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쿠시마마르셰
약 80개의 파라솔이 줄지어 늘어선 산지직송 

시장음식대국 도쿠시마를 대표하는 산지직송 

시장입니다.

●일시/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9:00∼15:00

●장소/신마치산책로&강변공원

●문의처/도쿠시마마르셰사무국

Tel.088-657-7511

http://tokushima-marche.jp

도쿠시마빗쿠리일요시장
시민에게 사랑받는 도이야마치의 아침시장입니다.

틀림없이 당신만의 저렴하고 진귀한 물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일시/매주 일요일 개최·우천시에도 개최

　　　조조∼14:00경

●장소/도쿠시마시 도이야마치(섬유도매단지내)

●문의처/빗쿠리일요시장사무국 Tel.088-653-1161

http://www.nichiyouichi.com/

도쿠시마 라면

도쿠시마시내만에서도 100곳 이상의 
가게가 있는 도쿠시마의 라면가게. 맛은 
달면서도 짭짭하며 감칠맛이 깊은 
국물의 간장맛.

●소재지/도쿠시마시 신마치바시 2-20

●TEL/088-611-1611

●장소/아와오도리회관 2층홀

●한낮의 춤/전속단체에 의한 아와오도리

　공연시간 40분 4회 공연

　[11:00∼, 14:00∼, 15:00∼, 16:00∼]

　입장료:대인 800엔, 초·중학생400엔

●저녁의 춤/유명단체에 의한 아와도오리

　공연시간 50분 1회 공연(20:00∼)

　입장료:대인 1000엔, 초·중학생500엔

http://www.awaodori-kaikan.jp

※상기 공연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와오도리회관
일 년 내내 아와오도리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아와오도리회관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획한 호화로운 아와오도리를 매일(휴관일 등을 제외함)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테랑 댄서의 지도를 받아 아와오도리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회관내에서는 아와오도리의 역사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아와오도리 뮤지엄」을 만날 수 있고, 5층에는 비산케이블카의 산록역이 있어 

약 6분만에 비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1층에는 현내 최대급의 토산물 

판매공간이 있어 도쿠시마의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제13번 후다쇼·다이니치사

도쿠시마시 이치노미야쵸 

니시쵸 263

Tel.088-644-0069

■ 제14번 후다쇼·죠라쿠사

도쿠시마시 고쿠후쵸 엔메이 

606　Tel.088-642-0471

■ 제15번 후다쇼·고쿠분사

도쿠시마시 고쿠후쵸 야노 

718-1

Tel.088-642-0525

●영업시간/연중무휴(점검일을 제외함)  4월∼10월 9:00∼21:00

(아와오도리 기간 중(8월 12일∼15일) 22:00까지

11월∼3월 9:00∼17:30

●문의처／

Tel.088-656-2525

http://www.city.tokushima.

tokushima.jp/johaku/

쪽염색공예관/도쿠시마시 오우진쵸 히가시사다카타 
아자니시가와부치 81-1　Tel.088-641-3181

오카모토직조공장/도쿠시마시 고쿠후쵸 와다161
Tel.088-642-0062

나가오직조합명회사/도쿠시마시 고쿠후쵸 와다 189
Tel.088-642-1228

후루쇼 염색공장/
도쿠시마시 사코7반초9-12
Tel.088-622-3028

400년의 역사를 지닌 도쿠시마의 여름축제
흥겨운 리듬에 댄서나 관람객의 
몸과 마음도 들썩인다.

효탄섬유람선 도쿠시마시내 5개소를 
방문하여 체험

시코쿠영지 88개소

비산케이블카

쪽염색 아와인형죠루리(浄瑠璃)

도쿠시마 중심부의 2개의 강에 둘러싸인 모래사장이 표주박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일본어로 표주박을 뜻하는 효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효탄섬을 유람하는 크루즈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접수장소/신마치강 강변공원 보트하우스앞(료고쿠교 북쪽끝)

●승선료/무료(단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운휴일/1월 1일

시코쿠영지 1번 후다쇼 「료젠사」가 있는 도쿠시마현은 

시코쿠순례의 출발점입니다. 88개의 절 중 도쿠시마현내에는 

미나미쵸의 23번 후다쇼 「야쿠오사」까지가 산재해 있고, 

도쿠시마시내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표고 290미터의 「비산」은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친숙한 

거리의 상징입니다. 또한 정상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일본의 야경 스팟 톱20」에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가문에 전해지는 갑옷과 투구나 전국에서 유일한 군주 고래잡이배 「센잔마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구(舊)도쿠시마성 오모테정전 정원은 가레산스이와 축산천수(築山泉水) 정원을 조합한 유명한 

정원으로 일본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도쿠시마 중앙공원은 봄에는 벚꽃의 명소, 가을에는 단풍의 

명소이기도 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원입니다

●주소/도쿠시마시 도쿠시마쵸 1번지 8

●개원/[박물관] 9:30∼17:00(입장은 16:30까지)

　　　　[정원] 9:00∼17:00(입장은 16:30까지)

●입관료/[박물관] 대인 300엔, 고교·대학생 200엔, 중학생 이하 무료, 

단체할인 있음(20명 이상 20% 할인)

※특별전의 관람료는 별도   [정원] 대인 50엔, 소인 30엔

●휴원/매주 월요일, 공휴일의 다음 날, 연말연시(12월 28일∼1월 4일)

●일정/연중 11시부터 40분마다 운항(최종 15:40 출항)

　　　　7월∼8월 11시부터 40분마다 운항

　　　　(최종 15:40 출항)　　　　　　  

　　　　17시부터 40분마다 운항(최종 19:40 출항)

　　　　(末班:19:40開船)

　　　　※8월12일∼15일 9:00∼22:00정도까지

　　　　　약 15분 간격으로 출항하고 있습니다.

●문의처/신마치강을 지키는 모임  Tel.090-3783-2084

　　　　 도쿠시마시 관광과  Tel.088-621-5232

도쿠시마시의 상징 비산 정상으로

보고, 춤추고, 체험하는

도쿠시마에 오면 꼭 먹자

도쿠시마 중앙공원 안에 있는 도쿠시마성 박물관은 

도쿠시마번과 번주 하치스카 가문에 관한 귀중한 

자료를 많이 전시·소장하고 있습니다. 하치스카 

도쿠시마의 전통산업인 쪽염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염색 손수건을 만들어 볼까요?

토모니SunSun마켓
농산물이나 해산물, 특산가공품, 각종 반찬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아침시장입니다.

●일시/매월 셋째 주 일요일10:00∼15:00

●장소/신마치강 강변공원

●咨询处／문의처/특정비영리활동법인 
챌린지서포터즈  Tel.088-653-3211

아침시장 정보 도쿠시마시는 바다, 산,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환경으로 신선한 농수산물이 

가득합니다.이러한 지형적 특징으로 아침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와인형죠루리는 에도시대부터 메이지시대에 걸쳐 한창 공연되었던 아와·
도쿠시마가 자랑하는 향토예능입니다. 아와쥬로베에 저택에서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아와인형죠루리」을 매일 공연하고 있습니다.
체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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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ODORI

인형죠루리의 데코인형

도쿠시마산 재팬블루를 

선물하자

아와오도리는 도쿠시마·일본을 

대표하는 정열적인 축제입니다. 기간 

중(8/12∼15)에는 도쿠시마시 

중심가가 춤의 소용돌이로 변하여 

흥분의 도가니가 됩니다. 자, 어서 

도쿠시마의 열기를 느껴 보세요.

세계에도 그 이름을 알린 400년의 

역사를 지닌 도쿠시마의 여름축제 

「아와오도리」.

아와오도리는 저녁(오후 6시)에 

시작됩니다. 열기에 휩싸인 회장은 「2

박자」의 리듬을 타면서 단숨에 

열기를 띱니다. 춤은 오후 10시 30

분까지 계속됩니다. 메인 회장은 

시의 중심부인 공원이나 거리에 

설치된 춤 공연장입니다. 그 외 시내 

각지에서 다채로운 춤 관련 행사가 

열립니다.

아와오도리 
정식행사는
8/12∼15

아와오도리란…

■ 제16번 후다쇼·간온사

도쿠시마시 고쿠후쵸 

간온지 49-2

Tel.088-642-2375

■ 제17번 후다쇼·이도사

도쿠시마시 고쿠후쵸 

이도기타야시키 80-1

Tel.088-642-1324

●장소/도쿠시마시 신마치바시 2-20(아와오도리회관 5F)

●문의처/Tel.088-652-3617

●운임/대인:편도 610엔, 왕복1,020엔

　　　 초등학생:편도 300엔, 왕복 51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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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시마성 박물관과 구(舊)도쿠시마성 오모테정전 정원

●장소/도쿠시마시 가와우치쵸 미야지마혼우라 184

●문의처/Tel.088-665-2202

●입관료/일반 410엔, 고교·대학생 300엔, 초·중학생 200엔

●개관시간/9:30∼17:00(7월 1일∼8월 31일은 ∼18:00까지)

●휴관일/연말연시(12월 31일∼1월 3일)

●정기공연시간/11:00, 14:00(약 30분간, 전석 자유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