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기 후루사토(고향) 플라자 안내
「미야기 후루사토(고향) 플라자」는 수도권 여러분들에게 미야기현의 매력적인 특산품 및 관광 정보
를 종합적으로 발신하는 거점 시설 (안테나 숍)입니다.
본 플라자 1층에서는 미야기 추천 상품의 전시 및 판매는 물론이고, 현내 기업이 만든 신제품의 테스
트 판매와 현내 기업과 각 지역이 고객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 판매하는 이벤트판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는 미야기의 지역술과 전통 공예품 판매 외에, 미야기의 사계절 관광 이벤트 정보를 소개하는 코
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야기 후루사토(고향) 플라자」에 꼭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매장 소개
1

2

1. 특산품 판매 코너, 이벤트 판매 코너
수산가공품, 농산가공품, 쌀, 과자류 등 미야
기현 각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 미야기의 쌀 코너

3

4

쌀 재배지역으로 유명한 미야기가 자랑하는 「히토
메보레」와 ｢사사니시키｣ 쌀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음식 코너
센다이 명물로 유명한 「규탄(우설요리)」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4.미야기의 지역술(日本酒) 코너

5

6

「순미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미야기의 각종 「지역술」을 다량 취급하고 있습니다.
5.전통 공예품과 특산품 판매 코너
전통공예품 「고케시(목각인형)」와
「오가쓰벼루」등 미야기가 자랑하는 공예품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6.관광 정보 코너
미야기와 관련한 관광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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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기의 추천 특산품

사사카마보코

미야기의 쌀

즌다

흰 생선살을 정성껏
반죽하여 맛을 내어 대나무
잎모양으로 구운 것입니다.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대량으로 잡아올린 홍살치의
살을 으깨어서 반죽하여
손바닥으로 두드린 후 구워서
보존식품으로 만든 것이 그
기원입니다.

미야기현은 일본의 대표적
인 쌀 재배지역입니다. 특히
「히토메보레」, 「사사니시
키」가 유명합니다.

미야기현에서는 풋콩을
으깨어 만든 콩소를
「즌다」라고 합니다. 즌다는
선명하고 아름다운 녹색을
띠며, 또한 자연적인 콩
고유의 향기도 즐길 수
있습니다.

미야기현의 프로필
미야기현은 일본의 수도인 도쿄로부터 300km 북동쪽으로, 동북 지방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청 소재지인 센다이시는 동경 141 °, 북위 38 °로, 샌프란시스코와 아테네 등 세계 주요 도시와 같은
위도에 있습니다.
동쪽은 태평양에 면해있어, 풍부한 어장과 일본 삼경의 하나인 마쓰시마를 비롯한 아름다운 관광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자오, 후나가타, 구리코마 등의 산들이 이어져 있어서 아름다운 사계절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중앙부는 유수의 곡창지인 센다이 평야가 펼쳐집니다. 이와 같이 바다, 산, 강, 평야가
조화를 이룬 자연 환경이 미야기현을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쓰시마(시오가마시, 리후초,
마쓰시마마치, 히가시마쓰시마시)
봄

여름

벚꽃과 자오
(오가와라마치)

센다이 다나바타
(센다이시)

겨울

가을

나루코쿄
(오사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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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페이전트
(센다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