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큐 가와사키다이시역

다이시 도리 거리

4

미야가와병원

다이시에키마에 2초메

2

1 가와사키 다이시(헤이켄지 절)

가와사키 다이시 주변지도

다이시 역전 파출소

다이시혼초

진언종 지산파의 대본산이며, 여러가지 재액을 물리치는 영험이 있는 액막이 대사로 유명합니다.
절문 앞의 가게에서 파는 쿠즈모치(떡)와 톤토코아메(사탕) 및 다루마 등의 기념선물도 유명합니다.

묘초지 절

오모테산도

오시는 길 게이큐다이시선 가와사키다이시역 하차 도보 8분

다이시에키마에 1초메

와카미야하치만구

1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다이시마치 4-48
044-266-3420

영업시간

4월～ 9월
10월～ 3월

5:30 ～ 18:00
6:00 ～ 17:30

가와사키다이시 우체국

4

다이산몬 문

가와사키 다이시
(헤이켄지 절)

이세초

주소
전화

2 와카미야하치만구

나카미세도리

타마강의 치수를 기원하여 간척사업의 수호신인 인덕천황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경내에 있는
카나야마 신사에서는 4월에 남근 형태의 미코시가 등장 하는 ‘카나마라 축제’가 열려,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후도몬 문

다이시마치

오시는 길 게이큐다이시선 가와사키다이시역 하차 도보 3분

서쪽 해탈문

주소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다이시에키마에 2-13-16

전화

044-222-3206

3 심수원
중국 심양시와의 자매도시 5주년을 기념하여 개원한 정통 중국정원으로서, 중국의 전통적인
정원과 명ㆍ청대를 대표하는 건축양식을 재현했습니다.

가와나카지마 1초메

오시는 길 게이큐다이시선 히가시몬젠역 하차 도보 8분

후지사키 3초메

다이시공원

심수원

신메이신사

가와사키 다이시(헤이켄 지 절 ) 의 명 소
A 대본당
A

전화

044-276-0050 (다이시공원 관리사무소)

09:00 ～ 16:00

다이산몬 문

3

‘오모테산도’는 게이큐 가와사키다이시역을 나와 왼쪽으로 보이는 액막이문을 지나, 가와사키
다이시로 이어지는 예로부터의 참배길. 신년연휴 3일간은 300만명이 넘는 참배객으로 붐비며,
길가에는 다양한 가게들이 즐비하다.
한편 ‘나카미세도리’는 가와사키 다이시의 메인게이트 “다이산몬 문” 앞으로 이어지는 약 200m
의 거리. 명물 톤토코 아메(사탕)나 쿠즈모치(떡), 다루마 등을 파는 가게가 늘어선
번화가입니다.
오시는 길 게이큐다이시선 가와사키다이시역 하차 도보 8분
주소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다이시마치

전화

044-874-8000

영업시간

11:00 ～ 19:00경까지
※매장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쿠즈모치(떡) 가게
나카미세도리에 약 10개의 점포가 들어 설 정도로 쿠즈모치는 가와사키
다이시의 상징이다.
칡가루로 만든 얇은 떡에 당밀과 콩가루를 묻혀 독특한 맛을 자랑한다.

가와사키 다이시
(헤이켄지 절)

B 팔각오중탑
팔각오층탑은 1984년의 본존 일반공개 및
홍법대사 열반 115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되었습니다.
탑의 팔각은 가장 원에 가까운 형태로 알려져
있으며, ‘포용력’과 ‘완전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B
C

C 순례대사
순례대사 상은 1973년 홍법대사 탄생 1200
주년 기념사업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건각( 健脚 )을 기원하며 참배하는 신도들이
많아 매년 9월20일에는 순례대사 연례제가
열립니다.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다이시공원 1번지 다이시공원 안

4 오모테산도 / 나카미세도리

가와나카지마 2초메
가와나카지마공원

대본당은 본존의 일반공개가 거행된 1964년
5월에 낙성식을 가졌습니다.
당 내부에는 본존 액막이 홍법대사를
중심으로 부동명왕과 애염명왕 등의 많은
보살들이 봉안되어 있으며 매일 호마기도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주소

톤토코 아메(사탕)
가게 앞을 지나다 보면 철썩철썩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는 손님을 부르는 소리다.
돈토코 아메(사탕)는 이 거리의 상징물이다.
손가락으로 사탕을 집어 입속으로 쏙!
그 맛이 기막히다!

후도몬 문

다루마 가게
서쪽 해탈문

행운을 부르는 기념품 또는 배불뚝이 다루마(달마)를 사면
운수대통할지도.
가게로 들어가 보면 수백 개의 다루마 인형이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거기서 딱 하나를 고르기란…행운을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