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뉴 이마리

＋

이마부쿠야 여관
이마리 그랜드호텔
포레스트인 이마리
갓포 여관 히사고

（단체30）

비즈니스 호텔 가네코
비즈니스 호텔 미사코
이마리 호텔
센트럴 호텔 이마리
８

비즈니스 호텔 신텐
이마리 유메미사키 공원

재미있는
자전거 린린로드

투구게
하우스

4

다키후지

6

·이마 아리타
공립 병원

하타쓰
후레아이 광장

포레스트인
이마리

당나라선박성공원

사이히 카메 노 택시

3

이마리 마치나카
이치반칸

문

이마리시 관광협회

2014.1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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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리 나베시마야키회관
이마리 아리타야키 전통산업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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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마리 후루사토무라
이마리 마치나카 이치반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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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리 시청(관광과)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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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리 마치나카
이치반칸

사이와이다리

1

12

A

I

이마리가와 강에는 행복을
부른다는 3 개의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고이 마리 인형

고이마리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거리

행복의 다리

아이오이바시 다리
부부나 연인이 함께 건너면
화목해진다는 아이오이바시
다리. 강변에 2 그루
소나무가 부부 소나무처럼
사이좋게 서있다고 해서
"아이오이바시(相生橋)
다리"라고 합니다.

상가 입구에 도자기로 만들어진 2
개의 미인상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큰
도자기 인형은 아마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오이바시 다리
건강을 기원하며 건너면
장생한다는 엔메이바시 다리. 이
다리 옆에 있는
"연명지장(延命地蔵)"의 이름을
따서 "엔메이바시(延命橋)
다리"라고 명명했습니다.

고이 마리 태엽 시계

애칭는 마리온(万里音). 21 세기의
개막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해 이마리
거리의시간을 새기고 있습니다.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1 시간마다
고이마리(古伊万里)를 선적하는 항구의
모습을 재현합니다.

사이와이바시 다리

도보로 천천히 둘러보는 이마리 시가지 .
역사와 정서의 거리를 산책 .

"아이오이바시 다리"
"엔메이바시 다리"와 함께
길하다는 다리로 이 다리를
건너면부부나 연인이 평생
화목하게 오래 살아서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이마리 마치나카 이치반칸

시민의 커뮤니티 광장. 1 층에는 레스토랑 "후루사토
야쿠젠슌"과 고장 특산물이나 수제
잡화 등을 모아놓은 "박스캘러리"를 병설.
2, 3 층에는 전시회나 발표회 등의 이벤트 광장 및 교류
공간이 있는 지역 활성화를위한 시설입니다

이마리
마치나카
이치반칸

仲町관음거리

●2월 하순
이마리 매화축제(이마리 매원)
●2월 하순~5월 상순
딸기따기(오쓰보초)
●3월 하순~4월 상순
묘조(明星) 벚꽃 외 시내각지의
벚꽃놀이철
●4월 1일~5일
봄 도자기 시장(오카와치야마)
●4월 상순
국제 아마추어 도예전
●5월 상순
진달래 축제(다케노코바 공원)

●6월 하순~8월 하순
풍령축제(오카와치야마)
●7월 상순
이마리비치 해수욕장 개장
●8월 상순
돗찬축제
이마리시민 납량 불꽃놀이대회
●8월 14일
못코오도리 춤(구로카와초)
●8월 24일
지장(地蔵) 축제(오카와초)
●8월 하순~9월 중순
배ㆍ포도따기(미나미하타초ㆍ
마쓰우라초)

배 사냥

중심 시가지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마리
유메미사키 공원은 가까운
곳에이마린비치 등 해양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산과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서 풍광이 아름답고
자연이 풍부한 공원입니다.
이마리 매원

규슈 서부지역에서 제일 넓은 매원
후지노오 지구에 있는 이 이마리 매원은 규슈
서부지역에서 규모가 제일 크다고합니다.
매화가 활짝 피는 2 월 하순에는 "매화축제"가
개최돼 다양한이벤트가열립니다.

레스토랑
침니
스테이크
하우스
쓰지카와

민가 레스토랑
이마리테이

문의

레스토랑 이시케리
0955-23-3922
스테이크 하우스 라이온
0955-23-9772
스테이크 레스토랑 쇼
0955-22-6661

민가 레스토랑 이마리테이 레스토랑 루라루
0955-24-2211
0955-22-3953
스테이크 하우스 쓰지카와
레스토랑 사카키
0955-23-0198
0955-23-2660
포레스토인 이마리
레스토랑 침니
0955-23-1001
0955-23-0515

불꽃놀이

●8월 하순~11월 중순
사과따기(오카와초)
●10월 제2일요일
후마네키후류 축제(미나미하타초)
●10월 19일의 다음 금ㆍ토ㆍ일요일
이마리 돈텐톤 축제ㆍ이마리 가을축제
●11월 1일~5일
나베시마 번요(藩窯)
가을축제(오카와치야마)

쉬고 놀고 배우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루종일 안심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공원입니다.

포레스토인
이마리

풍령축제

돈텐톤 축제
10월 19일의 다음 금ㆍ토
ㆍ일요일
축제가펼쳐집니다. 난보쿠초
(南北朝)시대의 고사를 모방해
구스노키 가문의 육군과
아시카가 가문의 수군이 싸운
것을재현한 축제라고 합니다.

●12월 1일
야만테라 축제
자기(磁器) 히나 축제
●12월 첫번째 묘일(토끼날) 전야
도리오이 축제(니리초)
●1월 중순
에비스 축제(중심 상가)
●2월 상순~3월 상순
자기(磁器) 히나 축제(오카와치야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