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오시마(大島) 만이 가지고 있는 일품 

먹어보자 ! 벳코우 초밥! 
이즈오섬 1번 그룹 

 

 

벳코우 초밥은… 

이즈오섬에서 먹을 수 있는 초밥의 일종이다. 섬(島)고추가 들어간 간장에 흰 생선을 담그고 그것을 

초밥으로 한 것이다. 

담근 후 색이 거북이 등딱지로 만들었다는 벳코우 세공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무엇이 보통의 초밥과 다른 것일까? 

벳코우 초밥  초밥 

카라 멜 색 색 물고기의 색 

담그기, 절이기 만드는 법 생선 토막 그대로 

고추간장 맛 소재 본래의 맛 

장기보존 목적 신선한 재료의 즐거움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에는 오시마만의 사정이 있다!!! 

날씨가 온화하고 내지(內地)에서 벗어나 있어 썩지 않게 장기 보존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은 옛날부터 장기보전을 위해 그 지역에 맞춰 여러가지의 궁리를 해왔다. 

오시마에서는 섬고추간장으로 절인 것 으 로 장기보존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부(波浮)를 걸으며, 지구를 걸어 다녀보자! 

~화산의 힘으로 만들어진 항구~ 
 

◇◆역사◆◇ 

838년에 화산이 분화를 시작하여, 분화구에 빗물이 고인 후 연못이 되었다. 

1703년에 지진, 쓰나미의 영향으로 연못이 무너져 바다와 이어지고, 

1800년쯤에 항구로 개항(開港)되었습니다. 

옛 화산 덕 에 개항 된 … 지구의 힘으로 태어났다!! 

                             

 

◇◆포인트◆◇ 

『하부(波浮)를 걸으며, 지구를 걸어 다녀보자!』 

☆왜 옛 화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 

파도를 떠다니듯 산책을 하는 것은 지구를 산책하는것과 같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화구벽을 내려가는 것과 같다. 

     →항구에 서는 것은 화구에 서있는것과 같다. 

 

 

 

계단…화구벽 
항구…화 

☜ 미나토미하라시다이 

 (波浮港見晴台) 풍경 

 



체감・체험!!! 오시아 공원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당신~ 

추천하는 장소 

【해안 산책로】	 소요시간 : 20분~3시간 (쉬운 코스와 어려운 코스가 있음) 

~해안 산책로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해안 자연 산책로는 오시마 공원의 정글! 오시마 공원의 대자연을 느끼면서 
와일드한 하이킹을 즐기고 싶은 분, 등산하는 듯한 느낌을 느끼고 싶은 분
은 꼭 가보세요.  

화산섬의 절벽으로부터 보이는 바다의 경치는 섬에서 최고입니다. 

＊덧붙여서…고된 하이킹 후 먹는 오시마 우유 아이스크림은 최고입니다. 

【동백나무 축제(츠바키 축제)】 소요시간 : 30분 

~이즈오 섬의 향토 예능을 체험~ 

시기 : 1월 하순부터 3월 하순까지 

안코상(あんこ ) 의상을 입고, 안코상 기분을! 남성이 입어도 신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현지의 안코상과 함께 ‘아시타바춤’을 춥시다!  

＊안코상은…섬의 전통적인 의상을 입은 여성을 말합니다. 귀엽죠? 

【오시마 동물공원】	 소요시간 : 약 1시간~2시간 

~동물과 가깝게~ 

당나귀,돼지,호랑이꼬리여우원숭이이게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공원내 먹이를 팔지 않으니 주의! 

매점에서 반드시 사서 갑시다! 동물의 본능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분출된 용암의 느낌을 살린 우리에는 바르바리 시프,호랑이꼬리여우원숭이
가 느긋하게 살고있습니다. 플라잉 케이지로는 새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가
깝게 볼 수 있습니다. 

＊동물원 어디서든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섬 특징입니다! 

 

추천하는 장소 

동백나무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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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600 

椿資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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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마우유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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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축제 오프 시즌에는 동백공원을 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1월하순~3월하순에 개최된 동백나무 
축제기간에만 볼 수 있는 안코와 전통적인 
춤을 즐기고, 안코의상 체험도 가능합니다.   

꽃이 좀처럼 잘 피지 않는 이 시기에 
예쁜 동백나무를 즐길 뿐 만 아니라  
이 시기 특유의 동백나무를 볼 수 

있으며, 역사도 배운다! 
 

계절한정의 동백나무 
금화차 

 

『이즈오 섬을 꽉 압축한 오시마 섬』  
 

 

안코의상체험모습 

오시마 우유를 사용한 
아이스크림 

 



 

도립 오시마 공원의 매력 

도립 오시마 공원은 식물원, 동백나무 공원, 동물원, 하이킹 코스 등으로 구성된 이즈오시마 자연 
공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물원과 계절한정으로 행하는 동백나무 축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동물원】 

도립 오시마 호수 동물원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동물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당나귀와 돼지, 
원숭이 등을 직접 손으로 먹이를 줄 수 있고, 큰 버드 케이지 안에 들어가 펜스를 넘어가지 않는 
곳에서 새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물을 보는 것 뿐 만 아니라 화산분화 시기의 용암으로 형
성된 원숭이산을 보거나, 곳 곳에서는 이즈오시마의 깨끗한 바다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화산, 
동물, 바다의 절경의 3가지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도립 오시마 동물원 뿐 입니다. 

【동백나무 축제】 

동백나무 축제는 동백꽃(ヤブツバキ)이 유명한 이즈오시마에서 매년 1월 하순부터 3월 하순까지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이 동백 축제만의 특유의 4가지가 있습니다. 1번째는 동백원은 동백나무 축
제 중에만 입장 할 수 있어, 원내 중에서도 특히 온실에서 많은 동백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온실 
안은 동백꽃의 좋은 향기가 넘쳐나고, 동백의 수는 온실을 포함한 동백원 내에서 약 1000종에 달
합니다. 2번째는 안코의 춤을 보거나 그 춤을 함께 출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안코상은 여성을  
의미하는 「아네코상」을 방언 발음한 단어입니다. 과거 스카프와 앞치마를 입고 작업하는 여성
들을 「안코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코상은 빗물을 모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머리에 이어 실어 
날랐습니다. 이 전통을 바탕으로 지금은 안코상의 코스튬을 입은 여성을 안코상이라고 부르게 되
었습니다. 이어서 3번째는 무료로 안코상의 의상을 체험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부끄럽다고 말할
지도 모르겠지만, 점점 희미해지고 진심으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1년중 개관하는 동백나무 
자료관에서 동백나무축제 기간 중에는 많은 종류의 생화 동백나무의 꽃이 전시 되어있거나 동백
나무를 소개 하는 전시물이 있습니다. 

「 동백나무, 미소가 피어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동백나무 축제의 슬로건입니다. 동백 축제기간은 동백꽃의 절정이며 많은 
동백나무가 꽃을 피웁니다. 동백축제에서는 방문한 사람은 물론 지역 사람들도 웃는 얼굴이 됩니
다. 이것은 노점판매상과 안코상의 의상을 입혀주는 섬의 여성과 자연스럽게 섬의 역사나 명물 
등에 대해 이야기가 생기고,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립 오시마 공원의 매력 

안코상(좌),여러가지 동백꽃(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