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쓰쿠라·히사노하마코스（약29㎞）
ＪＲ철도

6 국도

고속도로

로

41

휴게소 미치노에키 요쓰쿠라코

35

속
고

반선

●

●이와키시타이라시모타카쿠아자미나
ㅤ미야치16-4ㅤ☎0246-39-3801

구사노

히사노하마·
핫타치 해수욕장

15

원더 팜(WONDER FARM)

●

타이라 제1 유치원
●

41

35

●
6

휴게소 미치노에키 요쓰쿠라코

나쓰이가와 사이클링 공원

요쓰쿠라 해수욕장

382

●이와키시히사노하마마치히사노
ㅤ하마아자키타마치21
ㅤ☎0246-85-0871
●무휴

온천 동네 코스（약12㎞）

병원

14 현도

5

화장실
주차장

이와키 주오경찰서

66

유모토역

미유키야마 공원
도키와카이 조반병원

아이유모노가타리아시유 족욕탕

이와키 FC파크

●이와키시조반유모토마치
ㅤ☎0246-43-3017 ㅤ
ㅤ（이와키유모토온천여관협동조합）

유모토고등학교
●

이와키 주오경찰서

유나가야성 터
●

고토히라 신사

JRA 경주용 말의 재활온천
이와사키우체국

●이와키시조반유모토마치사하코281-1

점주가 스스로 시장에서 고른
신선한 해산물과 현지 농가가
소중하게 키워서 딴 야채. 그들을
중심으로 사용한 요츠쿠라의
향토 요리를 엄마들이 애정
담아서 제공합니다. 12 월 ~ 3
월은 이와키의 향토 요리 「아귀
냄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객에게 인기있는 「아귀도
식초」과 「아귀 무침」은 1년을
통해서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와키 나나하마카이도」 아쿠아 마린 파크를 기점으로
이와키 FC 파크와 국보시라미즈아미다도（1160년에 건설된
철）, 이와키 유모토 온천 등에 들르면서, 시내 관광 명소를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

온센 신사

●

도키와카이
조반병원

●

399

●
후쿠시마공업고등전문학교

49

이와키 FC파크

코방(파출소)

우미네코상점
●

스와 신사

●

●

국보 시라미즈 아미다도
(아미타당)

오나하마소방서
●

오나하마 우체국
오나하마 히가시우체국

●

가시마병원

26

스미요시신사

「국보시라이시아미다도」는 동북
지방에 현존하는 헤이안 시대의
목조 건축의 3곳 중의 하나로
후쿠시마현에서는 유일한 국보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아한 곡선이 이루어진 건물과
극락정토를 구현한 정원이 조화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와키시우치고우치고 시라미즈마치221
ㅤ☎0246-26-7008
●이용시간：8：30～16：00
ㅤ（11월～３월은15：30까지 영업.
ㅤ접수 종료는 마감 15분전까지）
●휴일: 넷째 주 수요일

이와키시 석탄·화석관
호루루

온센 신사

이와시키 히가시경찰서
이즈미중학교
●
나카무라병원
오나하마 지소
●

이온몰 이와키 오나하마

고속버스 정류장 ●
●

● 이와키 라·라·뮤
●

이와키 마린타워

옛날 시대에 이와키시에 위치하는 영봉,
유(湯)의 언덕 (별칭 :사하후루미네)에
자리 잡고, 텐무 천황 하쿠호우 2 년
(673 년)에 유모토 사하코에 이동,
메이와 5 년 (1768 년)에 현재 위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ㅤ제신은 지하
자원의 신 의약을 관장하는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철이 개최하는 축제는
별명을 「사츠키 (일본어로 5월이라는
뜻)축제」 라고 하며 매년 5 월 2, 3 일에
개최됩니다.
●이와키시조반유모토마치사하코322
ㅤ☎0246-42-2007

조반 탄전(炭田)의 역사와 국내외에서 발굴된
수많은 화석을 전시하는 박물관. 1968 년에
시내에서 발굴된 「후타바 사우루스 ·
스즈키이」의 전신 골격은 필수입니다. 또한
조반 탄전이 번창했을 당시의 귀중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모의 갱도에서는 탄광의
생활과 역사 등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토 · 일
· 공휴일은 호박을 사용한 액세서리 만들기와
암모나이트 표본 제작 체험 워크숍도
개최되어 가족들에게 인기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이와키시조반유모토마치무카이다3-1
ㅤ☎0246-42-3155
●영업시간：9：00～17：00
●정휴일：제３화요일

Uluru

●
●

쓰나미 피난빌딩
자전거 대여
해외발행카드 대응 ATM

아쿠아마린 후쿠시마

우체국
화장실
주차장

「이와키나나하마 바닷길」의 아쿠아 마린 파크를 기점으로
오나하마 시내를 주유하는 코스입니다. 세련된 카페와 스위트
등을 돌아다닐 수 있는 특히 여성에게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

이와키 라·라·뮤
레스토랑 오나하마 비쇼쿠호텔

아쿠아마린파크
● 오나하마 마린브리지

신사
벚꽃 명소

※아쿠아 마린 파크의 「시오메노역 오나하마 미식 호텔」에서는 자전거 대여
ㅤ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나하마 지역은 「아쿠아 마린 후쿠시마」나 「이와키 라라뮤」등이 존재하는
ㅤ관광 교류의 거점으로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아쿠아마린 후쿠시마

도미가우라 공원

이온몰 이와키 오나하마

일본 최초의 상업시설복합형
클럽하우스. 「스포츠를 통해
이와키를 동북 제일의 도시」를
비전으로 내거는 프로 축구 클럽
「이와키FC」의 본거지. 관내에는
세계 수준의 스포츠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부담없이 들를
수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 「UNDER
ARMOUR」아울렛 등이 있습니다.
휴일에는 이와키FC 아카데미의
경기 및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됩니다.
●이와키시조반 카미유나가야마치
ㅤ카마노마에1-1
ㅤ☎0246-43-2677
●이용시간：10：00～24：00
ㅤ（점포마다 다름） ●정휴일：
점포마다 다름

다마가와중학교
●

오나하마 우체국

●

고속버스 정류장 ●

절
신사

이즈미역

오나하마 지소

젤리의 집

●

렌터카

14

239

오나하마 시민회관

해외발행카드 대응 ATM

벚꽃 명소

6

이와키 시청 ● ●

●이와키시오가와마치카미오가와우
ㅤ에노우치6-1
ㅤ☎0246-83-0005（이와키시립 쿠사노 신페이 기념문학관）
●영업시간：〈４월～10월〉9：00～16：00〈11월～３월〉9：00～15：00ㅤ
●정휴일：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날)·12월29일～1월1일
●요금：무료 입장

교무 슈퍼마켓

경찰서

6

강

문화훈장수상이자 이와키시의
명예 시민이기도 하는 시인
「쿠사노 신페이」가 16세까지
살았던 생가입니다. 당시의 생가
모형과 연보, 음성 해설 등으로
신페이의 다감한 유소년 시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위치하는 후타츠야산을 비롯해
신페이의 고향을 볼 수
있습니다.

오나하마 시가지코스 （약11㎞）

N0.

cycling route

우체국

와라

20

이와키 주오경찰서

쓰나미히난비루

● 21세기 숲 공원

후지

JR
조반선

이와키 예술문화교류관 아리오스

이와키신치우체국

이와키 FC파크

20

6

이와키역

역

이와키유모토병원

56

시인 쿠사노신페이의 생가

백조 도래지

이와키 주오IC

온천(광천)

49

JRA 경주용 말의 재활온천

도로

고속

●

아카이역

숙박시설

48

이즈미키타초등학교 ●

카고바의 폭포는 나츠이강
지류의 계곡 「세도가로 ( 背 峨
廊 )」의 입구에서 나츠이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습을
드 러 낸 다 낙 차 5 m 의
폭포입니다. 암 사이에서 흘러
내리는 모양은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에 때의 타이라 영주가
걸음을 멈추고 경치를 만끽한
역사에서 카고바의 폭포의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키 주오경찰서
오가와주재소

●이와키시오가와마치시오다
ㅤ☎0246-22-7480（관광사업가）

병원

유모토역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원천
족탕 장소입니다. 뜨거운 족탕과
덜 뜨거운 족의 2 종류의 족탕
외에도 손만 넣을 수 있는
탕이나 애완 동물 전문 족탕도
있습니다. 부지 내에는 원천
발견을 기념으로 세운 비석이
있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휴식 공간으로 많은
이벤트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가와 스와 신사는 시내 유수의
벚꽃의 명소입니다. 수령 500
년 이상을 자랑하는 수양
벚나무는 이와키시에서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벚꽃의 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밤에
라이트업이 되어 환상적으로
떠오르는 모습은 아주 아름답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이와키시오가와마치타카하기아자이
있습니다. 봄의 이와키 관광에
ㅤ에노마에140-1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ㅤ☎0246-83-0178
명소입니다.

가고바 폭포

조반

가시마 신사

물품 보관함

1600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리마온천, 도고온천과
더불어 일본 3대 역사 깊은
온천의 하나라고도 하는 「이와키
유모토 온천 " 세계 최고의 매분
5 톤의 유량을 자랑하는 천연
유황천에서 많은 효능을 가지기
때문에 「미인의 탕」 「심장의 탕」
「뜨거운 탕」라고도 합니다.
당일치기로 입욕을 할 수 있는
온천 시설도 많고, 공중 목욕
시설도 인기입니다.

●이와키시조반시라토리마치우에노하라71
ㅤ☎0246-43-3185
●이용시간：9：00～17：00
（견학：평일15:00쯤까지、토요일·휴일 오전만）
●정휴일：일요일ㅤ●요금：견학 무료

오가와우체국
오가와고역

41

자전거 대여

이와키시 석탄·화석관 호루루

현역 경주마의 재활을 전문으로
ㅤ하는 일본 유일한 「말의 온천」
입니다. 이와키 유모토 온천
마을의 중심부에서 차로 약10
분의 산간에 있고 온천에서
느긋하게 피로를 푸는 말을 볼
할 수 있습니다. 5 ~ 10 월의
평일 13:30에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

41

오가와 스와 신사

안내소

이와키의료센터

20

아카야시오(진달래과)

133

ＪＲ철도

쓰루노아시유

● 고고자료관

고다마댐

14 현도

65

이와키 유모토 온천향
온센 신사

오가와 스와 신사
쿠사노 신페이 기념문학관 ●

6 국도

대중온천탕 미유키노유

주차장

●

역

※ 이와키유모토온천여관협동조합에서는 자전거 대여를 실시하고
ㅤ있으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동요관 ●

●이와키시요쓰쿠라마치아자히가시
ㅤ2-167-1
ㅤ☎0246-32-6460
●정휴일：월요일

이와키시 시내 관광 코스（약37㎞）

N0.

cycling route

벚꽃 명소

399

신사

대중온천탕 사하코노유

●

온천(광천)

나메쓰강

이와키 유모토병원

벚꽃 명소

숙박시설

이와키
신마이코하이츠

●

우치고역

쓰루노아시유 족욕탕

자전거 대여

241

●

온천(광천)

ＪＲ철도

다카쿠보어린이집
●

렌터카
26
신사

시인 쿠사노신페이의 생가

식당 쿠사노네

6 국도

다카쿠 보육원 ●

국보 시라미즈 아미다도
(아미타당)

이와키시 석탄·화석관 호루루

숙박시설

●

이와키 해안 현립자연공원

안내소
자전거 대여

간포노야도 이와키

●이와키시요쓰쿠라마치 나카지마
ㅤ아자히로마치1
ㅤ☎0246-38-8851
●정휴일：둘째 주, 셋째 주 수요일

일본3대 역사 깊은 온천 중의 하나로 꼽히는 「이와키 유모토
온천」은 기모노를 입고 훌라댄스를 추는 「훌라 여주인」를
비롯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훌라를 통해서 「오모테나시
(일본식 대접)」이나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놀러 오세요.

ＪＲ철도
14 현도

6

주차장

●이와키시타이라이즈미자키아자스나
ㅤ다48-1
ㅤ☎0246-88-8233
●영업시간：9：00～18：00 ㅤ(마지막 주문17：30)
●정휴일：목요일(부정기휴무有)

나쓰이초등학교

오쿠니타마 신사

화장실

135

도로
고속

요쓰쿠라

원더팜 전국에서도 드문 토마토의
테마파크입니다. 다채로운9종의
토마토 「토마토 따기」를 즐길 수
있고 레스토랑 「숲의 키친」은 바로
딴 토마토, 카레, 돌로 만든 가마로
구운 본격적인 피자, 현지의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한 오리지널 요리 등
40종류의 메뉴가 무한 리필 !
직매소 「숲의 마르쉐」에서는,
이와키시가 자랑하는 브랜드
토마토 「선샤인 토마토」를 중심으로
토마토 주스나 잼 등의 가공품,
토마토를 사용한 스위트, 현지의
신선한 야채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기념품도 준비되어있습니다.

나쓰이강

쓰
반에

●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와키시 히사노하마의 부흥을
목표로 지진 재해로부터 반년 후,
초등학교의 부지 내에서 생긴 가설
점포 「하마카제 상가( 浜風商店街 )」
을 거쳐 2017 년 4 월에 오픈 한
커뮤니티 상업 시설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자선 가게 등이
입점하고, 상가 및 지역 주민이
중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음식
제공 」 , 「미소를 연결하는 흥미로운
장소의 제공」 , 「일 (장소) 만들기」를
기본 컨셉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쓰이강

●

우체국

큰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비추는
밝은 가계 내에 들어가면 커피와
과자 또 빵의 좋은 향기가 맡아볼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볶은
스페셜 커피를 사용한 드립
커피와 에스프레소 음료와
과자나 빵을 중심으로 한 메뉴.
맛있는 커피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충전 /
Wi-Fi 이용 가능)

아그리파크관광 딸기농원

조반
선

태평양 건강센터 가니아라이온천

신사

코방(파출소)
해외발행카드 대응 ATM

신마이코의 바닷길에 존재하는
온천 숙박 시설입니다. 신마이코
온천 「유목의 탕」은 당일치기로
입욕할 수 있으며, 태평양이
보이는
전망대
목욕탕이
인기입니다. 맛있는 요리와
해산물을 맛볼 수 있으며,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 축구장,
야구장 등 각종 스포츠 시설도
병설하고 되어있습니다.

BLUE MUG COFFEE

●이와키시요쓰쿠라아자6-164-2
ㅤ☎0246-32-2500

핫타치 야쿠시 하류지

후쿠시마현
이와키 해변 자연의 집 ●

우체국

역
경찰서

강

●이와키시요쓰쿠라아자5-218-1
ㅤ☎0246-32-8075
●영업시간：9：00～18：00ㅤ
●정휴일：화요일、１/１

아마테라스코우다이신사

가부토즈카 고분
●
●

경찰서

안내소
물품 보관함

와라

하마카제 키라라

태평양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
노천탕으로 유명한 건강센터.
초음파 제트 목욕탕이나 바이부라
목욕탕, 침탕, 약탕 등 다양하고
풍부한 10 종의 목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매월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마카제 키라라

물품 보관함

●

후지

요쓰쿠라 해안에 접한 후쿠시마현 안에서
19 번째 휴게소입니다. 교류관 1층에서는
현지에서 채취한 신선한 야채와 수제
반찬, 기념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층은 해산물을 중심으로 한 식품 코너가
히사노하마 우체국
있고 태평양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테라스도 있습니다. 이 건물에 인접한
정보관에서는 이와키 시내 각지의 이벤트
●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더 팜(WONDER FARM)

14

6

35

JR
조

강

강
코히사

역

●
에다

선
토
쓰
에
반

사

히사노하마

4

14 현도

JR

BLUE MUG COFFEE

피코블루베리농원

●
오노 제1초등학교

6 국도

세도가로

이와키 신마이코하이츠

태평양 건강센터 가니아라이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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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키 요쓰쿠라IC ●

●

ＪＲ철도
고속도로

나쓰이가와계곡 캠프장

JR
조
반
선

휴게소 미치노에키 요쓰쿠라코

6

히

나쓰이가와계곡 현립자연공원

나쓰이가와 계곡은 많은 폭포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많은
경관을 볼 수 있는 경승지. 봄에는 아카야시오(진달래과) ,
단풍의 시기에는 화려한 단풍을 계곡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풍경과 사이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실물센터

절

오

나쓰이강계곡도전코스（약46㎞）

아카야시오(진달래과)

주차장

●

3

N0.

cycling route

가고바 폭포

식당 쿠사노네

스에쓰기

우체국
화장실

●

N0.

신마이코 사이클 스테이션을 기점으로 북쪽 방향을
달리는 코스입니다. 코스의 절반은 이와키시만이 가지는
바닷길의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마이코 사이클
스테이션에서 자전거 대여 서비스 및 수리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많은 이용 바랍니다.

●

Sea-Dinosaur Centre

cycling route

●

요쓰쿠라

역

반
35

신마이코하이츠북부코스（약26㎞）

온천(광천)

조

이와키시 암모나이트센터

2

N0.

cycling route

247

14 현도

도

●

「이와키 나나하마 바닷길」의 북부를 달리는 코스입니다.
휴게소 요쓰쿠라항을 시작으로 요쓰쿠라 · 히사노하마
지역을 둘립니다. 푸른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맛있는 산해의 은혜를 만끽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습니다.

JR

1

N0.

cycling route

●

이와키 마린타워

Ｕｌｕｒｕ

젤리의집
오나하마 항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지대에 위치하는
카페입니다. 실내는 아늑한
복고풍 분위기에서 주문을
받고 나서 구워 시작하는
바싹바싹한 와플이 인기입니다.

●이와키시오나하마시모카지로미사키12-3 ㅤ☎0246-68-6910
●영업시간：11：00～17：00ㅤ
●정휴일：일요일、첫째 주 월요일

우미네코상점

수제 젤리 전문점. 보석처럼
선명하고 맛의 종류도 다양하고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 젤리가
쇼케이스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다 떨어질 정도의
인기가 있습니다.
●이와키시오나하마테라마와리초7-16ㅤ☎0246-54-2431
●영업시간：9：00～15：00ㅤ●정휴일：토요일、일요일、휴일

오나하마 비쇼쿠호텔
자가 로스팅 커피와 갓 구운
빵, 크림 소다가 인기의 카페.
바다를 연상시키는 멋진
마시코 도자기나 잡화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예쁜 경치가
펼쳐지는 가계 내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와키시오나하마오하라토미오카마에100
ㅤ☎0246-51-7420
●영업시간：9：00～18：00
●정휴일：매주 월요일, 화요일

「바다 음식과 노렌가이」를
컨셉으로 바다를 바라 보면서
오나하마 특유의 해물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쇼핑도 즐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명물 「점보
카지키멘치(청새치가츠)」은
이와키의 Sea 급 음식으로
●이와키시오나하마아자타쓰미초43-9 인기가 있습니다.
ㅤ☎0246-54-3409
●영업시간：10：00～19：00(레스토랑은 22시까지 영업）
●부정기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