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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요금(구체적인 요금은 각 지역의 시설에 문의하십시오.)      휴무일      소재지      문의처      HP ※1: 고교생 이하 또는 18세 미만은 무료

일본어        영어        중국어 번체자        중국어 간체자        한국어

1602년에 도도 다카토라 공(公)에 의해 건축

되었으며 호리(성 주위를 물로 둘러싼 곳)에 

바닷물을 끌어들인 전국적으로도 희귀한 해

안 평지에 지은 성입니다.

9:00~17:00

일반 500엔, 학생 250엔(※1)

12/29~12/31        이마바리시 도리초 3-1-3

0898-31-9233

http://museum.city.imabari.ehime.jp/imabarijo/

마치나미 구역
활기와 떠들썩함을 휴식으로 감싸는 성이 있는 풍경

大崎下島
岡村島

豊島

上蒲刈島
下蒲刈島

이마바리 성

많은 진달래, 모란, 벚꽃, 등나무 등, 사계절 

다양한 꽃들이 만발하는 휴식공간. 원내에는 

식물원, 자연림, 산책로, 전망대 등이 정비되

어 있습니다.

입원 자유(무료)

이마바리시 야마지 662-1

0898-36-1563（이마바리시 공원 녹지과）

시민의 숲・플라워 파크

산 정상의 전망대에서 시마나미 해도를 비롯

하여 구루시마 해협, 게이요 제도, 그리고 멀

리 서일본 최고봉인 이시즈치야마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마바리시 지카미초 5초메

지카미야마(산)

구루시마 해협 대교 가까이에 있는 이토야마

(표고 97m)에 만들어진 공원. 원내의 전망대

에서는 최대 10노트에 달하는 일본 3대 급조

류 가운데 하나인 “구루시마 해협” 이나 세토

우치 내의 섬들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마바리시 고우라초 2-5-2

이토야마 공원 전망대

시마나미 관광의 거점이 되는 시설. 대여 자전

거 약 500대가 준비되어 있으며 숙박시설이

나 레스토랑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4월~9월  8:00~20:00

(10월~3월은 17:00까지)        무휴

이마바리시 사바초 2-8-1

0898-41-3196

http://www.sunrise-itoyama.jp/

중앙 렌탈사이클터미널
“선라이즈 이토야마”

구루시마 해협 급조류 체험 노마우마(말) 하이랜드

이마바리 유노우라IC(이마바리 고마쓰 자동

차도로)를 내려오면 바로 있는 휴게소. 이마

바리의 특산품 판매코너 및 레스토랑도 있으

며 100리터에 100엔인 온천스탠드(온천수를 

판매하는 곳)도 인기가 있습니다.

9:00~18:00（7 . 8월은 8:30~18:30）

무휴        이마바리시 나가사와코 252-2

0898-47-0990

http://st-yunoura.com/

휴게소 “이마바리 유노우라 온천”
자연과의 만남 및 이마바리 자연학교의 “환경
프로그램”(유료, 예약 필수)을 체험할 수 있
는 공원입니다.

입장 자유(무료)
교육P : 고교생 이상 2,000엔
초중학생 1,000엔
무휴(이마바리 자연학교는 연말연시 휴무)
이마바리시 고치초 2초메오쓰 429-1
0898-32-5375（이마바리 자연학교）
0898-36-1563（이마바리시 공원 녹지과）

시마나미 아스란도

구루시마 해협의 급조류를 가까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관광선. 만 안쪽에 살고 있는 물고

기 낚시도 세트로 되어 있으며 1인 2마리까

지 물고기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8:30~16:00(4월~10월 한정 운항)

※전일까지 완전 예약제(5명 이상 운행)

대인(중학생 이상) 1,500엔, 어린이 1,000엔

이마바리시 오하마초 2-3-28

0898-23-3737（오하마 어업 협동 조합）

일본에서 가장 작고 사람을 잘 따르는 특성을 
가진 재래종 말인 “노마우마”를 만나볼 수 있
는 시설. 한 바퀴 100m를 천천히 걷는 승마체
험(유료)이 인기가 있습니다.

10:00~18:00（11월~3월은 17:00까지)
입장료 무료, 승마체험 한 바퀴 200엔
(체중35kg이하, 3세 이상 12세 이하)
화요일（경축일의 경우에는 다음 날）, 12/29~1/3
이마바리시 노마코 8        0898-32-8155
http://www.imabari-nomauma.jp

토막상식

일본 3대 급조류 가운데 하나로 불리

우는 “구루시마 해협”이지만 남아있

는 급조류 지역은 다음의 2곳입니다.

●나루토 해협 (도쿠시마현)
●간몬 해협 (야마구치현 , 후쿠오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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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요금(구체적인 요금은 각 지역의 시설에 문의하십시오.)      휴무일      소재지      문의처      HP
일본어        영어        중국어 번체자        중국어 간체자        한국어

시오사이, 야마자토 구역
선인들이 만들고 키워온 역사를 계승

大崎下島
岡村島

豊島

上蒲刈島
下蒲刈島

그 옛날 도미야마(산)(현재 우미야마)에 구

루시마 무라카미 수군의 요새가 있었음을 기

념하여 만들어진 전망공원입니다.

이마바리시 나미카타초 히구치오쓰 747-2

0898-41-7111(나미카타 지소)

우미야마조 전망공원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선명한 단풍이 호수 위

에 아름답게 비칩니다. 주변에는 캠핑장이 있

으며 또한 호수에서 자전거를 타는 「레이크

링」을 4월~11월 사이에 비정기적으로 개최

하고 있습니다.

이마바리시 다마가와초 류오카시타

0898-55-2211(다마가와 지소)

다마가와 호수(다마가와 댐)공원

높이 80m의 정상에는 국가지정사적 “묘켄야

마 고분”이 있으며 원내에는 삼각형 지붕이 

아름다운 스웨덴제 운동기구, 복고 분위기의 

수이도바시(다리), 잔디광장 등의 휴게 시설

이나 고분을 쉽게 설명한 “후지야마 역사자료

관”이 있습니다.

오니시초 미야와키오쓰 579-1

0898-53-3500(오니시 지소)

후지야마켄코분카 공원

지역주민의 휴식처이면서 벚꽃 명소로도 알

려진 공원입니다. 벚꽃 이외에도 철쭉 등의 꽃

도 볼 수 있습니다. 

이마바리시 나미카타초 니시우라오쓰 1078-1

0898-41-7111(나미카타 지소)

도노미네 공원

길이 800m의 백사장이 있는 해안으로 주차

장, 화장실, 샤워시설이 정비되어 있어 여름에

는 해수욕장으로 붐빕니다.

이마바리시 오니시초 구오코 1168

0898-53-3500(오니시 지소)

가모이케 해안

위에서 보면 별이 보이는 기념비나 아름다운 

백사장이 인상적인 공원으로 여름에는 해수

욕이나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빕

니다.

이마바리시 오니시초 호시우라코23-1

0898-53-3500(오니시 지소)

호시노우라카이힌 공원

전통적인 도깨비 기와를 모티브로 한 공원. 각

종 놀이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원내 정상

에 있는 전망대에서는 세토 내해의 경치를 즐

길 수 있습니다.

이마바리시 기쿠마초하마 3067

0898-54-5755（가와라관）

가와라노후루사토 공원

사계절 내내 지역의 신선한 채소나 과일 외에

도 다양한 특산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9:00~17:00

월요일(경축일의 경우에는 다음 날),

12/29~1/3

이마바리시 다마가와초 류오카

시타오쓰 18-1

0898-55-3092

다마가와 호반의 마을

산책로, 녹색전망대, 긴 미끄럼틀, 봅슬레이 

등을 갖춘 공원.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코트도 

함께 설치되어 있어 스포츠도 즐길 수 있습니

다. 또한 녹색소년단의 발상지로 기념비도 설

치되어 있습니다.

이마바리시 아사쿠라시타오쓰 258-1

0898-56-2500(아사쿠라 지소)…공원관리

0898-56-3466(B＆G해양센터)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코트 예약(유료)

아사쿠라미도리노후루사토 공원

토막상식

이마바리 시의 니부카와 온천은 다음의 온천지와 

함께 「이요의 삼대 온천」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온천정보는 P29를 확인!

●도고 온천 (에히메 현 마쓰야마 시 )
●혼다니 온천 (에히메 현 사이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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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요금(구체적인 요금은 각 지역의 시설에 문의하십시오.)      휴무일      소재지      문의처      HP
일본어        영어        중국어 번체자        중국어 간체자        한국어

이마바리시 요시우미초 미나미우라 487-4

0897-84-2111(요시우미 지소)

시마나미 구역
예부터 사람들이 참배해 온 신들의 섬 , 지금도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

大崎下島
岡村島

豊島

上蒲刈島
下蒲刈島

오시마 남단에 위치한 기로산（높이 

307.8m）정상에 있는 전망공원. 원내의 

전망대에서는 구루시마 해협 대교나 구

루시마 해협의 조류, 또는 날씨가 좋은 날

에는 서일본 최고봉인 “이시즈치야마”를 

조망할 수 있는 시마나미 해도 유수의 전

망명소입니다.

기로산 전망공원

오시마의 북쪽 끝, 높이 232m의 가레이산 정

상에 있는 전망공원. 원내의 전망대에서는 여

러 개의 섬과 하카타·오시마 대교 등, 세토

우치의 경치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마바리시 미야쿠보초 미야쿠보 6355-2

0897-86-2500(미야쿠보 지소)

가레이산 전망공원

급류 관조선

세계의 장미 약 400종, 3,500그루가 만발한 

공원. 만개 시기는 5월 중순~6월 초순, 10월 

중순~11월 초순의 연 2회. 어린이용 놀이기

구가 갖춰진 광장도 있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습니다. 

입장 자유

무휴

이마바리시 요시우미초 후쿠다 1292

0897-84-2111(요시우미 지소)

요시우미 장미 공원

가레이산 전망공원 내에 있는 오픈카페. 인기

메뉴는 향토 식재료를 사용한 카레(수량 한

정)입니다.

4월~11월 토, 일, 경축일만 영업

10:00~16:00

이마바리시 미야쿠보초 미야쿠보 6363-1

0897-86-2883

도미차야(카페)

요시우미 로즈관

시마나미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전망대 건축

（설계: 구마 겐고）

구루시마 해협의 급조류를 가까운 곳에서 체

험할 수 있는 관광선. 구루시마 해협 대교를 

다리 아래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또한 선박도

시 이마바리를 상징하는 조선소도 바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9:00~16:00

중학생 이상 1,500엔, 초등학생 1,000엔

1/1(12월~2월은 단체예약 한정)

이마바리시 요시우미초묘 4520-2

0898-25-7338（(주)시마나미）

【당일, 전일의 문의처】

0897-84-3710（휴게소“요시우미 이키이키칸”）
http://www.imabari-shimanami.jp/

요시우미 장미 공원에 인접하여 장미 상품이

나 지역 특산품 구입을 비롯하여 식사도 가능

합니다.

9:00~17:00（계절에 따라 변경 있음）

수요일(경축일의 경우에는 다음날). 1/1

이마바리시 요시우미초 후쿠다 1290

0897-84-2970

http://www.imabari-shimanami.jp/ 

오시마

시
마
나
미 

구
역

휴게소“요시우미 이키이키칸”
구루시마 해협 대교를 조망하면서 해산물 바비큐 등에서 

신선한 어패류를 맛볼 수 있는 인기있는 휴게소입니다.

9:00~17:00　　　1/1

이마바리시 요시우미초묘 4520-2　　　0897-84-3710

http://www.imabari-shimanami.jp/

※면세점

노시마 무라카미 수군의 본거지 “노시마” 주
변에서 최대 10노트에 달하는 급조류를 체험

할 수 있는 관광선입니다.

9:00~16:30(2명부터 운항)

일반 1,000엔, 초등학생 500엔

월요일(경축일의 경우에는 다음날)

이마바리시 미야쿠보초 미야쿠보 1293-2

0897-86-3323（물산관 겸 생선레스토랑“노시마 수군”）
http://www.noshima.jp/suigun

노시마 수군 조류체험

TC KSC
営 ￥ 休 ☎所

営 休
☎所

J E

営

休

☎

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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営

休

☎

所

営

休

☎

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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営

☎

☎

所

所

☎

所

￥

営

休

☎

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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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요금(구체적인 요금은 각 지역의 시설에 문의하십시오.)      휴무일      소재지      문의처      HP
일본어        영어        중국어 번체자        중국어 간체자        한국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신의 형인 

오야마즈미 오미카미 신을 모

시는 신사. 해상안전의 수호신

으로 일본 국토 전체를 수호하

는 신으로서 고대로부터 일본 

총 진수신으로 불리우고 있습

니다. 본전, 배전, 호쿄인토(탑)

는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

어 있으며 인접하는 보물관(유

료)에는 국보를 포함한 많은 

중요문화재가 수장되어 있습

니다. 2010년 4월에는 신사고

도(神社古圖)에 묘사된 정문이 

약 700년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참배 자유（폐문은 오후 5시）

무휴

이마바리시 오미시마초 미야우라 3327

0897-82-0032

시마나미 해도 유일의 아치교 “오미시마교”
와 그 아래에 흐르는 약 7노트의 급조류를 전

망할 수 있는 전망 장소입니다.

이마바리시 가미우라초 세토 4641

0897-87-3000(가미우라 지소)

하나구리세토 전망대

봄에는 약 1,000그루의 벚꽃이 만개하여 원내

의 전망대에서는 시마나미 해도의 섬들과 바

다와 벚꽃이 수놓아진 절경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마바리시 하카타초 이카타

0897-72-1500(하카타 지소)

미야쿠보 바다에 떠 있는 노시마 무라카미 수
군의 거성이었던 주위 약 1km의 무인도. 옆에 
있는 다이자키지마를 포함하여 2개의 섬 전
체를 성곽화한 “해성(바다의 성)”으로 유일
하게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4
월에 개최되는 “노시마 벚꽃축제” 시에만 도
선(일정 구간을 운항하는 배)으로 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마바리시 미야쿠보초 미야쿠보
0897-86-2500(미야쿠보 지소)

한 때 노시마 무라카미 수군의 유통의 중계거

점이었던 섬으로 하카타·오시마 대교 중간

에서 자전거, 원동기자전거, 보행자에 한해서

만 섬에 내릴 수 있으며 섬 내에는 무료 캠핑

장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마바리시 미야쿠보초 미야쿠보

0897-86-2500(미야쿠보 지소)

돌고래나 고래와 접촉할 수 있는 일본 최대 

규모의 「만남을 위한 시설」입니다. 돌고래나 

고래와 접촉할 수 있는 구역으로는 수영코스, 

만남코스가 있습니다.

9:00 ～ 17:00

12/15 ～ 2/15 (시설 관리를 위해) 

이마바리시 하카타초 가노우라 1673

0897-72-8787

https://www.df-shimanami.com/

하카타지마와 우시마 사이에 있는 폭 300m의 

물길. 이름의 유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가 

꺾일 정도의 조류가 강처럼 흐르고 소용돌이

를 일으켜 지금도 배가 지나기 어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마바리시 하카타초 아로즈코 1979

0897-72-1500(하카타 지소)

에히메 현 지정 사적으로 해적들의 바다 성터. 

성터에는 크고 작은 약 30m에 이르는 직선의 

돌담 유적이 해저에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

가 클 때 간조 시에는 돌무더기가 나타나 해

안에서 걸어서 건너갈 기회가 생길지도…

이마바리시 가미우라초 아마자키

0897-87-3000(가미우라 지소)

다타라시마나미 공원 작은 정보

사이클리스트의 성지 기념비

오야마즈미 신사에 인접한 오미시마 관광의 

거점이 되는 휴게소. 지역 특산품 구입이 가능

하며 관광정보코너, 렌탈 사이클, 온수샤워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8:30~17:00

무휴

이마바리시 오미시마초 미야우라 3260

0897-82-0002

http://mishima-eki.jp/

오야마즈미 신사 안쪽 신사에 있는 나무 주연 

약 30m나 되 녹나무의 뿌리가 2개로 나뉘어 

문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 것을 뚫고 안쪽의 

신사에 참배하게 되어 이키키노고몬이라 불

리게 되었습니다.

이마바리시 오미시마초 미야우라

0897-82-0500(오미시마 지소)

길이 약 300m의 등나무 난간대, 장미, 벚꽃 

등이 정비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이마바리시 오미시마초 미야우라 9100-1

0897-82-0500(오미시마 지소)

구루시마 해협의 급조가 만들어낸 풍부한 어종과 어
초를 설치하고 치어를 방류하여 월척도 기대할만한 
낚시 공원. 안전한 낚시 부두로 가족 동반 또는 여
성들에게 추천합니다.

8:30~16:30
【종일】어른 1,000엔, 어린이 500엔
※반일요금도 가능 ※먹이 판매, 낚시도구 등도 
대여 가능(유료)
수요일,12/30~1/3
가미우라초 이노쿠치
0897-83-0136 （오미시마 어업 협동 조합）

「하카타의 소금」 제조공장입니다. 소금이 완성
되기까지의 공정이나 설산과 같은 박력 넘치는 
소금의 산을 가까이에서 보실 수 있는 공장 견학
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세토우치의 
대표적인 볼거리였던 「유하식 나뭇가지 장치 염
전」도 공장 내 견학용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9:00~16:00（접수는 15:30까지）        공장견학 무료
연말연시, 오봉 명절, 지역축제 외
이마바리시 오미시마초우테나 32
0897-82-0660
http://www.hakatanoshio.co.jp/

해변의 폐교를 이용한 숙박시설. 바다에 떠있

는 섬들이나 남쪽에 펼쳐진 아름다운 모래사

장 등, 자연환경이 뛰어납니다.

부정기 휴무

이마바리시 오미시마초 무나카타 5208-1

0897-83-1111(오미시마 지소)

하카타지마 관광 창구인 휴게소로 역내에 있

는 “마린오아시스 하카타”에서는 특산품 구

입 및 식사도 가능합니다.

9:00~17:00

무휴

이마바리시 하카타초 가노우라 1668-1

0897-72-3300（마린오아시스 하카타）

http://www.imabari-shimanami.jp/  

세계 유수의 사장교 “다타라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휴게소. 인포메이션센터가 있으며 특

산품 구입 및 식사도 가능합니다.

9:00~17:00           무휴

이마바리시 가미우라초 이노쿠치 9180-2

0897-87-3866

http://www.imabari-shimanami.jp/ 

【다타라 인포메이션센터】

0897-87-3855　　※면세점

2014년에 체결된 「세토우치시마나미 해도 사이

클링코스」와 대만의 「르위에탄 사이클링코스 」

가 맺은 자매자동차도로 협정, 그리고 같은 해에 

개최된 국제사이클링대회 「사이클링 시마나미」

를 기념하여 설치된 돌로 된 기념비가 있습니다.

오야마즈미 신사에서 판 매

되고 있는 약 4.2×1.7cm 의 

작은 부적입니다. 헬멧 안

쪽에 두십시오.

하카타지마

오미시마

헬멧 부적
(200 엔 )

히라키야마 공원

노시마 미치카지마 돌핀팜 시마나미

휴게소 “하카타S・C파크” 후나오리세토

아마자키 성 유적(고조지마)

휴게소 “다타라시마나미 공원”

휴게소 “시마나미의 역 미시마”

이키키노고몬

오미시마 등나무 공원

피싱・파크 오미시마

하카타염업㈜ 오미시마 공장 오미시마 후루사토
이코이노이에(숙소)

오야마즈미 신사

사이클링에 적합!

오야마즈미 신사에 관한 작은 정보

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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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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営 ￥ 休 ☎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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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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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루시마.우마시마.오시마(小島)

大崎下島
岡村島

豊島

上蒲刈島
下蒲刈島

메이지 30년대 (1897～1906년경) 에 게이요 요새가 설치된 섬입니다. 섬 안에는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함대의 공격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포대

유적, 탄약고, 사령탑 등이 남아 있습니다.

오시마(小島) (게이요 요새 유적)

구루시마 해협의 급한 물살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천연요새로서 구

루시마 무라카미 수군의 본거지가 있던 섬입니다.

구루시마

구루시마 해협 대교에서 엘리베이터로 섬에 내릴 수 있으며, 간조 시

에는 섬의 남단에 있는 모래해변의 동굴을 통과하여 구루시마 해협의 

거친 바다 물살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마시마

■발전소 유적■28cm 유탄포 복제품(2013년 4월 12일 설치) ■북부 포대 (당시)

■중부 포좌 유적

시
마
나
미 

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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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요금(구체적인 요금은 각 지역의 시설에 문의하십시오.)      휴무일      소재지      문의처      HP
일본어        영어        중국어 번체자        중국어 간체자        한국어

도비시마 구역
편하고 정겨운 따뜻함이 느껴지는 세키젠

大崎下島
岡村島

豊島

上蒲刈島
下蒲刈島

오카무라지마의 서남쪽에 우뚝 솟은 높이 

30m, 길이 300m의 곶에서의 조망이 훌륭합니

다. 벚꽃의 명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마바리시 세키젠 오카무라코1040

0897-88-2111(세키젠 지소)

간논자키

오카무라지마의 북단에 위치한 공원으로, 5

세기 초에 만들어진 고분이 그대로 공원화 되

어 있습니다.

이마바리시 세키젠 오카무라코1830-5

0897-88-2211(세키젠지역교육과)

쇼가쓰바나 고분공원

간논자키의 아름다운 곶의 모습과 세토내해

가 내려다보이는 백악의 전망대입니다.

이마바리시 세키젠 오카므라오쓰7-1

0897-88-2111

나가타니 전망대

하늘로 치솟은 6개의 주탑과 아름답게 활모양을 그리는 케이블이 우아한 모습을 보여줍니

다. 이마바리에서 오시마까지 약 4km를 세개의 현수교로 이은 세계 최초의 3연식 현수교

입니다. (총 길이 4,105m)

■구루시마 해협 대교

(1999년 5월 공용/다리 높이: 46m~65m)

하카타지마와 미치카지마의 사이를 잇는 하카타 교(다리 길이 325m의 석교)와 미치카지

마와 오시마 사이를 잇는 오시마 대교(다리 길이 840m의 현수교)의 총칭입니다.

■하카타・오시마 대교

(1988년 1월 공용/다리 높이: 26m(하카타 교), 32m(오시마 대교))

혼슈 시코쿠 연결교 중에서는 최초로 장대교로서 개통되었으며, 혼슈 시코쿠 연결교의 해

협부를 잇는 다리로서는 유일한 아치교(다리 길이 328m)입니다.

■오미시마 교

(1979년 5월 공용/ 다리 높이: 26m)

에히메 현과 히로시마 현의 경계를 잇는 세계 유수의 사장교(다리 길이 1,480m)입니다. 프

랑스의 노르망디교와 자매교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다타라 대교

(1999년 5월 공용/다리 높이: 40m)

혼슈와 아키나다 제도를 7개의 다리로 잇는 아키나다 제도 연결가교(아키나다 도비시마 

해도) 중에, 나카노시마(히로시마 현 구레 시)와 오카무라지마를 연결하는 228m 길이의 

다리입니다.

■오카무라 대교

(1998년 10월 공용/다리 높이: 21.5m)

세토우치 시마나미 해도는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에서 히로시마현 오노미치시까지의 섬들을 9개의 다리로 

연결하고 있으며, 이마바리시 쪽에는 아래와 같은 다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리 정보

세토우치 시마나미 해도

아키나다 도비시마 해도는 에히메 현 이마바리 시(오카무라지마)에서 히로시마 현 구레 시까지의 섬들을 

7개의 다리로 잇고 있으며, 이마바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키나다 도비시마 해도

【시영페리】 이마바리 항－오게 항－고오게 항－오카무라 항(여객, 차량 승선 가능)

【시영여객선】 이마바리 항－무나카타 항－오게 항－고오게 항－오카무라 항(여객 한정)

 문의처: 이마바리 시청 세키젠 지소 오카무라 항무소        0897-88-2252

【민간페리】 이마바리 항－무나카타 항－기노에 항(오사키카미지마초)－오카무라 항(여객, 차량 승선 가능)

 문의처: 오미시마 블루라인        0898-32-6713

이마바리 항~오카무라 항(세키젠) 항로 문의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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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요금(구체적인 요금은 각 지역의 시설에 문의하십시오.)      휴무일      소재지      문의처      HP
일본어        영어        중국어 번체자        중국어 간체자        한국어

시코쿠 88곳 성지
이마바리 시내 6 곳의 사원 정보

시코쿠 성지 55번째 사찰. 
원래는 오미시마에 있는 오야마즈미 신
사가 별궁의 땅에 나뉘어졌을 때에 섬
에서 이전된 하나의 보(坊)로 시코쿠 
88곳 성지 가운데 유일하게 “보” 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엔메이지(54번째 사찰)에서 약 3.7km 

(도보로 약 1시간, 차로 약 15분)

이마바리시 벳쿠초 3-1
0898-22-2916

시코쿠 성지 54번째 사찰.
엔메이지는 지카미야마 호쇼인이라고 불
리며 교키(行基)의 개기, 구카이(空海)의 
재흥이라고 전해지며 본존은 부동명왕(不
動明王)으로 원래는 지카미야마 산 꼭대
기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1704년에 주조
된 범종은 엔메이지의 역사를 새기는 귀중
한 문화재로 이마바리 시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엔메이지(圓明寺) (53번째 사찰)에서 

약 35.5km 

(도보로 약 9시간, 차로 약 1시간)

이마바리시 아가타코 636
0898-22-5696

시코쿠 성지 56번째 사찰.
옛날 이 곳을 방문한 홍법대사가 가끔
씩 범람하는 소자가와(강)에 제방을 
만들어 사람들을 구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는 불각. 최근 정비되어 이마바리 성
의 다이코 야구라의 옛 재료로 재건되
었다는 종루는 북동쪽으로 이전되었습
니다.

난코보(55번째 사찰)에서 약 3.2km 

(도보로 약 50분, 차로 약 10분)

이마바리시 고이즈미 1-9-18
0898-22-5959

시코쿠 성지 57번째 사찰.
세토 내해에서 생기는 해난사고를 안타
깝게 여긴 홍법대사가 평온을 기원한 
결과 해상에 아미다 여래가 출현하여 
이 상을 본존으로 절에 세웠다라고 전
해집니다. 입구에 있는 “염원 지장” 이 
인기가 있습니다.

다이산지(56번째 사칠)에서 약 3km

(도보로 약 40분, 차로 약 8분)

이마바리시 다마가와초 야와타코 200
0898-55-2432
http://www.eifukuji.jp/

시코쿠 성지 58번째 사찰. 
참배 길 도중에 있는 홍법대사의 오카
지수이(물)는 그 옛날, 많은 마을사람
들의 병을 치료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
니다. 이마바리 시가를 비롯하여 세토 
내해의 섬들까지 한 눈에 바라볼 수 있
는 절경 뷰 스포트로도 유명하며 절의 
숙사(예약 필수)를 비롯하여 요일 한
정 족탕(足湯)도 있습니다.

에이후쿠지(57번째 사찰)에서 약 3.3km

(도보로 약 45분, 차로 약 20분)

이마바리시 다마가와초 벳쇼코 483
0898-55-2141
http://www.shikoku88-58senyuji.com/

시코쿠 성지 59번째 사찰.
741년, 쇼무천황의 사자에 의해 전국
에 건립된 고쿠분지 가운데 하나입니
다. 소실, 재현을 반복해 온 현재의 본
당은 1789년에 지어진 것입니다. 서원
의 수장고에는 고쿠분지 문서 3권 등 
절의 귀중품들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센유지(58번째 사찰)에서 약 6.5km 

(도보로 약 1시간 40분,차로 약 30분) 

이마바리시 고쿠분 4-1-33
0898-48-0533

토막상식

시코쿠 88곳 성지는 2014년에 개

창 120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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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코보(절) 다이산지(절)엔메이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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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요금(구체적인 요금은 각 지역의 시설에 문의하십시오.)      휴무일      소재지      문의처      HP ※1: 고교생 이하 또는 18세 미만은 무료

일본어        영어        중국어 번체자        중국어 간체자        한국어

미술관 이마바리 출신의 고(故) 고노 신이치 씨가 오

랜 기간에 걸쳐 수장해 온 헤이안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문화재 1만여 점을 수

장하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9:00~17:00

일반 300엔, 학생 150엔(※1)

월요일(경축일의 경우에는 다음날), 12/29~1/3

이마바리시 아사히마치 1-4-8      0898-23-3810

http://museum.city.imabari.ehime.jp/kono/

고노 미술관

“모자(母子)”라고 하는 따뜻한 테마를 중심

으로 이와타 켄의 조각 44점을 전시하고 있는 

반(半) 실외 뮤지엄입니다.

9:00~17:00

일반 300엔, 학생 150엔(※1)

월요일(경축일의 경우에는 다음날), 12/27~12/31

이마바리시 오미시마초 무나카타 5208-2

0897-83-0383

http://museum.city.imabari.ehime.jp/iwata/ 

이와타 켄 모자(母子) 뮤지엄

다부치 도시오, 나카지마 지나미 등의 현대 일
본화의 인기작가들의 작품들을 여유롭게 감
상할 수 있습니다. 초판이 많이 포함된 우키요
에(풍속화) 컬렉션도 수장.

9:00~17:00
일반 500엔, 학생 250엔(※1)
월요일(경축일의 경우에는 다음날), 12/27~12/31
이마바리시 오미시마초 미야우라 9099-1
0897-82-1234
http://museum.city.imabari.ehime.jp/omishima/

오미시마 미술관

일본, 조선, 중국의 옛 도자기, 도검, 칠기공예품, 서

화 등 약 2,000점을 수장하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10:00~16:00

대인 300엔, 대학생·고교생 200엔, 

중학생ㆍ초등학생 100엔

월요일(경축일의 경우에는 다음날), 

오봉 휴일, 연말연시

이마바리시 고가네초 2-6-2

0898-32-1063

에히메 문화관 타올 미술관ICHIHIRO

다마가와 근대 미술관

아름다운 섬에 탄생한 현대미술관으로 건물에
서 바라보는 세토우치 등 모두가 예술적인 미
술관. 노에 가쓰(NOE KATZ), 다카시 후카이 등 
국내외 인기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9:00~17:00
일반 300엔, 학생 150엔(※1)
월요일(경축일의 경우에는 다음날), 12/27~12/31
이마바리시 오미시마초 우라도 2362-3
0897-83-0380
http://museum.city.imabari.ehime.jp/tokoro/

도코로뮤지엄 오미시마

세토 내해를 조망하는 일본 최초의 건축뮤지엄. 
전시동의 스틸하트에는 이토 씨가 오미시마에
서 매진하고 있는 섬 만들기 과정을 전시하고 
있으며 도서열람공간의 실버하트에는 이토 씨
가 제작한 과거의 작품 도면 등을 볼 수 있습니
다. 시설 자체가 이토 씨가 설계한 작품입니다.

9:00~17:00
일반 800엔, 학생 400엔(※1)
월요일(경축일의 경우에는 다음날), 12/27~12/31
이마바리시 오미시마초 우라도 2418
0897-74-7220      http://www.tima-imabari.jp/

이토 도요오 건축뮤지엄

타올을 테마로 한 세계에서도 희귀한 미술관(4,5
층은 유료). 타올로 만들어진 아트작품이 전시되
어 있으며 타올 제조공정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9:30~18:00
대인 800엔, 중학생·고교생600엔, 
초등학생 400엔
무휴(1월 세번째, 네번째 화요일 휴무)
이마바리시 아사쿠라우에코 2930
0898-56-1515
http://www.ichihiro.co.jp/art/　　　※면세점

메이지 이후 일본근대 서양화
가인 구로다 세이키, 후지시마 
다케지부터 나카무라 쓰네, 마
쓰모토 슈은스케, 노다 히데오 
등 이색화가들을 중심으
로 지역출신 화가 및 피
카소, 루오, 위트릴로 등
의 근대서양화사를 대표
하는 귀중한 작품 이외
에도 달리 등의 조각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국보 “도호토(탑)”

【수장정보】
나라바라산 산꼭대기의 
나라하라 신사 경내의 
경 총 출 토 품(국 보)을 
수장하고 있습니다. (부
정기 공개)

9:00~17:00
일반 500엔, 학생 250엔(※1)
월요일（경축일의 경우에는 다음 날）, 12/29~1/3
이마바리시 다마가와초 오노코 86-4
0898-55-2738
http://museum.city.imabari.ehime.jp/tamag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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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요금(구체적인 요금은 각 지역의 시설에 문의하십시오.)      휴무일      소재지      문의처      HP ※1: 고교생 이하 또는 18세 미만은 무료

일본어        영어        중국어 번체자        중국어 간체자        한국어

박물관/자료관
구루시마 해협 전망관

무라카미산토 기념관

요시우미초 출신의 서양화가 노마 히토네 화

백의 회화 및 애용하던 도구 외에도 지역의 

역사를 나타내는 무기나 민간 도구 등을 전시

하고 있습니다.

9:00~17:00

일반 300엔, 학생 150엔(※1)

월요일(경축일의 경우에는 다음날), 12/29~1/3

이마바리시 요시우미초 후쿠다 1290

0897-84-2566

http://museum.city.imabari.ehime.jp/yoshiumi/

요시우미 향토문화센터

아사쿠라후루사토 미술고분관 오니시후지야마 역사자료관

가와라관 무라카미 수군 박물관

공원의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기우라 성(거

관) 내에는 원내에서 출토된 고분 등의 자료

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9:00~17:00

무료

월요일(경축일의 경우에는 다음날), 12/29~1/3

이마바리시 하카타초 기우라코 546

0897-72-2374

http://museum.city.imabari.ehime.jp/hakata/

하카타 후루사토 역사공원

이토야마 공원 내에 있으며 특산품의 판매 및 

“구루시마 해협 대교”의 가교기술을 소개하

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9:00~18:00

무료

12/29~12/31

이마바리시 고우라초 2-5-2

0898-41-5002

아사쿠라미도리노후루사토 공원 내에 있는 

향토의 역사 유적 및 사적을 보존, 연구, 전시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9:00~17:00         무료

월요일(경축일의 경우에는 다음날), 12/29~1/3

이마바리시 아사쿠라시타코 898

0898-56-3754

http://museum.city.imabari.ehime.jp/asakura/ 

후지야마켄코분카 공원 내에 있는 자료관. 묘

켄산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

니다.

9:00~17:00

일반 300엔, 학생 150엔(※1)

월요일(경축일의 경우에는 다음날), 12/29~1/3

이마바리시 오니시초 미야와키오쓰 579-1

0898-53-2313

http://museum.city.imabari.ehime.jp/fujiyama/

약 750년의 전통을 가진 아름다운 기쿠마 기

와 제조법을 배우는 자료관. 불에 탄 원폭기와 

등의 귀중한 자료 및 전시물 외에도 전국에서 

3대 밖에 가동되고 있지 않은 달마 가마도 놓

치지 마십시오.

9:00~17:00

대인 200엔, 초중고교학생 100엔

월요일(경축일의 경우에는 다음날), 12/29~1/3

이마바리시 기쿠마초하마 3067

0898-54-5755

일본 최초의 수군을 테마로 한 박물관. 노시마 

무라카미 씨가 착용한 갑옷이나 노시마 성 유적 

등에서 발견한 출토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

다. 무료 갑옷 착용 체험도 인기가 있습니다.

9:00~17:00(입장은 16:30까지)

일반 300엔, 학생 150엔(※1)

월요일(경축일의 경우에는 다음날), 연말연시

이마바리시 미야쿠보초 미야쿠보 1285

0897-74-1065

http://www.city.imabari.ehime.jp/bunka/suigun/

오야마즈미 신사 보물관/
오미시마 해사박물관

오야마즈미 신사 보물관은 국보관, 자양전, 오
미시마 해사박물관의 3개의 관이 있습니다. 
국보관, 자양전에는 국보 유물 8점을 포함하
여 갑옷, 투구, 칼 등이 수장, 전시되어 있으며 
오미시마 해사박물관은 쇼와 천황이 해양생
물 연구를 위한 채집선인 “하야마마루”를 영
구보존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8:30~17:00(입장은 16:30까지)
대인 1,000엔, 대학생.고등학생 800엔, 
중학생.소인 400엔
무휴      이마바리시 오미시마초 미야우라 3327
0897-82-0032

가미우라 출신의 서예가로 문화훈장을 수상

한 고 무라카미 산토의 서예작품을 중심으로 

중국 명, 청대의 먹이나 벼루 등 귀중한 수집

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9:00~17:00

일반 500엔, 학생 250엔(※1)

월요일(경축일의 경우에는 다음날), 12/29~1/2

이마바리시 가미우라초 이노쿠치 7505

0897-87-4288

http://museum.city.imabari.ehime.jp/sant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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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 정보

토막상식

사쿠라이 해안은 「일본의 물가・백선」에, 시시마가하라 해안

은 「백사청송백선（白砂青松百選）」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마바리시 오미시마초 우테나 5089

0897-82-0577 (관리동 ※7, ８월 한정)/0897-82-0500 (오미시마 지소)

사쿠라이카이힌 후레아이 광장
이마바리시 사쿠라이코1130-2     0898-36-1563 (시공원 녹지과)

아사쿠라댐 고한료쿠수이 공원
이마바리시 아사쿠라우에오쓰762-2     0898-56-2500 (아사쿠라 지소)

류오카 캠핑장
이마바리시 다마가와초 류오카시타     0898-55-2211 (다마가와 지소)

오스미카이힌 공원
이마바리시 나미카타초 나미카타     0898-41-7111 (나미카타 지소)

시메가우라 공원
이마바리시 나미카타초 미야자키코 736     0898-41-7111 (나미카타 지소)

미치카지마 가교 공원
이마바리시 미야쿠보초 미야쿠보     0897-86-2500 (미야쿠보 지소)

가레이야마 전망공원 캠핑장
이마바리시 미야쿠보초 미야쿠보 6355-2     0897-86-2500 (미야쿠보 지소)

이마바리시 하카타초 아로우즈코 2010-1     0897-72-0018 (하카타 렌탈사이클터미널)

이마바리시 하카타초 아로우즈코 1979     0897-72-0018 (하카타 렌탈사이클터미널)

가미우라 다타라 캠핑장
이마바리시 가미우라초 이노쿠치 7523     0897-87-3855 (가미우라 렌탈사이클터미널)

이마바리 바다 역 이마바리시 가타하라초 1초메 근처 0898-22-4120 (시 항만 진흥과)

크루즈 등 관광 또는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플레이저 보트는 사전 신청을 통해 바다 역에 계류시킬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입항 10일전까지 신청 필요)

이마바리.미야우라 바다 역 이마바리시 오미시마초 미야우라 5714번 근처 0897-82-0500 (오미시마 지소)

가제노카오랜드 오시마 P12참조 (오시마(小島)) 0898-25-7477(가제노카오랜드 사무국)

휴가촌 세토우치토요 캠핑장 이마바리시 사쿠라이코 1189 0898-48-0311(휴가촌 세토우치토요)

미나미우라 캠핑장 이마바리시 요시우미초 미나미우라 831 0897-84-2121(야노)

도모우라쿠메 캠핑장 이마바리시 미야쿠보초 도모우라코 3605 0897-86-2578(다쿠보)

【캠핑장 기본 사용료 & 가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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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카타 니와토리코지마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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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캠핑장

바다 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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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요리/지역음식(맛집)/토산품

이기스 두부

센잔키

호라쿠야키 ( 法樂燒 )

도미 소금구이

후나모리

다이메시 ( 도미덮밥 )

구루나이 해협의 빠른 물살에서 자라 살이 통통하게 오른 도미를 

솥에 가득 넣어 익힌 요리입니다 . 다 익은 도미 살을 발라내 밥과 

섞어 드시면 도미의 맛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

도미를 비롯한 각종 어패류 사시미를 배 모양의 그릇에 

넣은 고급 요리입니다 .

질그릇 냄비에 작은 돌을 

깔고 그 위에 갓 잡은 어

패류를 색감있게 올려 구

워낸 호화로운 요리입니

다 . 「해적요리」라고도 불

리며 무라카미 수군이 전

쟁에 승리한 기념으로 먹

은 요리로 알려져 있습니

다 .

이기스 ( 석묵 ) 는 얕은 바다의 암초에 
붙은 해조류로 나뭇가지처럼 생긴 홍
조의 일종입니다 . 이기스를 삶아 생대
두가루를 넣어 한천처럼 굳힌 이기스
두부는 바다의 향기와 시원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 이마바리 지방에서는 여
름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

닭고기에 밑간을 해 가라아게로 만든 것으로 , 

널리 알려진 닭 가라아게의 원조로 알려진 요

리입니다 . 이름의 유래는 옛 중국에서부터 전

해졌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

이마바리의 바다와 땅에서 나는 풍요로운 재료를 활용하여 대대로 전승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마바리의 맛 
「향토요리」를 즐겨보세요 .

아코 조림

아코는 여름의 세토우치를 대표하는 고급 생선
으로 흰 살이 품위있는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 
이마바리 지방에서는 도미보다 귀한 생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이마바리 국제호텔 이마바리시 아사히초2-3-4 0898-36-1111

이마바리 유노우라 하이츠 이마바리시 유노우라 23번지 0898-48-2000

해협요리 이요수군 이마바리시 미나토마치 2-6-37 0898-32-2000

음식점 교라쿠 이마바리시 교에이초 3-3-16 0898-22-1136

가나후쿠 여관 이마바리시 오미시마초 미야우라 5495 0897-82-0006

계절요리 구라젠 이마바리시 마쓰모토초 2-6-14 0898-34-6336

휴가촌 세토우치토요 사이죠시 가와라즈오쓰 7-179 0898-48-0311

(유)고토부키야 이마바리시 나카히요시초 2-5-14 0898-22-6019

베이초 여관 이마바리시 도키와초 1-1-4 0898-32-0554

다이초소 이마바리시 고우라초2-5-1 0898-41-9537

차우메 여관 이마바리시 오미시마초 미야우라5467 0897-82-0008

호텔 아주르 시오노마루 이마바리시 유노우라 30번지 0898-47-0707

호텔 기쿠스이 이마바리 이마바리시 나카바마초 1-2-5 0898-23-3330

호텔 시치후쿠 이마바리시 가타하라초 2-1-21 0898-22-3425

마이코 스시 이마바리시 우마고에초 4-10-47 0898-32-0006

미카도 이마바리시 다마가와초 니부카와코 773-1 0898-55-2360

야마토 이마바리시 도바시초 1-2-15 0898-31-1630

일식레스토랑 사사 이마바리시 사카에마치 2-1-3 0898-23-0001

과거에 세토내해 연안은 소금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유명했으며 

이마바리 지방도 메이지 중기 시대까지 제염으로 번창했던 역사

에서 유래된 이마바리 지방의 향토요리입니다 . 소금에 절인 도

미를 숯을 사용해 강하고 먼 불에서 시간을 들여 구워냄으로써 

고급스럽고 농후한 도미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요리입니다 .

이마바리 야키토리는 철판에 굽는 것이 주류이며 고기

를 철판 사이에 끼워 맛이 달아나지 않도록 한번에 구

워내는 독자적인 요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겉은 바삭

하고 속은 육즙이 가득한 맛이 인기인 「도리가와 ( 닭껍

질 )」등 숯불구이와는 또 다른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이 요리법은 상인이 많고 성격이 급해 기다리기를 싫어

하는 이마바리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약 50 년 전

에 고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마바리의 향토요리
에 관한 종합 문의처

※점포에 따라 제공되지 않는 메뉴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예약 포함)은 각 점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마바리 향토요리보급협의회 사무국 (사무국 : 호텔 시치후쿠)

    0898-22-3425
    http://www.imabari-cooking.jp/

■ 향토 음식 『이마바리 야키토리 ( 닭꼬치요리 )』

■ 향토요리

이마바리 향토요리보급협의회 회원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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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산품＞

이마바리 야키부타타마고메시 세계보급위원회 응원점포 일람

시내에 있던 한 중화요리점에서 종업원들의 식사로 만들어지다가 그 가게에

서 독립한 점주들이 약 40 년 전에 메뉴화하였습니다 . 그 후 남고생들의 입

소문으로 인기메뉴가 되어 지방 특유의 음식으로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 

이마바리 야키부타타마고메시를 만드는 각 점포들은 야키부타 , 달걀 , 밥 , 

소스 등에 각자의 개성을 담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마바리 야키부타타마고메시 세계보급위원회

    http://i-ytm.com
    http://www.facebook.com/iyakitama

시마나미 특산 감귤 제

이 마크는 이마바리에서 

생산된 「이마바리 타올」 

중에서도 시코쿠 타올 공

업조합이 독자적으로 정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상품

에만 부착하고 있습니다.

타올 생산량 일본 1 위를 자랑하는 이마바리 . 그 중에서도 이마바리의 자연을 테마로 한 「후와

리」시리즈는 사용하면 할수록 촉감이 좋다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 자수로 새겨진 이마바리 

타올의 브랜드 로고 마크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원산지와 품질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

이마바리 타올

명과 라인업

하카타지마 소금

사쿠라이 칠기

■ 지역음식(맛집) 『이마바리 야키부타타마고메시(제육달걀덮밥)』 ■ 특산품

이마바리 타올 본점 (데크스포토 이마바리 내 )

9:00~18:00                      연말연시
이마바리시 히가시몬초 5-14-3         0898-52-3730
http://www.imabaritowel.jp/
http://www.facebook.com/jin.zhitaorushoppu

이마바리 타올 이마바리 국제호텔점
9:00~19:00                      연말연시
이마바리시 아사히초 2-3-4            0898-32-5533

이마바리타올부티크 본점(이마바리지역향토산업진흥센터 내)

9:00~18:00(11월~2월은 17:30까지)        토, 일, 경축일
이마바리시 아사히초 2-3-5           0898-32-3337
http://imabaritowel.net/

이마바리 타올 구입은 이곳에서!

마치나카히로바 혼카라돈돈

9:00~19:00

무휴

이마바리시 도키와초 2-7-7

0898-32-7230

사이사이키테야

9：00 ～ 18：00（1월～3월）

9：00 ～ 19：00（4월～12월）

1/1~1/3

이마바리시 나카데라 279-1

0898-33-3131

http://www.ja-ochiima.or.jp/saisai/

특산품 등의 구매는 이곳에서!

※이마바리지역향토산업진흥센터에서는 이마바리 타올 외 각종 특산

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지역음식의 식사도 가능

음
식
／
특
산
품

China Dining 하쿠라쿠텐  이마바리시 도키와초 4-1-19 0898-23-7292         화

다이코쿠야한텐 이마바리시 기타무라 6-1-23 0898-47-1828         수요일 , 월요일 밤

피체리아 레스트 라 소와레 이마바리시 교에이초 2-2-20 아이시네마 이마바리 1 층 0898-34-7156         월요일 낮 , 화요일

MOTSUNABEYA 쓰보키치 이마바리시 마쓰모토초 1-4-10 0898-24-0097         월

하쿠류 이마바리시 고혼마치 1-1-15 0898-32-8797         목

KOMAE 아주머니의 가게 이마바리시 교에이초 2-2-20 아이시네마 이마바리 1 층 0898-34-7156 화요일만 영업

기타카타 라멘 멘코마치 이마바리점 이마바리시 기타호라이초 3-832 0898-22-7529         월

구루마야 식당 이마바리시 덴포잔초 4-5 0898-31-6030         부정기 휴무

라이라이켄 이마바리시 고메야마치 1-1-11 0898-22-3020         수

레스토랑 Pepe 이마바리시 벳쿠초 1-3-5 이마바리 플라자 호텔 2 층 0898-25-3500  연말연시

시오노마루 레스토랑 Detroit 이마바리시 유노우라 30 0898-47-0707         무휴

휴게소 “요시우미 이키이키칸” 이마바리시 요시우미초묘 4520-2 0897-84-3710         무휴

마린 오아시스 하카타 이마바리시 하카타초 가노우라코 1668-1 휴게소 “하카타 S·C 파크 내” 0897-72-3300         무휴

이마이류카짱테이 이마바리시 하카타초 아로우즈코 71 하카타 쇼핑센터 내 0897-72-0788         부정기 휴무

휴게소 “다타라 시마나미 공원” 마바리시 가미우라초 이노쿠치 9180-2 0897-87-3866         무휴

식당 호라이 이마바리시 기타호라이초 2-2-19 0898-33-4422 부정기 휴무

에히메（笑姬） 돈돈 식당 이마바리시 도키와초 2-7-7 마치나카 광장 혼카라돈돈 내 ( 內 ) 080-2974-8883 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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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요금(구체적인 요금은 각 지역의 시설에 문의하십시오.)      휴무일      소재지      문의처      HP
일본어        영어        중국어 번체자        중국어 간체자        한국어

숙박안내
베이초 여관 도키와초 1-1-4 0898-32-0554

호텔 기쿠스이 이마바리 나카바마초 1-2-5 0898-23-3330

가이슈테이 가타하라초 1-1-7 0898-25-1600

호텔 시치후쿠 가타하라초 2-1-21 0898-22-3425

비즈니스 여관 쇼후쿠 가자하야초 2-1-16 0898-32-7555

이마바리 국제호텔 아사히초 2-3-4 0898-36-1111

호텔 포트사이드이마바리 도오리초 1-4-7 0898-32-1515

이마바리 스테이션호텔 기타호라이초 2-2-23 0898-22-5340

시마나미 영빈관 Cyclo의 집 기타호라이초 1-1-12 0898-35-4496

이마바리 어반호텔 기타호라이초 1-5-28 0898-22-5311

호텔 후쿠테이 기타호라이초 1-5-6 0898-22-1285

호텔 크라운힐즈 이마바리 기타호라이초 1-5-9 0898-23-0005

이마바리 다이이치호텔 미나미다이몬초 1-6-11 0898-22-1320

이마바리 프라자호텔 벳쿠초 1-3-5 0898-25-2500

호텔 바리·인 나카데라239-1 0898-33-0909

이마바리 유노우라 하이츠 유노우라 23 0898-48-2000

게이오 호텔 유노우라 15 0898-48-1911

호텔 아주르 시오노마루 유노우라 30 0898-47-0707

휴가촌 세토우치토요 사이죠시 가와라즈 0898-48-0311

이마바리시 사이클링 터미널 “선라이즈 이토야마” 사바초 2-8-1 0898-41-3196

다이초소  고우라초 2-5-1 0898-41-9537

저렴한 민박 숙소·Bouquet 하시하마 2-7-2 0898-55-8273

【문의】

이마바리 지방관광여관호텔동업협회
0898-32-0554 (대표이사 베이초 여관)
http://www.imabari-hotelguide.jp/index.html

단게 여관 나미카타초 미야자키오쓰 340-6 0898-52-2883

비지니스호텔 하구라 나미카타초 나미카타코 2034-3 0898-41-9538

아사히야 여관 오니시초 신마치코 454-1 0898-53-2032

비지니스호텔 구루시마 오니시초 곤바라코 302-1 0898-53-2541

뉴스가노야 오니시초 신마치코 455 0898-53-2035

비지니스호텔 쓰요시 오니시초 미야와키코 488 0898-53-4116

마스야 여관 오니시초 미야와키코 1416-3 0898-53-2104

marina&hotel SEAGULL 기쿠마초 하마 66 0898-54-3555

아사쿠라 후레아이 교류센터 아사쿠라시타오쓰 104-2 0898-36-7021

미카도 다마가와초 니부카와코 773-1 0898-55-2360

가도타 여관 다마가와초 니부카와코 772-5 0898-55-2057

니부카와 온천 호텔 다마가와초 니부카와코 276 0898-55-2280

가도야 별장 다마가와초 니부카와코 280 0898-55-2310

가이라쿠소 다마가와초 니부카와코 283 0898-55-2350

마치나미 구역

야마자토 구역

시오사이 구역

【오시마】

민박 나고마 요시우미초 나고마 155-3 0897-84-4172

민박 센넨마쓰 요시우미초 나고마 25 0897-84-4192

민박 사다메 요시우미초 니에 99 0897-84-2656

민박 후나야도 요시우미초 미나미우라 825 0897-84-3456

여관 세토우치소 요시우미초 야와타 20 0897-84-2600

펜션 미나미우라 요시우미초 미나미우라 830-3 0897-84-4621

지소주쿠 요시우미초 사이와이신덴 365-3 0897-84-4624

호텔 나기사 미야쿠보초 미야쿠보 2771 0897-86-2011

미야쿠보 이시분카 교류관 미야쿠보초 미야쿠보 3543 0897-74-1054

민박 가쓰노 미야쿠보초 미야쿠보 2829 0897-86-2073

민박 가부라기 미야쿠보초 미야쿠보 2872-4 0897-86-2286

민박 도모 미야쿠보초 도모우라 891 0897-86-3234

민박 논비리야 미야쿠보초 도모우라 85-1 0897-86-3887

스이군노사토 민박 치와 미야쿠보초 미야쿠보 6111 0897-86-2257

야도카리(소라게) 미야쿠보초 요소쿠니 1386-3 0897-86-2335

시마나미 구역

【하카타지마】

사라사야 여관 하카타초 기노우라코 3430-1 0897-72-0006

시마나미 여관 하카타초 이카타코 1817-4 0897-73-1938

마쓰자키 여관 하카타초 기타우라코 2065 0897-73-0248

미쓰후지 여관 하카타초 아로우즈코 2310-2 0897-72-0536

민박 우즈시오 하카타초 아로우즈코 1563-5 0897-72-2700

민박 고토부키소 하카타초 가노우라코 741 0897-72-2641

요리여관 세토 하카타초 아로우즈코 1857 0897-72-0946

【오미시마】

가네후쿠 여관 오미시마초 미야우라 5454 0897-82-0006

여관 사와키 오미시마초 미야우라 5460 0897-82-0153

차우메 여관 오미시마초 미야우라 5467 0897-82-0008

도키와 여관 오미시마초 미야우라 5632 0897-82-0018

민박 곤타마 오미시마초 미야우라 5388 0897-82-0111

오미시마 소년 자연의 집 오미시마초 히우미 4762-1 0897-82-0311

오미시마 후루사토 이코이노이에 오미시마초 무나카타 5208-1 0897-83-1111

시마나미 후레아이 교류관 가미우라초 사카리 2163 0897-87-2233

요리여관 후지미엔 가미우라초 이노쿠치 5733 0897-87-2025

민박 카리브 가미우라초 이노쿠치 5732 0897-87-2874

민박 나기사 가미우라초 이노쿠치 5600 0897-87-3513

도비시마 지역

코티지 시걸 세키젠 오카무라 0897-88-2117

세키젠 농촌교류기술연수시설 세키젠 오카무라 0897-88-2111

온천정보

지하 1,000m에서 솟아나오는 라돈을 많이 함
유한 천연온천수는 피로회복, 건강증진에 효
과적으로 드라이브나 사이클링 시 휴식이 필
요할 때 인기가 있습니다.

10:00~20:00(입장은 19:30까지)
대인(중학생 이상) 310엔, 소인
160엔, 3세 미만 무료
화요일
이마바리시 가미우라초 이노쿠치7848-1
0897-87-4100
http://www.imabari-shimanami.jp/

다타라 온천

유노우라 온천향

니부카와 온천향

니부카와 온천향의 입구에 있는 당일여행 온

천시설. 휴게실 및 간단한 식사 코너도 완비되

어 있습니다.

10:30~21:00(입장은 20:30까지)

대인(중학생 이상) 410엔, 소인 

210엔, 3세 미만 무료

두번째, 네번째 월요일(경축일의 경

우에는 다음 평일), 12/31~1/1

이마바리시 다마가와초 니부카와코218-1

0898-55-4477

니부카와 세세라기 교류관

시코쿠 최초의 국민휴양온천지. 라돈을 포함
한 저장성의 약알칼리성 단순온천으로 피로
회복이나 신경통 등에 효과적인 현내 굴지의 
온천마을입니다. 공공숙박지인 이마바리 유
노우라 하이츠를 비롯하여 공영 쿠아하우스
이마바리 및 민간호텔이 늘어서 있으며 가족
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이나 스포츠시설
도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마바리시 유노우라

미인 온천으로 알려진 유명한 온천으로 매끄

러운 온천수는 피부미용에 효과적으로 예부

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마바리시 다마가와초 니부카와

【니부카와 온천 조합】

http://www.nibukawa.net

마레・그라시아 오미시마

타라소테라피(해양요법)를 도입한 해수온천으

로 섬 그림자에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며 노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복합형 휴식시설입니다.

10:00~21:00

대인(중학생 이상) 510엔, 소인

(3세~초등학생) 260엔

수요일, 2월 첫번째 화요일~목요일

이마바리시 오미시마초 미야우라5902

0897-8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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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이벤트 정보
일인스모

수군 레이스 대회

쓰기지시

이마바리 시민의 축제 「온마쿠（마음껏）」

헨조인（액막이 대사）

썸머 페스타 in 가미우라

미시마 수군 「쓰루히메마쓰리」

오토모우마노하시리코미（수행마 달리기）

오야마즈미 신사에서 봄에 열리는 오타우에 마
쓰리（축제）와 가을에 열리는 누에보 사이에 
행해지는 행사로 벼의 성령이 이김으로써 봄에
는 풍작을 약속하고 가을에는 수확을 감사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현 무형민속문화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최일：음력 5월5일·음력 9월9일
문의：0897-82-0032（오야마즈미 신사）

무라카미 수군의 용맹함을 재현한 수군 레이
스입니다. 12명이 올라탄 고하야 배를 조작해 
200m의 직선 코스를 경주합니다.

개최일：7월 하순의 일요일
문의：0897-86-2008（실행위원회사무국）

5월의 봄축제를 장식하는 이마바리 지방 특유
의 쓰기지시는 에히메현의 무형민속문화재에 
지정되어 있으며 3쓰기, 4쓰기등 차례로 높아
지는 모습이 스릴과 박력을 느끼게 합니다.

개최일 : 5월 초순~하순
문의 : 0898-36-1541（이마바리시 관광과）

이마바리 지방 전통 예능의 쓰기지시, 댄스바리
사이, 기야마·이마바리온도, 시마나미해도 다
이코 경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피
날레를 장식하는 불꽃축제는 중앙 시코쿠에 최
대 규모로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개최일：8월 첫째 토·일요일
문의：0898-25-3939（이마바리 시민의 축체 진흥회）

홍법대사 42세 때 건립되었다고 전해지는 헨조
인의 본존은 액막이 대사입니다. 매년 2월 입
춘 전날에 열리는 액막이 행사에서는 현내외에
서 액년을 맞은 남녀가 방문하여 액막이를 기
원합니다. 

문의：0898-54-3128（헨조인）

바다를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다타라 다테
보시아미」, 여름밤 하늘을 수놓는 「불꽃축제」
와 전국 제트스키 대회 등 시마나미 해도의 여
름을 느끼는 이벤트가 가득합니다.

7월 토, 일요일
문의：0897-87-3000（실행위원회）

수군의 지휘를 따라 적과 싸운 쓰루히메의 슬
픈 전설에서 기인한 축제입니다. 쓰루히메와 
오야마즈미 신사와 관련된 무사를 재현한 쓰루
히메 행렬과 노 전마선 레이스, 물산전 등이 개
최됩니다.

개최일：바다의 날 전 일요일
문의：0897-82-0795（실행위원회사무국）

기쿠마 마쓰리（축제）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옷을 입힌 말에 축제용 안장과 장신구를 달고 
15살 이하의 아이가 「노리코（타는 사람）」가 
되어 약 300m의 참배로를 힘차게 달려나가는 
모습에서 용감함과 박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최일：10월 셋째 일요일
문의：0898-54-3450（기쿠마 지소 산업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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