까지이스미
~ 미나미 보소에서 잡히는 지바현의 전복.
이스미시를 중심으로 한 미나미
보소에서 잡히는 지바현의 전복.
두툼하고 농후 맛, 쫄깃쫄깃 씹는 맛이
특징입니다.
전복으로 바다의 향기를 즐기십시오.

금눈참돔

5월부터 8월에 걸쳐 이오카 바닷가에서
채취되는 바위 굴조개는, 손바닥 크기로
성장하기까지 6, 7년이 걸리는 천연
굴조개. "바다의 우유"라고 할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뛰어납니다.

지바현 사계절 캘린더

전복

１월

안녕하세요! CHI-BA+KUN입니다.
옆에서 보면 지바현의 모양을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여러 곳에 갈 겁니다.
저를 보시면 꼭 말을 걸어 주세요!

지바
향토 맛깔 음식

아사히시

● 도쿄 독일 마을 일루미네이션
(11월∼3월) [소데가우라시]
● 지바 포트 타워 씨사이드
크리스마스 [지바시]
● 수선화 축제 [교난마치]

● 골목길 비와 따기 [미나미보소 시]
※活动名称和时间均为预定，敬请谅解。

2018년3월발행

사진:다테야마 패밀리 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