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노마키시 관광 가이드북

いしぴょん

교통기관
철도 JR동일본 텔레폰센터 TEL 050-2016-1600
 뷰프라자 이시노마키 TEL 0225-22-0389
버스 (주)미야코 버스 이시노마키 영업소 TEL 0225-22-4161
택시 미야기현 택시협회 이시노마키지부 TEL 0225-22-6015
렌트카 역렌트카 TEL 0225-93-1665
배(타시로섬·아지섬행)　 아지섬 라인(주) TEL 0225-93-6125
배(긴카산행)　　　　　　긴카산 항로 사업협동조합 TEL 0225-44-1850

관광시설

하시도리COMMON  TEL 080-5741-8856
이시노마키 다치마치 재해복원을 위한 소통하는 상점가 TEL 0225-22-0145
오가츠 다나코야가이  TEL 0225-57-3077
오시카 노렌가이  TEL 0225-45-3456

재해복원·가설 상점가

관광 안내소
（사단법인）이시노마키 관광협회 TEL 0225-93-6448 FAX 0225-22-2710
  http://www.i-kanko.com/

（사단법인）이시노마키 관광협회　오가츠 사무소 TEL·FAX 0225-57-3339
（사단법인）이시노마키 관광협회　오시카 사무소 TEL·FAX 0225-45-3456

문의처 일람

성요한관 TEL 0225-24-2210 FAX 0225-97-3399
  http://www.santjuan.or.jp/

이시노모리 만화관 TEL 0225-96-5055 FAX 0225-96-5045

로망카이유21 TEL 0225-93-6448 FAX 0225-22-2710
  http://www.i-kanko.com/

자동차 휴게소 ‘죠힝노사토’ TEL 0225-62-3670 FAX 0225-62-3672
이시노마키시 오시카 가족여행촌 오토캠프장 TEL 0225-45-3420
이시노마키시 오시카 고반쇼 공원 TEL 0225-45-2114
MANGA사랑랜드 4월∼10월 TEL·FAX 0225-21-4141
 11월∼3월 TEL 0225-95-1111

관공청
 TEL 0225-95-1111 FAX 0225-96-1023 
  http://www.city.ishinomaki.lg.jp/
  http://www.facebook.com/city.ishinomaki

　가호크 행정분점　지역진흥과
 TEL 0225-62-2114 FAX 0225-62-0156
　오가츠 행정분점 지역진흥과
 TEL 0225-57-2111 FAX 0225-57-2521
　가난 행정분점　지역진흥과
 TEL 0225-72-2114 FAX 0225-72-4840
　모노우 행정분점　지역진흥과
 TEL 0225-76-2111 FAX 0225-76-0028
　기타카미 행정분점　지역진흥과
 TEL 0225-67-2114 FAX 0225-67-2059
　오시카 행정분점　지역진흥과
 TEL 0225-45-2114 FAX 0225-45-3074

Traff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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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노마키시 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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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의 최동단 일본 열도의 북동부에 위치한 이시노마키시는 약 400년　전부터 도쿄와 동일본을 잇는 
해상운송의 거점으로 번성했습니다.
이시노마키시의 중앙에는 구 기타카와강이 남북으로 종단하며 산·강·바다의 풍요로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이 기타카미강에서 유래된 비옥한 물의 혜택을 얻어 세계 3대 어장의 하나인 ‘긴카산 앞바다’을 어장으로 어업 
및 수산업, 수산 가공업이 번성해 일본 굴지의 항구 도시로서 매일 많은 양의 신선한 어패류가 이시노마키 
어시장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시노마키시의 또 하나의 항구인 이시노마키 공업항은 목재를 비롯한 많은 산업용 자재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업 도시로서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속교통노선 산리쿠 종관 고속도로의 정비로 인해 유통, 레저 면에서도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시노마키시는 광대한 경작지를 가지고 있어 미야기현내에서도 손꼽히는 곡창 지대이며 비교적 
온화한 기후 조건과 기타카미강의 풍부한 물로 쌀농사를 위주로 하면서도 하우스 재배의 야채와 화훼 등의 
원예 작물, 육류용 소의 생산 등 축산 경영을 결합한 복합적인 농업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우호도시로서 온슈시(중국), 치비타베끼아시(이탈리아)와 협력해 시민이나 기업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시노마키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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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P29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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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노모리 만화관

만화에서 밀리온 아트～미래로～

이시노모리 만화관

가면라이더와 사이보그009 등으로 알려진 만화가 
이시노모리 쇼타로의 만화 박물관.

관내에는 귀중한 원화는 물론, 작품 세계을 입체적으로 
재현한 전시나 관심을 끄는 볼거리나 오리지널 애니메
이션 상영 등 이시노모리 월드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재해 후에 새롭게 ‘헤세 라이더’의 가면과 가면라이더
로 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관심거리, 사이보그 009의 
세계 등을 더해 리뉴얼 오픈!
파워업된 이시노모리 월드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사랑랜드

가면라이더의　세계사이보그009의 세계

코발트 블루의 바다와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타시로섬에 있는 캠프시
설입니다.
사토나카 마치코 씨와 치바 테츠야 씨 등 저명한 만화가 5명이 디자인
한 ‘만화 산장’ 5채가 숙박객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영업기간·영업시간　4월～10월　예약필요
▪요금　섬 산장·성 산장(정원5인)　1박9, 000엔

꼬마 산장·방탕자 산장·얼룩고양이 산장(정원6인)　1박8, 000엔
텐트 구역(1구역:정원4인)　1박1, 500엔

▪정기휴일　화요일
▪주차장  정보　무
▪교통편 【선착장까지】　철도／JR이시노마키역에서 미야코 버스 ‘시나이(야마시타행)선’ 승차해서 약 15분. ‘아지섬 라
인 앞’에서 하차
 　　　 자동차／산리쿠 고속도로 이시노마키 가난IC에서 약 20분
　　　　  【선착장에서 타시로섬까지】　아지섬 라인에서 약 50분(요금편도1, 230엔)
　　　　  【섬에서 시설까지】　니토다항에서 하선　도보로 약15분
▪의처　사랑랜드 관리사무소

TEL／FAX　0225-21-4141(영업 기간중)
이시노마키시 관광과
TEL　0225-95-1111(폐관 기간중)

Ⓒ石森プロ
Ⓒ石森プロ／街づくりまんぼう

이시노모리 만화관 입구

▪영업일·영업시간　9:00～18:00(12월～2월→17:00까지)　입관은 폐관 30분전
▪요금　어른800엔／중고등학생 500엔／초등학생 200엔／미취학 아동　무료
▪정기휴일　제 3화요일 (12월 ~ 2월 → 매주 화요일)
골든위크와 여름방학은 무휴  연말연시는 무휴
▪주차장 정보　무(이시노모리 만화관 지정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관내 유료 존을 관람하신 분에게는 1시간 무료 주차권을 드립니다.

▪교통편　철도／JR이시노마키역에서 도보로 약10분
자동차／산리쿠 고속도로 이시노마키 가난IC에서 약  20분
▪문의처　Tel 0225-96-5055　Fax 0225-96-5065　주소:이시노마키시 나가제2-7

MAP  P30  L-3

Ⓒ石森プロ
Ⓒ石森プロ・東映

사이보그009를 비롯해 이시노모리 작품의 인기 
캐릭터 기념물이 줄지어 있습니다.

만화의 길

MAP  P30  G-2〜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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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향해 출범한 땅, 코발트 블루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고지대에는 전망대, 항로을 기록한 기념비, 미야기현 출신의 
조각가 사토 츄료사쿠가 만든 츠네나가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
니다.

▪교통편
버스／JR이시노마키역에서 미야코 버스 ‘아유카와선’을 승차해 약 50분. 츠
키노우라에서 하차 도보로 바로
자동차／이시노마키 가난IC에서 약  45분
▪의처　이시노마키시 관광과
TEL: 0225-95-1111
FAX:0225-96-1023

▪영업기간·영업시간　9:30～16:30(8월→17:30까지)
▪요금　일반 700엔／ 고등학생 이하　무료
▪정기휴일　화요일(공휴일은 제외), 연말연시
▪주차가능대수　승용차 300대
▪교통편　철도／JR이시노마키역에서 자동차로 20분
JR이시노마키선 와타노하역에서 자동차로 5분·도보로 25분
버스／JR이시노마키역에서 미야코 버스 ‘아유강선’으로 약 30분. 시오미
다이 공원입구에서 하차 도보로 10분(토·일·휴일에는 ‘성요한 파크앞’에서 
하차하면 바로)
자동차／이시노마키 가난IC에서 약  30분
TEL 0225-24-2210 MAP  P29  B-3

MAP  P29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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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기현 경장사절단의 배 박물관(성
요한관)

성요한관에서는 일행을 태우고 태평양을 2번 왕복한 갈리온
선인 ‘성 세례 요한’을 복원한 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세쿠라 츠네나가 일행인 ‘경장 사절’의 역사적 위업을, 승선 체
험·극장·패널 전시 등으로 알기 쉽게 소개함과 동시에 성 세례 
요한 범선에 대한 지식을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인접한 성 요한 공원에서 보는 바다의 전망도 뛰어납니다.

‘경장사절의 출항지’인 츠키노우라경장유럽파견사절이란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인 1613년 센다이 번주 다테 마사무네가 센다
이 영내에서의 기독교 선교 용인을 조건으로 멕시코와의 직접 무역을 요

구하기 위해 스페인 국왕과 로마 교황에게 파견한 외교사절입니다.
사절로 선정된 신하 하세쿠라 츠네나가는 선교사 루이스 소테로와 함께 센다
이 번내에서 제조한 갈리온선(대형군함이나 상선)인 ‘성 세례 요한’으로 태평
양을 건넜습니다.
멕시코을 거쳐 스페인에 이르러 국왕 필립 3세를 알현하고 또한 로마에 들어
가 교황 바오로 5세에게 배알했으나 막부의 기독교 탄압 등으로 목적을 도달
하지 못하고 7년 후인 1620년에 츠네나가는 귀국했습니다.

경장유럽파견사절의 미스테리

사절이 파견된 목적은 멕시코와의 무역과 스페인과의 군사 동맹, 그와 더
불어 그것을 이용하여 막부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최근

에는 1611년의 경장 대쓰나미의 재해를 복원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설이 주
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츠네나가가 기록한 ‘각서’등 사절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는 남아있지 않
아서 해명할 단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대에 농락당해 많은 미스테리를 남긴 경장유럽파견사절이지만 ‘일본사람이 
처음으로 유럽에 가서 외교 교섭을 했다’는 획기적인 사건임에는 변함이 없고 
지금도 많은 사람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출범일로부터 400년. 선조의 용기,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슴에 
담고 이시노마키는 오늘도 한걸음씩 재해복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치면 소원이 이루어진
다는 벨이 있습니다.
종소리를 퍼뜨리면 당신의 소원
이 이뤄졌을지도? !

DREAM BELL
～꿈을 이루는 종～

경장사절단의 배 ‘성 세례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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