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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도시락을
구입할 수 있는 역

세토내해에서 자란 도미의 좋은 맛이 
꽉 차 있는「세토의 누름초밥」나무
찜통 을 생각하게 하는 목제의 용기에 
초밥과 그 위에 도미의 살을 듬뿍 
얹었다. 외형도 인상적인 도시락.

도미의 발라낸 살이 들어간 밥은, 도미의 
뼈와 서덜로 만든 농후한 국물로 밥을 
하고 있다.

시내에 많은 닭꼬치점이 있는 이마바리는「닭꼬치」의 마을로 
유명합니다.「센잔키」는 이 지역에서만 불리는 닭의 튀김의 
일종입니다. 

근해에서 잡힌 작은 물고기를 갈고 으깨어서 튀긴 것. 
가볍게 굽고 간장을 치면 한층 풍미가 늘어난다. 
독특한 씹는 맛, 에히메 명물의 대명사. 

중국의「스이산봉」에 대해, 「와산봉」
이라고 불리는 고급 백설탕을 사용한 롤 
케이크. 품위있는 달콤함이 특징.

가죽이 바삭바삭하고 향기로운, 육즙이 
넘쳐 나오고, 한 번 먹으면 중독이 
되는 가가와현의 한정 음식. 
맥주와의 궁합 발군.

특제의 양념으로 맛을 낸 밥에, 세토우치 
명물 붕장어의 장어구이와 조각의 배합. 
긴시 계란, 파란 김등의 채색이 잘 배치 
되었고, 사누키 명물의 간장콩도 다카 
마쓰의 대표적인 도시락입니다.

도쿠시마의 풍부한 자연에서 
길러진 농림수산물 등, 풍부한 
도쿠시마 브랜드의 식재료 
를 살린 아이디어의 손수 
만든 창작 햄버거. 

도쿠시마 라면은 간장 베이스의 스프와 돼지고기, 
날계란에 개성이 있습니다. 

알맞게 씹히는 맛과 쥬시한 맛의 브랜드 토종닭고기의 
도시락. 먹어 보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도「
아와 오도리」을 닮아「아와미계」(아와 오도리). 

다이나믹한 모습에 감동이 있다. 
고등어를 한 마리를 그대로 사용한 
초밥. 들어보면 묵직하고, 진짜 
대나무의 껍질로 싸여져 있다.  
마지막까지 깊은 맛이나는 역에서 
파는 도시락.

도쿠시마고치

에히메 가가와

고치현 서남 지역 한정의 음식. 가다랭이 의 슬라이스, 
양상추, 토마토, 타르타르 소스가 들어간 버거.

고치를 대표하는 스이트(샤벳). 밀크와 계란을 사용, 
엷게 한 달콤함에 활기가 생기는 정겨운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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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다치(감귤류)

아와 화지
나루토 긴토키(고구마)
아와 산봉토(설탕 과자)
오타니 도자기
나루토 미역

쪽빛 염색제품
도쿠시마의 토산술
복숭아딸기

오색 소면
타올 미술관 ICHIHIRO

봇짱 경단감귤

사쿠라이 칠기

고구마 과자

분탄(감귤류)간벌재 가방 해양 심층수 제품
시만토 김

도사 화지가쓰오부시
베구하이(잔)

다루토(롤 케이크)
우와지마 진주 이요 카스리

도베 도자기

사누키 칠기
분재

올리브 제품·소면
사누키의 과자

간장·간장콩(대두를 설탕과 간장으로 익힌다)
죠지나카시마 제품

마루가메의 부채
하마치의 샤브샤브(출세나베)
보다오리(면직물)

■
■
■

진주 제품

나루토

마루가메 사카이데
다카마쓰

마쓰야마

이마바리

JR 이마바리역

JR 이마바리역

JR 고치역

JR 고치역

JR 도쿠시마역

JR 다카마쓰역

JR 다카마쓰역
JR 도쿠시마역
JR 고치역

JR 도쿠시마역

니이하마

이요사이조
아와이케다

고멘

고치
스사키

구보카와

나카무라

아난

가이후

JR선
도사 구로시오철도
아사 해안철도

간노우라

간논지

나하리

우와지마

야와타하마

스쿠모

도쿠시마

【아와 토종닭 도시락】

【도쿠시마 라면】

【도쿠시마 버거】

【붕장어 덮밥】
950엔

682엔

950엔/1,000엔

【도미밥 도시락】

【고등어의 통초밥】

1,160엔/980엔/840엔

1,260엔

1,100엔

【가쓰오 다타키 도시락】

【가쓰오 다타키 버거】

【아이스 크린】

1,050엔

【세토의 누름초밥】

【쟈코텐】

【센잔키(닭 튀김)】

1,260엔

【호빵맨
       도시락】

【와산봉 롤】

【샛돔의 통초밥】

【골부조】(뼈가 붙어있는 닭고기)

명물·명산·선물·역에서 파는 도시락
 시코쿠는 자연도 기술도 긴 시간을 거쳐 소중히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 역사와 전통에 보장 받은 선물이나 도시락은 
시코쿠의 좋은 맛이 꽉 차 있습니다. 맛있고 사랑스럽고, 
훌륭하게, 여행의 두근거림을 연출해 줍니다.



MAP B-7소토도마리 지구의 돌담들

MAP C-6캐니어닝

MAP C-4

도고 온천 본관
가미노유 

MAP C-5요카이치 고코구의 거리MAP B-7씨워크 MAP C.D-3시마나미 해도

MAP C-4도고 온천 MAP C-4도고 온천

 미야자키 하야오가 자신의 영화 작품의 참고 
로 했다, 라고 전해지는 전형적인 근대 일본식 
건축의 도고 온천. 온천욕을 마치고 먹는 봇짱 
경단도 맛있고, 도고(道後)산 지역맥주 맛도 
그만이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에히메현. 전통적인 거리를 
둘러보면서 진주가 자라는 바다를 내려다 보 
기도하고, 영봉 이시즈치산(石鎚山)을 올려다 
보면서 시마나미 바닷길을 유람할 수도 있다. 
사방 어디에나 가슴속에 젖어드는 풍경들이 
펼쳐져 있으며, 이요 가스리 옷감의 촉감 과 
도베야키 도자기의 매끄러움에 마음이 푸근 
해진다. 역시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를 
낳 은 하이쿠의 왕국답게 

저절로 시 한 수가 
떠 오르는 

 잔잔한 우와카이(宇和海) 바다의 

파도사이로 떠오르는 도미를 연상한 

도미면.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 장군도 극찬했다는 오색 소면. 

보기 만 해도 아름다운 향토요리는 

에히메 에 와서 직접 먹어보면 그 

맛이 더욱 감동적이다. 일본 과자의 

부드러운 맛도 그만이고, 열매가 

완만한 산록 을 가득 덮고있는 

싱그러운 감귤의 맛도 인상적이다. 

막 따낸 과실과 금방 만든 

요리를 맛보고 싶은 

에히메의 여행.

탱탱하고 신선한 도미의 생선 

회를, 알, 간장, 술, 참깨등을 

섞은 독특한 소스에 찍어 따끈 

따끈한 밥에 얹고 소스도 뿌려 

먹는 현 남부의 향토 요리. 

도미는 에히메현의 현의 물고기 

로 지정되어 있다.

가는 채를 치고 양념을 한 곤약 

위에, 긴시 계란, 검은 참깨, 소 

보로와 파를 곁들여, 예쁘게 잘 

배합한 저칼로리에 건강한 요리 

로 축하의 자리에는 빠뜨릴 수 

없다. 잘 저어 섞으면 곤약에 맛

이 스며들어 풍미가 늘어난다.

좁은 산의 경사면에 돌담  
을 높게 쌓아 올린 집이 
늘어서 있다. 태풍이나 
계절풍으로부터 사람들  
의 생활을 지키고 있다.

에히메현의 음식을 맛보는 
포인트

후쿠멘(곤약 요리) 

후쿠멘

도미 밥(휴가메시)

도미 밥(휴가메시)

마음편히 쉴 수 있고 정겨움이 있는 
에히메현

유 유

에히메



고치현 출신의 식물학자  
마키노 도미타로의 실적 
을 모은 종합 식물원

고치성 MAP E-5

가쓰라하마 해변과 료마상 MAP E-5

고난시
에킨 마쓰리 축제

MAP E-5 MAP E-5

MAP E-5

마키노 식물원

일요 시장

고치성 MAP E-5

해양당 하비관·갓파관 MAP C-7 시만토가와 강 MAP C-6·7

  햇빛 가득 넘쳐나고 태평양이 바라다 보이는 

고치현. 고치성 성주였던 야마우치 가즈토요(山

內一豊) 근대 일본의 확립에 노력한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등, 보다 훌륭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인생을 내건 사람들의 고장. 장대한 

풍경이 사람들의 원대한 꿈을 키워 주는지도 

모르겠다.

  고치 시내의 요사코이 마쓰리 축제에 일요 

시장. 모험심을 부추기는 동굴. 일본 최후의 

청류(淸流)라고 하는 시만토가와(四万十川)강, 

사와치(皿鉢)요리에 다진 가다랑어 등, 역사, 

풍경, 음식, 모두에서 개성적인 매력이 넘쳐 

흐 른 다 . 사 람 에 게 서 , 

자연에서, 음식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고치현.

사와치 요리

사와치 요리
도사의 풍토중에서, 옛날부터    

계승해서 내려온 맛과 배합의 

일품. 큰 접시에 생선회, 가다 

랭이의 다타기, 스시 등 제철의 

소재를 호쾌하게 담아냈다. 

일종의 바이킹 요리. 사람들이 

모이는 경사의 자리에는 빠뜨릴 

수 없다. 

정어리의 치어. 담백한 맛으로 

생으로 초간장에 먹는 것이 정 

평으로, 잡힌 지 얼마 안되는 것 

으로만 맛볼 수 있는 현지에서 

만이 가능한 맛. 매년 4월에 

개최 되는「도로메 축제」는 

폭주가 들이 큰 술잔으로 술을 

마시며 겨루는 축제.

도로메

도로메

  신선한 가다랑어 한 점을 입에 넣고 

씹는 그 맛은 그야말로 일품. 가다랑 

어를 건조시킨 가쓰오부시는 얇게 

깎아넣고 우려내면 특상품의 스프를 

만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 

요리에도 쓸 수 있다. 국물이 좋으니 

무슨 요리를 만들어도 맛있다. 또 산 

으로 들어가면 주렁주렁 열린 유자, 

주스와 간장 폰즈소스에 활용되는 

유자와 고나쓰(小夏)에 분 

탄 ( 文 旦 ) 감 귤 류 , 

멜론에

수박도 달게 

열리는 풍성한 

사람도 자연도 모두 활력에 넘치는 
고치현

고치현의 음식을 맛보는 
포인트

미 미

고치



리쓰린 공원 MAP F-3
MAP F-2

빨강 호박
쿠사마 야요이
사진 : 와타나베 오사무

  다카마쓰시 
  역사자료관 소장 
‛겐페이전투 그림병풍’

MAP F-3

선포트 다카마쓰 MAP F-3야시마 MAP F-3

리쓰린 공원 MAP F-3

고토히라구 신사 MAP F-3간카케이 계곡 MAP G-2

  세토내해는 천연의 활어 수조라고 불릴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그래서 

가가와현 사람들은 옛날부터 다양한 특산 

어종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연구해 왔다.

  밭에 나가면‛상추’에‛사누키 채소’,‛키 위’등등. 

신선한 대지의 산물들이 사계절의 맛을 

전해준다. 소금과 설탕의 명산지 이기도 한 

가가와는 소금간이 중요한 우동 에서부터 

설탕이 중요한 과자에 이르기 까지, 

맛있는 먹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가가와현의 이미지는 화창한 하늘, 

반짝이는 바다, 수많은 저수지, 사발을 

엎어놓은 듯한 모양의 산들. 

 그렇다, 이곳은 홍법대사 구카이(空海) 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고장으로, 남을 배려 

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고장이다.

‛세계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기관차 선생’,‛

봄의 눈’등의 영화 촬영지와, 옛날 겐페이(源平

) 전쟁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와 화가 히가시야마 가이이(東山魁夷) 

등의 예술품을 찾아다니다 보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마음도 가벼워 진다.

원료는 밀. 가가와현에서는 점심 

식사시에 우동점에 행렬이 생기고 

주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가지 튀김등의 토핑을 선택 

하여 오리지날 우동을 만든다. 

면이나 국물은 가게 마다 특징이 

있어 조금 먹고 다음 가게에 가는 

「사다리」도 일반적. 

세토내해에서 잡힌 해산물

사누키 우동

우동

세토내해는 조수의 흐름이 빨라 

몸에 살이 오른 신선한 근해산의 

식재료를 마음을 담아 조리하는 

대접의 요리. 생선회, 구이, 

조림, 튀김등 모두 깊은 맛.

세토의 지어(地魚)

가가와현 바다에 점재하는 
섬들은 전통적인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하는 
예술가가 모이는 현대 아트 
의 집적지

영화 촬영지와 예술품을 찾아서 
마음이 포근해지는 가가와현

가가와현의 음식을 맛보는 
포인트

락 락

가가와



MAP H-3

MAP E-4MAP G-4 MAP F-4MAP E-4

오츠카 국제미술관

래프팅아와오도리 춤 우다츠(방화벽)의 거리오보케 협곡·고보케 협곡

MAP H-3나루토의 소용돌이나루토의 소용돌이 MAP H-3

아이즈미초 역사관
아이노칸 소장
MAP G-3

  거친 조류의 흐름에 의해 형성되는 나루토의 
소용돌이 파도. 시내 거리를 뜨겁게 달구는 
아와오도리 춤. 산속 계곡의 넝쿨을 묶어 만든 
카즈라(넝쿨풀) 다리. 염색 상인 부호들의 영 
화를 느끼게 해주는 우다츠(방화벽) 거리. 
전통 공예품으로 지정되는 염색천 제품은 
도쿠시마의 명산으로 씻으면 씻을수록 깊은 
맛이 나고, 재팬 블루로서 알려진다. 때로는 
일본의 역사를 느끼게 해주는 매력적인 도쿠 
시마의 여행. 한 없이 투명한 바다, 여름 모래 
밭에는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으러 찾아오고, 
푸른 산속에는 시원스러운 폭포들도 많다. 
시코쿠 순례의 시작은 바다에서나 산에서나 
마음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도쿠시마현
에서 부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도쿠시마 라면’을

후후 불면서 맛있게 먹는 행복감. 차갑게 

하여 스다치(초귤)를 넣어 먹는‛한다 소면’의 

깔끔 한 맛. 따뜻하게 해서 먹어도 차갑게 

해서 먹 어도 맛있는‛다라이 우동’.‛나루토의 

도미와 미역’,‛전복과 왕새우’, 싱싱한 소재를 

회로 해서 먹어도 좋고, 구워서 먹어도 좋고, 

어느 쪽도 자연 그대로의 맛이다.

‛나루토 고구마’와‛연근’등 

대지의 산물도 먹을 수 있 

어 즐겁다. 그야말로 마음 

을 포근하게 해 주는 도쿠 

시마 여행.

서양 명화 약 1000점을 
원래의 치수대로 도판에 
복제. 입체 재현의 시스 
티나 홀 예배당은 실제 
감 넘친다.

도쿠시마현 남부의 향토 요 
리로서 생선회 외에, 익히 
거나 굽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는다. 신선한 이세 새우는 
탱탱함이 먹을 때의 느낌이 
특징. 도쿠시마현 남쪽의 
미나미초에서는 매년10월 
에「이세 새우 축제」개최
된다.

현지에서 재배되는「메밀」
을 원료로 만든다. 원료의 
향기와 맛을 즐길 수 있는 
면은 굵고 짧으며, 국물은 
엷은 맛. 일본의 다른지역의 
소바에 비해「메밀」의 비 
율이 높고 소박한 맛이 인기 
이며 일본의 식생활 문화의 
상징.

이야소바

이야소바

이세 새우 요리

이세 새우 요리

정열적이고 상큼하게
마음에 파고드는 도쿠시마현

도쿠시마현의 음식을 맛보는 
포인트

미 경

도쿠시마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코쿠의 행사 및 이벤트

      월

2월 하순�

     3월3일

초순

하순

3

      월

초순

초순�중순

하순의 일요일

하순

4

      월

5월 중순�

    6월 중순

13일

1일�9월20일

6

      월

중순

22일�24일

셋째 토요일·   

    일요일

하순

7

      월

9일�11일

9일�12일

11일�13일

12일�14일

12일�15일

8      월

초순

초순

5일

셋째 일요일

5

히케타 하나 마쓰리 축제     히가시카가와시(가가와현)

남국 도사 사와치 마쓰리축제      고난시(고치현)

도고 온천 마쓰리 축제       마쓰야마시(에히메현)

오시로 마쓰리 축제

시코쿠 곤피라 가부키

도로메 마쓰리 축제

하나·하루·페스타

마쓰야마시(에히메현)

고토히라초(가가와현)

고난시(고치현)

도쿠시마시(도쿠시마현)

바다거북의 산란

만노이케 연못의 방류

우카이 낚시구경·강물유람

미나미초(도쿠시마현)

만노초(가가와현)

오즈시(에히메현)

      월

8월 하순�

  10월 하순

9
이모타키(고구마 찌개) 오즈시(에히메현)

          월

1일

둘째 금·토· 

    일요일

9일�11일

14일�17일 외

16일�18일

중순

하순

넷째 일요일

10
도사 하시켄 전일본 선수권 대회

사누키 도요하마초사

 마쓰리 축제

고토히라구 레타이사이 대축제

사이조 마쓰리 축제

니이하마 다이코 마쓰리 축제

올리브 수확제

이세에비 마쓰리 축제

수행마의 질주 행사

고치시(고치현)

간온지시(가가와현)

고토히라초(가가와현)

사이조시(에히메현)

니이하마시(에히메현)

쇼도시마초(가가와현)

미나미초(도쿠시마현)

이마바리시(에히메현)

          월

초순

중순

11
후루사토 카니발

아와의 다누키 마쓰리 축제

료마 마쓰리 축제

도쿠시마시(도쿠시마현)

고치시(고치현)

          월

하순

초순�

    1월 초순

12
다카마쓰 겨울 축제

겨울 오브제

다카마쓰시(가가와현)

미요시시(도쿠시마현)

      월

초순

1
시코쿠 88개소

모래밟기 행사

젠쯔지시(가가와현)

      월

하순�

    3월 초순

음력1월

    7�9일

11일

초순�3월

하순�3월 중순

하순�3월 하순

2
우즈비라키 행사

쓰바키 신사 동백 축제

아키바 마쓰리 축제

프로야구 스프링 캠프

나나오리우메 마쓰리 축제

빅 히나 마쓰리 축제

나루토시(도쿠시마현)

마쓰야마시(에히메현)

니요도가와초(고치현)

아키시 외(고치현)

도베초(에히메현)

가쓰우라초(도쿠시마현)

호넨이케 연못의 방류

우와지마 우시오니 마쓰리 축제

에킨 마쓰리 축제

루미나스 타운 프로젝트

간온지시(가가와현)

우와지마시(에히메현)

고난시(고치현)

아난시(도쿠시마현)

티셔츠 아트전

아스타무 마쓰리 축제

이카자키 연싸움 대회

가쓰오 마쓰리 축제

구로시오초(고치현)

이타노초(도쿠시마현)

우치코초(에히메현)

나카토사초(고치현)

아와오도리 춤

요사코이 마쓰리 축제

마쓰야마 마쓰리 축제

사누키 다카마쓰 마쓰리 축제

아와오도리 춤

나루토시(도쿠시마현)

고치시(고치현)

마쓰야마시(에히메현)

다카마쓰시(가가와현)

도쿠시마시(도쿠시마현)

만노이케 연못의 방류  MAP F-3 (6월)하나·하루·페스타  MAP G-4 (4월 하순)

도고 온천 마쓰리 축제  MAP C-4 (3월) 요사코이 마쓰리 축제  MAP E-4 (8월) 니이하마 다이코 마쓰리 축제  MAP D-4 (10월)

고토히라구 레타이사이 대축제  MAP F-3 (10월) 우즈비라키  MAP H-3 (2월 하순�3월 초순)

아키바 마쓰리 축제  MAP D-5 (2월)

도쿠시마현

●관광 문의

●철도에 관한 문의

도쿠시마현 관광정책과

�770-8570  도쿠시마시 한다이초 1초메1

(재)도쿠시마현 관광협회

�770-8055  도쿠시마시 야마시로초 히가시하마호지 1

나루토역
도쿠시마역
아와이케다역
무기역

TEL (088)686-3744

TEL (088)622-7935

TEL (0883)72-0022

TEL (0884)72-0069

TEL (088)621-2335

TEL (088)652-8777

TEL (088)622-8556

TEL (087)832-3363

TEL (087)832-3377

TEL (087)851-2009

다카마쓰역
사카이데역
고토히라역

TEL (087)825-1702

TEL (0877)46-2116

TEL (0877)73-4171

니이하마역
이마바리역
마쓰야마역
야와타하마역
우와지마역

TEL (0897)37-2717

TEL (0898)23-0049

TEL (089)943-5101

TEL (0894)22-0495

TEL (0895)22-0175

고치역
구보카와역
나카무라역
나하리역

TEL (088)822-8229

TEL (0880)22-0156

TEL (0880)35-4961

TEL (0887)38-3500

도쿠시마 종합관광안내소

�770-0831  도쿠시마시 데라시마혼초니시 1초메 (JR 도쿠시마역 앞)

�760-8570  다카마쓰시 반초 4초메 1-10

�760-8570  다카마쓰시 반초 4초메 1-10

�760-0011  다카마쓰시 하마노초 1-53

가가와현 에히메현 고치현

가가와현 관광진흥과

(사)가가와현 관광협회

다카마쓰시 인포메이션 플라자

TEL (089)912-2490

TEL (089)951-0711

TEL (089)931-3914

�790-8570  마쓰야마시 이치반초 4초메 4-2

�791-8057  마쓰야마시 오카가 2초메 1-28

�790-0062  마쓰야마시 미나미에도 1초메14-1 (JR 마쓰야마역)

에히메현 관광물산과

(사)에히메현 관광협회

마쓰야마시 관광안내소

TEL (088)823-9606

TEL (088)823-1434

TEL (088)882-7777

�780-8570  고치시 마루노우치 1초메 2-20

�780-8570  고치시 마루노우치 1초메 2-20

�780-0056  고치시 사카에다초 2초메 1-10 (JR 고치역 구내)

고치현 관광정책과

(재)고치현 관광컨벤션협회

‘ i ’안내소

TEL (089)921-3708

�790-0842 마쓰야마시 도고유노마치 6-8

도고 관광안내소

시코쿠 투어리즘 창조기구     http://www.tourismshikoku.kr/
2013년 4월

재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