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시마 일주 도로

오시마 일주 도로

오시
마 일
주 도
로

S
unset P

alm
 L
ine

IZUOSH IMA GEOPARK

지구의 “위대함”을 발견하러 가자!

생
명
의 활력을 경험해 보자!

지구의 숨결을
느껴보자!

선객  대합소  2층에서  이즈오시마  

지오파크의 기본 정보 + 최신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오카다항 도착 

시에는 앞으로 둘러볼 장소 확인에 

활용하시고, 돌아갈 때는 다음 번 방문 

계획에 활용하십시오!

【개관】 당일출항 항구가 오카다항의 날의 

최종편의 출항까지(여객선 운항 시각에 

따라 변동 있음)

오카타 항구 지오역 오카다항에 도착하면 
우선 들러보자!

마그마가 상공에 힘차게 솟아오르고 

분화구 주위에 급속히 내려 쌓이는 

분화가 일어난 흔적입니다.  마그마 

알갱이가 아직 고온인 상태에서 공기에 

닿았기 때문에 산화되어 붉게 녹슨 색이 

되었습니다.  이때 생긴 작은 화산의 

형태는 이윽고 파도에 깎여 지금은 

바다를 바라보는 최고의 전망대가 되고 

있습니다.

적독 바다로 솟아오른 붉은 언덕

마그마와 바닷물이 닿아 일어난 폭발적인 

분화로 언덕이 생겼고 ,  이윽고 언덕 

기슭이 파도에 깎여 가파른 절벽이 

되었습니다. 절벽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돌이 많이 끼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격렬한 

분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화산섬에서는 화산과 물의 

충돌이 항상 진행 중입니다.

이마사키 스릴 만점의 절벽

마그마와 바닷물이 접촉한 격렬한 분화에 

의해 날아온 돌들이 신기한 광경을 

만들었습니다. 주변 땅에는 '화산두석'이 

많이 발견 됩니다. 수분을 많이 함유한 

연기 속에서 작은 암편이 핵이 되어 

주변에 미세한 화산재가 들러 붙어 둥근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카키하라 갯바위 분화한 돌을 얹은 기묘한 탑

이즈오시마의 탄생 이전 수십만년 전까지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던 오랜 화산섬의 

흔적입니다.화산 활동을 마친 섬은 곧 

파도에 깎였고, 마그마의 통로로 굳어진 

단단한 바위가 바다에 남겨졌습니다. 

후데시마 건너편 절벽에 보이는 잿빛 

스지(줄)은 마그마가 대지를 뚫고 들어간 

자국(암맥)입니다.

후데시마 화산은 남았다

용암은 때때로 지면의 높은 곳에 자라고 

있는  식물들을  남기고 ,  그  주위를  

흘러갑니다. 약 500년전 그런식으로 

용암원에 남은 벚나무의 거목은 예로부터 

항해의 표지였습니다. 800살을 넘은 

지금도 숲속에 자리 잡고 매년 봄에는 

훌륭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벚나무 오시마 벚나무는 800세! ?

에도 시대의 대폭발로 미하라 산에서 

바다까지 흘러내린 용암 지대에 자연 

지형을 살려 만들어진 동물원입니다. 

차가워지던 용암이 뒤늦게 흘러내린 

용암에 눌려 솟아오른 바위산은 원래 

바위가 많은 산지에서 살던 야생의 

양들의 멋진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오시마공원 동물원 동물원의 바위산도 용암

화산재가 내려가 쌓인 땅에 심한 분화로 

날아온 돌이 충돌하여 박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오목한 형상으로 보아 

화산에서 분출된 이 분화한 돌들은 

파부항의 화구가 생긴 분화 때에 500m 

정도 떨어진 이 해안까지 날아온 것으로 

생각됩니다(※일부 붕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우시키의 보무삿구(구덩이를 띤 상태) 방석을 깐 돌

1338년 산중턱에서 일어난 균열 분화의 

용 암류 가  산간 의  계 곡 을  내 려 와  

모토마치지역의 낮은 토지를 매립하면서 

바다까지 흘러 들어 갔습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100미터 정도 앞까지 육지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만, 주위의 연약한 

지면이 파도에 깎여 해안선이 후퇴하고 

딱 딱 한  용 암 만 이  작 은  반 도 로  

남았습니다.

장근 천연의 부두

1986년의 분화로 인해 모토마치 지구의 

지 하 수가  마그 마 의  열 로  데 워 져  

천 연 온 천 으 로  바 뀌 었 습 니 다 .  

하마노유에서는, 이즈반도에 가라앉는 

석양이  하늘과  바다를  자줏빛으로 

물들이는 광경을 노천탕 안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하수를 이용하던 

중 학 교  야 외  수 영 장 도  온 수 가  

되었습니다!

모토마치 하마노유(온천) 외 화산으로 따끈따근하게

골짜기를 흘러 내린 화산재와 화산모래, 

부 서져  작 아진  용암이  모여  생긴  

검은모래 해변입니다. 검은색이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여름에 맨발로 걸으면 

화 상을  입을  듯한  열기입니다 .  이  

해변에는 매년 바다거북이 산란때문에 

올라옵니다만, 땅속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알에서 부화하는 일수도 남쪽의 해변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모래 해변 푹신푹신한 블랙 비치

이즈오시마 화산은 물론, 일본과 세계 

화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즈오시마 

지오파크의 비밀과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인상적인 4K 영상도 상영중입니다.

【개관】 9 : 00 ~ 17 : 00, 연중 무휴 (년 

11일간의 임시휴관일 있음)

【입장료】 일반 500엔, 초중학생 250엔

이즈오시마 화산 박물관 화산을 모았습니다!

약 2만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난 대폭발, 약 100회분의 분출물이 거대한 줄무늬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지층은 1953년, 도로 건설 공사를 위해 산을 깎을 때 발견 

되었습니다. 원래 굴곡이 있는 지형을 따라 분출물이 내려가 쌓였기 때문에 크게 

물결치는 지층이 생겼습니다. 섬의 분화의 역사를 말해주는 바로 섬의 이력서입니다.

지층대 절단면 거대한 바움쿠헨

이즈 오시마 지오 파크 주변 지역 지도

9세기 초에 분화로 열린 화구에 물이 고여 화구호가 생겼습니다. 에도시대, 겐로쿠 

지진의 해일로 화구의 가장자리가 무너져 바다와 연결되고, 그 뒤에 남아 있던 큰 

바위를 사람들이 깨고 제거해 1800년에 “하부항”으로 개항 하였습니다. 깍아지른 듯한 

절벽에 주위를 지키고 있어 순풍을 기다리는 항으로 많은 어선이 기항하고 쇼와 중반 

무렵까지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또, 온화하고 아름다운 이 항구마을에 보양과 집필로 

많은 시인이나 작가들이 찾아 오시마를 테마로 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파부항 화구가 항구로 대변신!

석양이 닿으면
더욱 새빨갛게 물든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석양도 추천!

날씨나 계절에 따라
보여지는게 달라져!

햇볕이 드는 오전 중
방문을 추천!

이곳에선 암맥이 잘
보여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항구까지
내려가 보자

용암류에 둘러싸인
수영장이 있어!

이즈오시마는 '후지하코네 이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연공원법으로 보존되어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연과 

희귀한 자원을 소중히 여기면서 즐겨보세요.

국립공원 특별보호지구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자연공원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진입 암석·동식물 등의 채취·반출

오시마 일주 도로

오시마 일주 도로

●
항구가 보이는 언덕

●
항구가 보이는 언덕

●총포장의 바위 그늘 유적●총포장의 바위 그늘 유적

●바닷물이 부는 코●바닷물이 부는 코 센즈의 오솔길
(대지를 갈라놓은 듯한 신비한 분위기의 오솔길)

센즈의 오솔길
(대지를 갈라놓은 듯한 신비한 분위기의 오솔길)

해변 식
물
 군락

●구진노마루 저택
   (메이지시대에 건축된 저택)
●구진노마루 저택
   (메이지시대에 건축된 저택)

●구 미나토야 여관●구 미나토야 여관

●제1전망대●제1전망대

●제2전망대●제2전망대

필도(후데시마) 전망대

●근로 복지 회관●근로 복지 회관

하부항 전망대●하부항 전망대●

용암 유적

수국의
 무지개

 라인

토우시키 확대 지도 카키하라 갯벌 확대 지도

꽃의 릴레이를 즐기자

오시마 벚꽃

7도 제비꽃

오시마 진달래

동해상의 화채도(하나아야시마)

온 섬을 하얗게 물들이는 야생 벚꽃

발 밑의 가련한

연보라색은 봄의 신호

봄 본방! 부드러운

주홍빛이 산을 장식하다

반복되는 분화에 의한 거친 땅이나 섬 특유의 강한 바닷바람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식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섬을 물들입니다.

큰잎 팽나무

수국 사쿠 백합

꽃의 천장 ♪ 밑에서 올려다보며 즐겨

잎이 두껍고 커서

반들반들!

순비기나무
해변에 펼쳐진

연보라 융단

계국(국화목)
노란 방울과 흰

뿔테 잎이 귀엽다

야생 동백꽃
겨울의 오시마를 물들이고 섬사람이 사랑하는 꽃!

하마칸 코끼리

여름

가
을

봄

겨울

바다를 등지고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주황색 무리

용암 황야에

기품이 감도는

큰 송이의 꽃

화장실

범례

주유소

온천  당일 목욕 시설

국제 우수 동백원

차량진입금지

주차장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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