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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 기호 범례
JR
고속도로
관광 스폿
호텔・료칸
온천
레스토랑
표지 사진：도로유 온천 오쿠야마 료
칸（아키타 현）
※본 책에 기재된 데이터는 2012년
8월 10일에 작성된 것입니다.
※정보（요금, 오픈 시간, 휴일）는 변
경될 수 있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
니다.
※본 책에 기재된 요금은 원칙적으
로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요금에 특별한 기재가 없는 것은
어른 요금입니다.
※본 책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일본
국내의 번호입니다. 일본 국외에서
전화를 거실 때에는 국가번호（+81）
를 먼저 눌러주십시오.

산쿄창고（야마가타 현）

시간. 그 외 센다이（仙台）, 아키타（秋田） 등
일본 각지와 연결되어 있다.

나리타에 이어 동일본 주요 공항으로 도심에

●

전철

후쿠로다

●

부산에서

나리타공항까지 약 2시간. 오사카까지는 약 1
시간 30분. 그 외 일본 각지와 연결되어 있다.

신칸센

20

공항까지 약 2시간 30분. 오사카까지는 약 2

●

후쿠시마 현 개요

18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에서 나리타, 하네다

편 정도를 운항하고 있다. 공항에서 도쿄 중
심부까지는 전차로 1~2시간 걸린다.

※본 책에 기재된 URL 중에는 일본
어로만 된 사이트도 포함되어 있습
니다. 또한, 기재된 전화번호는 일본
어로만 대응할 수가 있으니, 미리 양
해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신도쿄국제공항（하네다공항）

서 가깝다. 서울에서 하루에 10편 이상 운항
하고 있다.
도호쿠, 기타간토의 공항
●

아오모리（青森）・아키타（秋田）・센다이（仙台）공항

인천공항에서 아오모리까지는 하루에 1편（동

나리타공항까지 약 2시간 20분. 오사카까지

절기에는 휴항）, 아키타로는 주 3편, 센다이로

약 1시간 30분. 그 외 일본 각지와 연결되어
있다.

는 하루 1편을 운항하고 있다. 그 외 일본 국
내의 주요 공항을 경유하여 도호쿠, 기타간토
의 각지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봄

여름

가쿠노다테 무사저택 （아키타 현）

마츠시마 등롱 띄우기 불꽃놀이 （미야기 현）

가을

겨울

고시키누마 （후쿠시마 현）

가마쿠라 （아키타 현）

겨울

도호쿠・기타간토의 사계
봄

여름

가을

● 계절의

● 계절의

● 계절의

특징

특징

특징

● 계절의

특징

길고 호된 겨울이 끝나고 4월에 접어들면

도호쿠 지방의 여름은 평균 기온이 25도 이

가을이 되면 기타간토는 더위가 일단락하여

12월~1월의 도호쿠 지방은 평균 기온이 영

하루하루 온기가 더해진다. 도호쿠 지방은

하로 시원한 편이다. 한편 기타간토 지방은

지내기 쉬워진다. 일본에서는 “예술의 가을”

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다. 도호쿠 지방은 미

조금 쌀쌀함이 남아있지만 여행하기에는 최
적의 시즌이다.

군마 현 남부 등이 최고기온 35도를 넘는
날이 있어 혹독한 더위가 이어진다.

이라고 하여 예술과 친숙해질 수 있는 계절.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 보는 것도 좋겠다.

야기 현과 후쿠시마 현의 태평양 연안을 빼

● 자연

● 자연

● 자연

고는 전역이 호설지대에 해당한다.
● 자연

산간부에는 눈이 남아있는 곳도 있지만, 점

신록이 물든 산과 청량한 계곡 등 자연의 아

10월~11월은 단풍이 물든 아름다운 산간부

단풍이 지면 야산은 하얀 눈으로 뒤덮인다.

차 눈이 녹으며 새싹이 돋아난다. 산간부의

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시기. 하이킹이나 래

나 고원지대를 향하여 여행객이 몰리는 시

산간부에는 스키나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

동절기 통행금지가 해제되므로 자동차를 이
용한 여행의 경우 더욱 자유로워진다.

프팅 등 아웃도어, 레저의 절정기로 많은 여
행객이 도호쿠, 기타간토 지방을 찾는다.

기. 뱃놀이나 하이킹 등 풍부한 자연을 즐겨
보자.

츠로 고조된다. 설경을 조망하며 노천탕을
즐기는 것도 인기이다.

● 미각

● 미각

● 미각

● 미각

죽순, 유채꽃, 봄 양배추 등의 봄 채소와 두

오이, 가지, 토마토 등의 여름 채소. 복숭아,

일본의 가을은 “식욕의 가을”이라고도 하여

겨울 하면 나베요리. 소, 돼지, 멧돼지, 닭 등

릅나무 순 등의 산채. 해산물로는 전갱이,

앵두 등의 과일도 제철이다. 해산물로는 문

식재료가 풍부하다. 산에서는 밤이나 감자

의 고기를 사용한 나베요리가 대중적이다.

볼락, 새우, 김 등이 대표적이다. 4월쯤에 해

어, 오징어, 성게, 가리비 등. 민물고기인 은
어도 여름의 별미이다.

류, 버섯류가 재배되고 과일로는 사과와 포

해산물로는 도호쿠 태평양 쪽의 굴이나 전

도가 재배된다. 해산물로는 꽁치나 연어가

● 축제

복이, 이바라키의 아귀가 제철. 과일로는 귤
이 많이 출하된다.

금 되는 송어, 산천어 등의 민물고기도 제철
이다.
● 축제

아오모리 현의 네부타（네푸타）축제（ ねぶ

제철이다. 쌀 수확도 가을에 행해지는 곳이
많다.

이와테 현의 자구자구 우마코（チャグチャ

た／ねぷた祭り）나 아키타 현의 간토마츠

● 축제

미야기 현의 빛의 패전트（光のページェン

グ馬コ）, 미야기 현의 아오바마츠리（青葉祭

리（竿燈まつり）등, 열기 넘치는 축제가 연

산리쿠（三陸）의 꽁치축제（さんままつり）나

ト）（센다이 시）등, 크리스마스 시기에는 시

り）에서는 민속예능 및 퍼레이드 등을 즐길

일 개최된다. 7월~8월에는 각 명소에서 타

야마가타의 이모니카이（芋煮会）등 풍작을 기

수 있다. 벚꽃 개화 시기에는 많은 명소에서

나바타 마츠리 및 불꽃놀이가 개최된다.

원하는 이벤트가 많다. 그 외 예술의 가을답

가지가 라이트 업으로 물든다. 1월~2월에
는 눈을 이용한 가마쿠라 마츠리（かまくら

게 클래식과 재즈 콘서트도 많이 개최된다.

祭り） 등이 개최된다.

벚꽃축제가 개최된다.

● 축제

아오모리 현 青森県

주목할 만한 스폿

이것은 꼭 먹어보자

● 히로사키,

● 사과

양옥 둘러보기

히로사키（弘前）에

일본 전국 사과 수

는 메이지 시대 이

확량의 50% 이상

후 많은 외국인 교

을 차지하는 아오

사를 받아들였고

모리 현. 8월~11
외국인 교사관

현재까지도 클래식
한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다.
● 세계유산

에서 사과를 맛 봐
보자.

아오모리 현과 아키타 현에 걸쳐있는 약 13
만ha의 원생림이 펼쳐진 시라카미 산지（白神

● 가리비

山地）. 세계 최대급의 원생적 너도밤나무숲
에는 여러 종류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량을 자랑하고 전국 2위이다. 달콤하고 큰 조
개관자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 도와다코

● 향토요리

호수

아오모리 현은 연간 10만 톤의 가리비 생산

세계유산 시라카미 산지（白神山地）나 도와다코（十和田湖） 호수

주변의 총 길이는 46km, 가장 깊은 곳은

대구 머리를 통째로 사용하여 채소와 함께

등 웅대한 자연과 히로사키（弘前）에 남아있는 양옥, 일본 최대급

327m에 이르는 칼데라 호수. 주변에는 너도

끓인 ‘잣파지루(じゃっぱ汁)’, 국에 전병을 넣

밤나무, 계수나무 등 자연림이 펼쳐져 있고

고 끓인 ‘센베이지루(せんべい汁)’, 성게와 전

야생동물이 생식하고 있다.

복을 사용한 ‘이치고니(いちご煮)’ 등이 있다.

축제

이 지역도 주목

조몽 촌락 터 산나이 마루야마（三内丸山）유적 등이 볼만하다. 일
본 제일의 수확량을 자랑하는 사과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참치
등, 산과 바다의 자원도 풍부하다.

시간은 약 9시간 30분. 낮에는 센다이 역이

● 히로사키

나 모리오카 역에서 아오모리 역 행 버스도

매년 8월 1~7일에

일본에서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도

운행하고 있다.
JR 버스 간토  http://www.jrbuskanto.co.jp

열리는 축제로,

불리는 지역으로, 아오모리 현 가와베（川部）

아오모리공항의 국내선은 도쿄, 삿포로, 나

<삼국지>와 <수호

고야, 오사카로의 항공편이 있고 국제선으

관광 모델 코스 （1박 2일）

지>에 나오는 무사

역과 아키타 현 히가시노시로（東能代） 역을
잇는 JR고노우센（五能線）이 인기다.

의 그림을 그려 퍼

● 오이라세

레이드를 벌인다. 부채 모양의 등롱을 만들어

약 14km에 걸친 오이라세 계류는 풍부한 수

앞면에는 무사를, 뒷면에는 요염한 미녀의 자

목과 크고 작은 폭포, 다양한 기암의 사계절
변화를 즐길 수 있다.

아오모리 현으로 가는 길
아오모리공항, 미사와（三沢）공항

로는 인천국제공항으로의 항공편이 있다.
아오모리공항에서 아오모리 시내 중심부까
지는 자동차로 약 30분 소요되고, 미사와공
항은 도와다, 하치노헤, 시모키타 방면으로
의 교통이 편리하다.
아오모리 역

도쿄 역

※1

하치노헤

※2

오이라세
계류

도와다코
호수

※1 도호쿠 신칸센 하야테（はやて）로 약 3시간 10분
※2 JR 버스 오이라세호（おいらせ号）로 약 2시간

다양한 청류와 신록의 물가 경치를 즐기는
여행. 하치노헤（八戸）는 아오모리 관광의 현

네푸타 축제

태를 그린 후 히로사키의 어둠 속을 행진한다.
●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

● 서해안

● 쓰가루

계류

반도・시모키타 반도

쓰가루 반도（津軽半島）는 노래의 배경이 되

P36

도호쿠 신칸센으로 도쿄에서 신아오모리까
지 약 3시간 20분이 소요된다.

관문으로 생선이 맛있는 마을이다. 오이라

● 히로사키

벚꽃 축제

세 계곡은 총 길이가 14km로 전부 걸으려면

히로사키의 벚꽃 시즌인 4월 23일~5월 5일

버스

에 열린다. 히로사키 공원에 있는 5,000여

도쿄, 신주쿠, 우에노, 이케부쿠로 등 각 역

약 5시간 10분이 걸리지만 ‘오이라세호（おい
らせ号）’를 이용하면 자유롭게 타고 내리는

를 비롯한 호수가 유명하다. 시모키타 반도
（下北半島）에는 일본 3대 영산 중 하나인 오

그루의 벚나무가 일시에 꽃망울을 터뜨리면

소레잔（恐山）, 참치 외바늘 낚시로 잘 알려

에서 아오모리, 히로사키, 하치노헤의 각 역

것이 가능하다. 도와다코 호수에서는 유람

공원 전체가 눈에 휩싸인 듯한 장관을 연출

진 오마자키（大間崎）등이 있다.

까지 야간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소요

선을 타고 자연을 만끽해 보자.

한다.

기도 한 닷피자키（龍飛崎）, 쥬산코（十三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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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사키 성

시라카미 산지

월쯤에는 과수원

아오모리 시내 青森市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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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벌 시티 아우가
Festival City AugA
전화
오픈
시장
휴일
교통

（017）721-8000
아오모리 시민 도서관 10:00~21:00, 신선
05:00~18:30, 레스토랑 10:00~21:00
부정기적
JR 아오모리 역에서 바로 연결

핫코다마루 八甲田丸
전화 （017）735-8150 오픈 09:00~19:00
요금 500엔
교통 JR 아오모리 역에서 도보 5분

전화 （017）782-9462（조몽지유칸）
오픈 10월~5월은 09:00~17:00, 6월~9월은
09:00~18:00
휴일 12월 30일~1월 1일
요금 무료
교통 JR 아오모리 역에서 버스로 30분

아오모리 현의 산업과 관광, 공예품 등을 종

아오모리 시 서남부에 있는 약 5,500년

합적으로 소개하는 관광물산 회관이다. 아오

~4,000년 전의 조몽 시대 일본 최대급 촌락

모리의 특산품뿐만 아니라 13층에서는 360°

터. 1992년부터 이뤄진 발굴 조사로 수혈 주

회전 전망대 스크린을 통해 아오모리의 사계

거지 터, 대형수혈 주거지 터, 무덤, 땅을 파

절을 감상할 수 있다. 밤에는 14층의 회전 전

서 기둥을 세운 건물의 터, 도로의 흔적 등이

망대 레스토랑에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즐길

발견되었으며, 많은 양의 조몽 토기, 석기, 토

수 있다. 2층에는 아오모리의 자연과 네부타

우, 돌 장신구, 골각기, 비취, 흑요석이 발견

축제 등을 360° 화면으로 보여주는 파노라마
관（パノラマ館, 유료）이 있다. 아스팜 앞으로

되었다. 방대한 부지에 걸쳐 대형 수혈 주거

는 바닷가를 따

가 복원되어 당

라 길게 산책로

시 마을의 모습

가 나 있고, 군데

을 알 수 있다.

군데 벤치가 놓

전시실에는 출토

여 있는데, 이곳

유물 외에도 발

지와 다락 창고

에서 바라보는

굴 기록 영상 등

부둣가의 풍경이

을 볼 수 있다.

코다마루를 기념하여 만든 일본 초기의 연락

매우 아름답다.

선 박물관. 선내에는 항해에 관한 역사나 선
객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전시실이 있고, 전망

지하 1층에 있는 신선시장에는 86개나 되는

대에서는 360° 전망을 즐길 수 있다. 바다 속

상점이 들어와 있어 활기가 넘치며, 아오모리

풍경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3D 입체 영상관과

의 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근처
의 아오모리 사과시장（青森リンゴ市場）에서는

레스토랑·숍도 있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전화 （017）735-5311
오픈 09:30~17:00（전시 홀）, 09:00~22:00（전
망대）
요금 파노라마관·전망대 공통권 800엔, 파노라
마관 600엔, 전망대 400엔
교통 JR 아오모리 역에서 도보 8분

아오모리와 하코다테를 연결하던 연락선 핫

JR 아오모리 역 바로 앞에 서 있는 최신 빌딩.

일본 제1의 사과 산지인 아오모리산 사과를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 三内丸山遺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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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모리 현 링고엔

아스팜（아오모리 현 관광물산 회관） アスパム

아오모리 현립 향토관 青森県立郷土館
전화 （017）777-1585
오픈 09:00~17:00（11~4월）, ~18:00（5~10월）
휴일 7월 10~14일, 부정기적（2009년 2월 휴관）
요금 310엔
교통 JR 아오모리 역에서 아오야기케이유혼센
（青柳経由本線）행 시영 버스를 타고 약 8분 후 모
토마치고초메（本町5丁目） 정류장에서 하차해 도
보 2분

10

다.

관. 석기 시대의 역사, 아오모리의 사계절, 서

아오모리의 모습도 소개하고 있다.

네부타 마을 ねぶたの里
전화 (017)738-1230
오픈 09:00~17:30
휴일 11월 21일~3월 말 요금 630엔
교통 JR 아오모리 역 앞 9번 버스 승차장에서 JR 버
스를 타고（1시간에 1~3회 운행） 약 25분 후 네부타
노사토이리구치（ねぶたの里入口） 또는 네부타노사
토（ねぶたの里入口） 정류장에서 하차해 도보 10분

일본에서 손꼽히는 축제인 아오모리의 네부
타 축제（마츠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축제
기간에는 사람이 많고 숙소를 구하기 어려워
아오모리 방문을 포기한 사람들이 주로 찾는
다. 네부타 마을은 핫코다（八甲田） 산이 바라
보이는 아오모리 남쪽 교외지역에 위치해 있
다. 약 14만 평의 드넓은 부지에 네부타 가마
10기를 상설 전시하고 있는 네부타 회관이 가
장 볼만하며, 네부타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
는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그 밖에 레스토랑

겨울의 눈 등불 축제도 유명하다.

한 지역으로 무가 저택을 비롯하여 19세기 후반에 지

공원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15분 정도 걸어가

어진 서양식 건물이 많이 남아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

면 초쇼지를 시작으로 22개의 절이 줄지어

다. 일본 제일의 사과 재배량을 자랑한다.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초쇼지는 이 지

히로사키 공원 弘前公園

역 영주인 츠가루

아사무시 온천 浅虫温泉
교통 JR 아오모리 역에서 도호쿠혼센（東北本線）
열차를 타고 약 25분 후 아사무시온센（浅虫温泉）
역에서 하차（요금은 320엔）. 또는 JR 아오모리
역 앞에서 아사무시 온천행 시영 버스를 타고 약
55분 후 종점에서 하차（요금은 670엔）
아사무시 수족관
전화 （017）752-3377
오픈 09:00~17:00（계절에 따라 다름）
휴일 12월 30~31일 요금 1000엔
교통 아사무시스이조쿠칸마에（浅虫水族館前） 버
스 정류장에서 하차. JR 아사무시온센 역에서 도
보 10분

오픈 유료시설 09:00~17:00, 초쇼지 09:00~ 16:00
휴일 유료시설 11월 24일~3월 말, 초쇼지 12월 1일
~3월 말
요금 히로사키 성 300엔, 히로사키 성+식물원 공통
권 500엔, 초쇼지 300엔
교통 JR 아오모리 역에서 오우혼센（奧羽本線） 열차
를 차고 약 50분 후 히로사키（弘前） 역에서 하차（요
금은 650엔）. 또는 히로사키 역에서 시내순환버스
타메노부호（ためのぶ号）를 타고 약 23분 후 시야쿠
쇼마에（市役所前） 정류장에서 하차（요금은 200엔）

츠가루（津軽）의 2대 번주인 노부히라（信牧）

영주의 미라 등이
보존되어 있다.
공원 남쪽의 시립
정보 센터에서 지
도를 받아 가면
편리하다.
A c c o m m o d a t i o n

가 1611년에 축조한 히로사키 성（弘前城）을

아오모리의 숙박

중심으로 조성된 공원이다. 히로사키는 아

● 아오모리·모야고겐 유스호스텔

오모리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였다. 원래의
성은 불타 없어졌으나, 1810년에 재건된 본

아오모리의 온천가로 헤이안 시대에 처음 발
견되었다. 아사무시 수족관（浅虫水族館前）에

채와 작은 탑 몇 개, 문 몇 개와 해자 3개가

는 아오모리의 다양한 수산 자원과 진귀한 바

원 내 시립 역사 박물관에서는 네부타 축제

다생물을 사육하고 있다. 15m의 터널식 수족

사진 등 지역 풍물을 소개한 자료를 볼 수

관을 거닐면서 마치 해저를 산책하는 기분을

있다. 벚꽃이 유명해 봄이 되면 전국에서 관

낼 수 있다. 09:00~17:00에 돌고래 쇼를 하

광객이 몰려든다. 가을의 히로사키 성 축제,

며, 관람료는 1000엔이다.

로, 12대 츠가루

남아서 여전히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공

青森·雲谷高原ユ－スホステル

핫코다 산과 온천지역에서 가까워 아오모리 근교지
역 여행의 기점이 되는 곳. JR 패스 소지자는 숙소까
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소 青森市 大字雲谷 字山吹 9-5
전화 （017）764-2888
요금 8월 1일~7일 도미토리 회원 4000엔·비회원
4600엔, 6월 1일~7월 13일·11월 1일~25일 도미토
리 회원 2500엔·비회원 3100엔, 그 외 기간은 도미
토리 회원 3360엔·비회원 3960엔
교통 JR 아오모리 역 앞 9번 승차장에서 모야히루즈
（モヤヒルズ） 또는 뷔라시티모야（ヴィラシティ雲
谷（행 JR 버스를 타고 약 37분 후 모야고겐）雲谷高
原） 정류장에서 하차해 도보 1분 http://moya.jp
● 아오모리 프라자 호텔 青森プラザホテル
무료 인터넷 시설 및 잡지·만화 등을 마음껏 골라
볼 수 있는 북 코너를 갖추고 있는 호텔. 수요일에는
1인당 1800엔으로 2시간 동안 술을 무제한 마실 수
있다.
주소 青森市 新町 2-5-6 전화 （017）775-4311
요금 싱글 5500엔, 트윈 1만 엔
교통 JR 아오모리 역에서 도보 10분
www.imgnjp.com/ao_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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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시하고 있다. 모형과 음향 영상을 통해

히로사키번（17~19세기 무가）의 성을 중심으로 발달

가의 가족 사찰

아오모리의 거의 모든 것이 전시된 종합 박물
민의 생활상·풍속 등에 관한 3만 점의 자료

히로사키 弘前

·가마쿠라와 비어 가든 등이 마을 안에 있

시라카미 산지 白神山地

핫코다 산 八甲田山
핫코다 산은 아오모리 시 남쪽에 웅장한 자태로 우

스가유에서 500m 정도 떨어진 남쪽에는 유

뚝 서 있다. 눈아래 펼쳐진 도와다（十和田） 호수의

황 가스와 열탕이 뿜어져 나오는 지고쿠누마
（地獄沼）가 있다. 매캐한 유황 냄새가 심한

비경과 푸른 바다는 물론, 맑은 날에는 홋카이도까
지 바라보인다.
핫코다 로프웨이를 타고 10분 정도면 산 정상에 도
착한다. 산꼭대기 전망대에서는 핫코다 산의 봉우리

이곳에 서면, 핫코다 산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화산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와 어우러진 짙은 수풀과 바다가 펼쳐진다. 주변의
자연 공원에서는 아오모리 시와 고산식물도 감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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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소요시간은 약 1시간. 특히 고산식물이 꽃
을 피우는 7월 중에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는다.

스가유 온천 酸ヶ湯温泉
시라카미 산지

세계 최대급의 원생적 너도밤나무 자연림이 남아있

있어, 신비적인 분위기를 체감 할 수 있다.

는 곳. 풍부한 동식물 군이 생식하고 있고, 다양한 생
태계가 형성되어있어, 1993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연유산）에 등록되었다.

주변의 볼 만한 곳

전화 （017）738-6400
교통 JR 아오모리 역에서 JR 버스 미즈우미（みずう
み）호를 타고 약 1시간 12분 후 스가유온센（酸ヶ湯温
泉） 정류장에서 하차
센닌부로
전화 （017）738-6400
오픈 당일치기 온천 07:00~17:00, 숙박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0:00
요금 당일치기 온천 600엔, 숙박은 1박 2식 1만 650
엔~1만 4850엔

조가쿠라 온천 城ヶ倉温泉
전화 （017）738-0658
교통 JR 아오모리 역에서 도와다코행 JR 버스 미즈
우미（みずうみ）호를 타고 약 1시간 5분 후 조가쿠라
온센城ヶ倉温泉 ; （스가유온센 酸ヶ湯温泉 한 정류장
전） 정류장에서 내리면 바로 연결

시라카미 산지를 걸어보자

세계유산 시라카미 산지 등록 지역보다 약
20km 앞에 있는 '미니 시라카미（ミニ白神）'

안몽대교（暗門大橋）에서 편도 약 1시간 거리의

는 초보자를 위하여 정비된 산책로로, 수령

1954년 일본의 국민 보양 온천 제1호로 지정

짙은 녹지에 둘러싸여 있고, 건물은 세련된

'안몽 폭포 산책로（暗門の滝遊歩道）'를 산책해

된 유명한 온천. 약 300년 전부터 영업을 해

북유럽풍이다. 안에는 등산로 입구가 있어

보자. 하류에서 차례로 제3, 제2, 제1의 웅대

300년 이상의 너도밤나무 숲길을 산책할 수
있다. 시라카미다케（白神岳） 등산 코스인 쥬

온 것으로 알려진 온천 여관 센닌부로（千人

핫코다 산에 걸어서 올라가려는 하이킹족이

한 세개의 폭포가 있고, 호쾌한 모습의 하얀

니코（十二湖） 루트 도중의 오쿠즈레（大崩）에

風呂）는 모두 원목으로 만들어서 특히 인기

자주 이용한다.

폭포수가 장관이다. 험한 암벽으로 둘러쌓여

서 내려다보는 쥬니코에는, 크고 작은 33개

있고 너도밤나무와 소나무 등 노목이 우거져

의 호수가 흩어져 있고 그 주변에는 침식 붕

가 높다. 체육관처럼 높은 천장, 260m나 되
는 대욕탕에 열탕・냉탕・폭포탕 등 크고

T r a v e l

시라카미산지 비지터 센터
전화 （0172）85-2810
오픈 09:00~16:30（7월 1일~10월 31일은 08:30~
17:00）
휴일 매주 월요일（1월~3월）, 연말연시（12월 29일
~1월 3일）
요금 영상 체험 홀 일반 200엔, 초・중학생 100엔
교통 히로사키（弘前） 버스터미널에서 코우난（弘南）
버스 타시로（田代）행을 타고 약 50분 후 니시메야무
라야쿠쇼마에（西目屋村役所前）역 하차 도보 5분.

괴 작용으로 하얀 바윗결이 드러나 있어 다
이나믹한 낭떠러지 '니혼 캐니언（日本キャニ

작은 6개의 욕조가 있는데, 아쉽게도 혼욕탕

オン）'도 볼 수 있다. 이와키산（岩木山）의 남

지만, 혼욕을 꺼리는 여성이라면

동쪽 기슭에 있는 이와키산 신사（岩木山神

08:00~09:00, 21:00~22:00의 여성 전용

社）는 오쿠노닛코（奥の日光）라고도 불리는데

시간대를 이용하거나, 남녀 별도의 욕탕을

780년에 이와키산 정상에 사당이 지어졌다

이용하도록 한다. 티켓은 현관에 있는 자동

는 오래된 신사다. 삼나무에 둘러쌓은 참배
길의 사쿠라몽（桜門）과 배전（拝殿）, 본전（本

판매기에서 구입한다. 물은 산성이 강하기

殿） 등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며, 마셔도 좋을 만큼 깨끗하다.

이다. 일본 사람은 혼욕을 자연스럽게 여기

때문에 비누칠을 해도 거품이 잘 나지 않으

북유럽의 별장을 생각나게 하는 곳. 주변은

T i p

핫코다 산 로프웨이
（017）738-0343
09:00~16:20（하행 최종은 16:40）, 11월~2
15:40（하행 최종은 16:00）
11월~2월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11월
1주간
왕복 1800엔 / 편도 1150엔
교통 JR 아오모리 역에서 JR 버스 미즈우미（みず
うみ）호를 타고 약 1시간 후 로프웨이에키마에（ロ
-プウエイ駅前） 정류장에서 하차（요금은 1070엔）
전화
오픈
월은
휴일
초의
요금

아오모리 현 | 시라카미 산지 핫코다 산

수 있으며, 핫코다 골드 라인을 따라 트래킹도 즐길

이와테 현 岩手県

주목할 만한 스폿

이것은 꼭 먹어보자

● 세계유산

● 모리오카

주손지 절

오슈 후지와라（奥州藤原） 씨 초대손 키요히
라（清衡）가 1105년에 재건 한 사원. 건립 당
시의 모습을 남긴 곤지키도 당（金色堂）을 비
롯하여 팔작지붕양식의 본당 등 볼 만한 곳
이 많다.
● 하나마키

있는 면과 매콤한 소스가 특징인 ‘모리오카
냉면（盛岡冷麺）’, 두껍게 뽑은 우동 면에 특
제 고기볶음장을 얹은 ‘모리오카 자자멘（盛
岡じゃじゃ麺）’
● 난부

의 온천을 일컫는 총칭. 도호쿠 유일의 온천
리조트가 있는 곳이다.

밀가루를 원료로 한 센베이의 한 종류. 깨나

농장

센베이（전병）

땅콩가루, 호두 등을 넣어 원형으로 바삭바
삭하게 굽는 것이 특징으로 달콤하다.

동물을 만져보거

● 코이와이

나 쉽독 쇼 등을

농장에서 재배된 신선한 달걀과 양질의 버

즐길 수 있다.

터, 크림치즈, 생크림 등을 사용한 치즈케이

차지하고 있는 현이다. 후지와라（藤原） 삼대의 부귀영화를 전하는

농장 치즈케이크

크로 유명하다.

히라이즈미（平泉）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다. 또한, 작가 미
야자와 겐지（宮沢賢治）의 연고지인 하나마키（花巻）, 민화의 마을

촬영지：코이와이 농장

토노（遠野） 등, 역사와 문화로 물든 지역이 많다.

축제

이와테 현으로 가는 길
이와테 하나마키공항

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JR 버스 간토  http://www.jrbuskanto.co.jp
관광 모델 코스 （1박 2일）

다. 북의 힘 센 리듬에 맞춰 웅장하고 에너지
넘치는 군무는 박력 만점이다.

지의 소요 시간은 약 15분이고 고속버스로
모리오카역까지는 약 53분이 걸린다.

도쿄 역

※1

히라이
즈미

※2

하나마키

산사오도리

모리오카 시내에서 매년 8월 1~4일에 열린

후쿠오카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있다. 공
항에서 노선버스를 이용하여 하나마키 역까

이 지역도 주목

● 모리오카

※3

토노

● 모츠지

절 창포 축제

市 ）에 있는 길이

약 2km의 계곡이
다. 게이비케이에

3만 송이 이상의 커다란 창포 꽃이 보라색, 흰
색, 노란색 등 화려하게 수놓는다.

서는 뱃사공이 부
를 들으며 배를 타

모리오카 역
도호쿠 신칸센을 이용하면 도쿄에서 약 3시

산간에 펼쳐진 역사적 풍경에 잠겨보는 여

● 자구자구

간 30분, 나고야에서 약 4시간 10분, 신오사

행. 히라이즈미 내에는 이와테현 교통 순회
버스 ‘룬룬（るんるん）’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매년 6월에 개최되

우마코 축제

계곡

겐비케이 계곡은
이치노세키시（一関

매년 6월 하순~7월 초순에 개최된다. 300종

※1 도호쿠 신칸센 야마비코（やまびこ）,
도호쿠혼센（東北本線）으로 약 2시간 20분
※2 도호쿠혼센으로 약 43분
※3 JR 가마이시센（釜石線）으로 약 1시간 10분

카에서 약 5시간 10분이 소요된다. 이른 아
침부터 밤늦게까지 차편도 많아 편리하다.

● 겐비케이&게이비케이

르는 이와테 민요

며 약 100마리의

고 기암과 절벽을
감상할 수도 있다.

겐비케이

주손지 절과 모츠지 절 등 관광 스폿 사이를

말이 행진하는 축

● 토노

버스

운행하고 있다. 하나마키는 동화 작가이자

제이다. 크고 작은

도쿄 역이나 이케부쿠로 역에서 모리오카 역

시인인 미야자와 겐지의 연고지이기도 하

방울이 말이 걸을

한가로운 풍경이 넓게 펼쳐진 이곳에는 갓파
전설로 잘 알려진 갓파부치（カッパ淵）, 노인

까지 야간으로 운행하는 버스 회사가 많고

다. 토노는 민화의 무대로 잘 알려진 곳으로

을 버리고 왔다는 전설의 황량한 덴데라（デ

소요시간은 약 7시간 30분이다. 낮에는 아

‘굽어진 집’이라고도 불리는 L자 모양의 오

때마다 ‘자구자구
（チャグチャグ）’ 소리를 내는 데에서 유래 된

오모리 역과 히로사키 역, 모리오카 역 사이

래된 민가가 늘어서 있다.

명칭이다.

가 여기저기에 남아있다.

ンデラ） 초원 등 민화와 연고가 깊은 볼거리

15
이와테 현

도호쿠 지방의 북동부에 위치하여 홋카이도에 이어 넓은 면적을

한 입 거리로 담긴 소바를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완코 소바（わんこそば）’, 탄력

하나마키시 서부에 위치한 개성 넘치는 14개

● 코이와이

코이와이 농장과 이와테 산

온천향

3대 면 요리

히라이즈미 平泉
2011년에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히라이즈미는 11세기

천태종의 도호쿠 대본산이다. 14세기에 곤지

후반에서 12세기 후반에 걸친 백년간 수도의 문화를

키도와 경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타버렸

수용하면서 독자적으로 발굴한 불교 사원, 정토 정원

지만, 그 후에 많은 전당과 탑이 재건되었

등, 화려한 황금 문화의 유산이 모여있는 곳이다.

다. 울창하게 우거진 삼나무 사이사이의 전
당과 탑을 보며 걷다 보면 곤지키도 당에

주손지 절 中尊寺
16

850년 지카쿠대사（慈覚大師）에 의해 창건된

모츠지 절 毛越寺
전화 （0191）46-2331
오픈 08:30~17:00（11월 5일~4월 4일은 ~16:30）
휴일 무휴
요금 배관 500엔（보물관 견학 포함）, 12월 31일
과 1월 1일은 배관 무료
교통 JR 히라이즈미 역에서 도보 7분

17
주손지 절 소장 사진

히라이즈미 걷기
모델 코스 （반나절 일정）
● JR 히라이즈미 역

● 긴케이

역 앞에는 히라이즈미 관광 안내소가 있다.

아있는 산이다. 산 정상에는 경총이 만들어
진 흔적이 있다.

850년, 승려 엔닌（円仁）에 의해 개산되어 후

산

자웅 한 쌍의 황금 닭을 묻었다는 전설이 남

지와라（藤原）씨 2대손 모토히라（基衡）가 조

● 야나기노고쇼

영한 절이다. 당시에는 전당과 탑이 40개,

야나기노고쇼 유적의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 주손지

승방이 500개나 되었다고 하지만, 거듭되는

자료관. 중요 문화재를 포함한 귀중한 유물
이 전시되어 있다.

승려 엔닌에 의해 850년에 개산되어 오슈

재해로 모두 소실되었고 오이즈미가이케（大
주손지 절 소장 사진

이와테 현 | 히라이즈미

전화 （0191）46-2211
오픈 08:30~17:00 （11월 4일~2월 말일은
~16:30）
휴일 무휴
요금 경 내 무료（음성 가이드 대여 500엔）
교통 JR 히라이즈미 역에서 츠키미자카（月見坂）까
지 도보 20분, 곤지키도 당（金色堂）까지 도보 25분

이른다. 본당에서는 좌선 및 사경 체험이
가능하다.

자료관

泉が池） 연못을 중심으로 정토 정원과 헤이
안 시대의 가람유구가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다.

경내 전체가 불교의 땅을 표현했다고 전해지

야나기노고쇼 자료관 柳之御所資料館

는 정토 정원과 가람유구는 지금도 거의 완
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0191）34-1001 오픈 자료관 09:30~17:00,
공원 09:00~17:00（11월~3월은 ~16:30）
12월 29일~1월 3일
입관 무료
JR 히라이즈미 역에서 도보 10분

오슈 후지와라（奥州藤原）씨의 정치거점이었

후지와라씨 일대손 기요히라가 조영했다.
3,000여 점의 국보와 중요문화재가 있다.

● 모츠지

전화
사적
휴일
요금
교통

절

절

● 간지자이오인

유적지

오슈 후지와라씨 2대손 모토히라의 부인이
조영했다고 전해지는 사원 유적 터로 마이즈
루가이케（舞鶴が池） 연못을 중심으로 사적
공원으로서 정비되어 있다.

T r a v e l

T i p

히라이즈미의 쉴 곳
● 히라이즈미 레스트 하우스
주손지 절의 입구 앞에 있는 레스트 하우스. 5종류
의 떡 세트인 벤케이 치카라모치（弁慶力もち）1,300
엔 등, 예로부터 이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떡 요
리를 맛볼 수 있다.
오픈 08:40~17:00（12월~3월은 09:00~16:00）
휴일 12월~3월 부정기 휴일
● 바쇼칸
24개의 작은 그릇에 소바를 미리 담아 내오는 완코

던 ‘히라이즈미노다치（平泉館）’ 의 터로 추정
되고 있는 야나기노고쇼 유적에서 발굴된 일

● 무료코인

본 국내 첫 도장 등의 유물을 비롯한 고고 자
료를 전시, 유적의 개요를 알기 쉽게 소개하

오슈 후지와라씨 3대손 히데히라（秀衡）가 우
지 뵤도인（宇治の平等院）의 호오도（鳳凰堂）

유적지

고 있다.

당을 모델로 건립한 사원터.

소바집. 빨리 먹는 겨루기가 아닌 자신의 속도대로
천천히 먹을 수 있다.
오픈 10:00~17:00
휴일 무휴（12월~3월은 목요일 휴일）

하나마키 花巻

모리오카 盛岡

하나마키 온천향 花巻温泉郷

모리오카 테즈쿠리무라
盛岡手づくり村

하나마키 온천향은 다이가와（台川） 강을 따
라 하나마키 온천과 다이（台） 온천이, 도요
사와（豊沢） 강을 따라 오사와（大沢）, 나마리

전화 （019）789-2201
오픈 08:40〜17:00 (1월 2일, 3일은 10:00〜16:00)
휴일 12월 29일~1월 1일
교통 JR 모리오카 역 앞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25분, 모리오카 테즈쿠리무라（盛岡手づくり村） 정
류장에서 하차

（鉛）, 와타리（渡り）, 마츠쿠라（松倉）, 시도타
이라（志戸平） 온천 등 14개의 온천을 총칭한
다. 이와테 굴지의 규모를 자랑하는 하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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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칠기, 남부 센베이, 대나무 공작 등 11

되어 있고 대규모 료칸이 있다. 다이 온천에

종류 14 공방이 있어 장인의 기술을 가까이

는 한적한 산간에 16채의 숙소가 자리하고

서 견학할 수 있다. 도예, 염색, 목공, 짚 세

있고 치료를 위한 온천의 정취를 느낄 수 있

공 등 교실에 따라 1,300엔~으로 개최되고
있어 손수 만들어 볼 수 있다.

다. 도요사와 강의 양쪽 기슭에 숙박 시설이
호텔 하나마키의 노천탕

몰려있는 오사와 온천, 계곡을 따라 2채의

모리오카 성터 공원（이와테공원）

숙소가 있는 시도타이라 온천 등에는 전망
하나마키 주변 기타카미가와（北上川） 강 근처에는 한
적한 풍경이 펼쳐지고, 시내에는 미야자와 겐지（宮沢
賢治）와 관련된 볼거리가 다수 남아 있다.

좋은 노천탕이 있고 숙박하지 않고 입욕만도
즐길 수 있다.

이와테 현의 현청 소재지이기도 한 모리오카. 일찍이 남
부（南部） 씨의 성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로, 모리오카
성터를 비롯한 역사적 건물이 남아있는 안정된 도시다.

하나마키 온천 장미 정원 花巻温泉バラ園

코이와이 농장 마키바엔
小岩井農場 まきば園
전화 （019）692-4321
오픈 09:00~17:30 (10월 1일~11월 4일은 ~17:00,
11월 5일~4월 중순은 ~16:30)
휴일 무휴（매점은 매일 영업, 4월은 둘째 주 수요
일 휴일, 12월 31일~1월 1일 휴일）
요금 올해는 11월 5일~4월 중순까지 무료
교통 JR 모리오카 역에서 버스로 35분

미야자와 겐지 연고지

도호쿠 굴지의 장미 정원으로 하나마키 온

모리오카 중심지

하나마키는 동화 작가이자 시인이며 농업에

천 부지 내에 있으며 약 450종, 6,000그루

성을 중심을 발달했던 모습이 남아있는 마을

도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한 미야자와 겐지

의 장미가 6월 초순에서 10월 중순까지 핀

에는 메이지 시대에서 쇼와 초기에 걸친 서

（1896~1933）의 고향이다. ‘미야자와 겐지
동화촌（宮沢賢治童話村）’, ‘라스 지인 협회 겐

다. 잉글리쉬 로즈, 올드 로즈 등을 비롯하

양식 건축물이 남아있고, 벽돌 양식의 이와
테 은행 나카노하시（中ノ橋） 지점은 나라의

광대한 목장에 각종 동물과 만날 수 있는 것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모리오카 성

있다. 레스토랑에서는 바비큐 및 징기즈칸

터를 잘 정비 한 이와테 공원은 벚꽃의 명소

을 맛볼 수 있다.

지의 집（羅須地人協会賢治の家）’ 등 겐지와

여 하나마키 온천에서 품종 개량한 ‘핫 하나
마키（ホット花巻）’ 등 오리지널 품종도 볼 수

연이 깊은 볼거리가 많다.

있다.

은 물론, 승마 및 양궁, 마차 체험도 즐길 수

로도 잘 알려져 있고, 현립 박물관, 현립 미
술관 등 문화 시설도 충실하다.
T r a v e l

T i p

완코소바에 도전해 보자

호텔 센슈카쿠

장미 정원과 하나마키 온천

‘완코소바’란 연회석에서 많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
해 고안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소바 한 그릇을 비
우면 그 그릇에 소바를 바로 추가해 주고 뚜껑을 덮
을 때까지 끊임없이 행해진다. 몇 그릇 먹을 수 있
을지 도전해 보자.

코이와이 농장 촬영지：코이와이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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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온천에는 장미 정원 및 산책로가 잘 정비

미야기 현 宮城県

주목할 만한 스폿

이것은 꼭 먹어보자

● 센다이

● 규탕

중심부

도호쿠 제일의 번화가인 센다이는 가로수가

소의 혀를 숯불에 구워 만든 요리로, 보리밥

아름답고 녹음이 우거진 곳으로 '모리노미야
코（숲의 도시）'라고도 불린다.

과 곰국을 곁들인 규탕 정식을 비롯하여 규
탕 스튜 등도 인기다.

● 마츠시마

● 사사카마보코

유람선

흰살생선을 원

든 약 260개의 섬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육

료로 하여 작은

지에서는 마츠시마 4대 경관으로 불리는 네
군데의 뷰 포인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대나릿대 모양

● 자오

으로 치즈가 들

에코라인

야마가타 현의 자오 보다이라（坊平）고원과

으로 구워낸 것

미야기 현의 토갓타（遠刈田） 온천을 연결하

어간 것도 인기
다.

는, 길이 약 26km의 관광 도로. 오카마를 비

● 즌다모치

일본 삼경의 하나인 마츠시마 등의 관광지로 둘러싸여 있다. 서쪽

롯한 볼거리가 노선을 따라 흩어져 있어 자

으로는 자오, 후나가타, 쿠리코마 등의 산맥이 있어 사계절 내내 아

오의 웅대한 자연을 느낄 수 있다.

풋콩을 소금물에 데친 후 절구로 으깬 것에
설탕을 더해 만든 즌다（ずんだ）소를 떡에 묻

마츠시마

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센다이는 다테 마사무네의 성터가 있는 마

혀 먹는 음식이다.

을로 도호쿠 굴지의 도시이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나루코 온천향
등 온천지도 충실하다.

축제
● 죠젠지

미야기 현으로 가는 길
센다이공항

7시간 30분 걸려 센다이 역에 도착한다.
도호쿠 큐코（急行） 버스  http://www.tohoku-express.co.jp
관광 모델 코스 （2박 3일）
도쿄 역

※1

센다이

※2

마츠시마,
센다이

※3

가는 항공편은 삿포로, 나리타, 이시카와,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오키
나와에서 취항하고 있다. 센다이공항에서
센다이 시내까지는 센다이쿠코 아쿠세스센
（仙台空港アクセス線）으로 약 25분 걸린다.

※1 도호쿠 신칸센 하야테（はやて）로 약 1시간 40분
※2 JR도호쿠혼센（東北本線）으로 약 25분
※3 도호쿠 신칸센, JR 리쿠우토센（陸羽東線）으로
약 2시간 20분
※4 JR 리쿠우토센, 도호쿠 신칸센으로 약 2시간 15분

나루코
온천향
※4

쿠리코마
고원

이 지역도 주목
● 나루코

악제. 재즈 연주를 들을 수 있다.
● 센다이 타나바타 마츠리

다섯 개의 온천지의 총칭이다. 근대적인 나

P37

인천국제공항에서 센다이공항까지 아시아나
항공이 매일 취항하고 있고, 일본 국내에서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 in 센다이

매년 9월 둘째 주 토・일요일에 개최되는 음

● SENDAI

빛의 패전트

온천향

루코（鳴子） 온천, 간헐 온천으로 유명한 오
니코우베（鬼首） 온천 등 각각 개성이 넘친
다.

죠젠지 거리와 아오바 거리의 중심가 느티나무

● 쿠리코마

고원

에 수십만 개의 LED 전구로 불을 밝히는 일루

쿠리코마산（栗駒山）의 중턱에는 온천이 뿜

미네이션 이벤트.

어져 나오고, 너도밤나무 원생림과 습원 등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이 남아있는 곳

도심부와 풍부한 자연을 만끽하는 여행. 센

이다. 주변은 자연 국정 공원으로 지정되어

센다이역

다이에서는 다테가문의 역사를 느끼고 센다

도호쿠 신칸센으로 도쿄에서 센다이까지 약
1시간 40분 소요된다.

이 명물인 규탕을 먹어보자. 마츠시마에서

있다.
● 시로이시

는 유람선을 타고 260여 개의 크고 작은 섬

무사의 저택이나 오래된 상가가 남아있고 시

버스

을 감상할 수 있다. 나루코 온천향은 치료

로이시 성의 천수각이 복원되어 있다. 시내

센다이와 도쿄를 잇는 고속버스 회사가 많아

온천으로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

곳곳에 수로가 나 있어서 시냇물 흐르는 소

편리하다. 도쿄 역이나 신주쿠 역에서 낮에

다. 쿠리코마 고원은 일본 굴지의 원천이 있

리가 들린다.

출발하면 약 5시간 30분, 밤에 출발하면 약

고 계절에 따라 피는 꽃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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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시마 만（松島湾）에는 푸른 소나무로 물

센다이 성터（아오바 성터）
仙台城跡（青葉城跡）

센다이 仙台
센다이는 도호쿠 지방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이자

센다이의 관광계획

도호쿠 지방의 정치・경제・학술・문화의 중심 도

시내관광은 하루 정도

시이다. 거리마다 느티나무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면 충분하다. 센다이

모리노미야코（숲의 도시）라고도 하며, 갖가지 유적

는 도호쿠 내 여러 도

이 잘 보존되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화 （022）227-7077
오픈 09:00~17:00（계절에 따라 다름）
요금 700엔（아오바 성 자료전시관）
교통 JR 센다이 역 서쪽 출구（西口） 9・11번 버스 정
류장에서 센다이 시영버스를 이용하거나 시티 루프
버스를 타고 약 20분 후 센다이조미나미（仙台城南）
또는 센다이조아토（仙台城跡） 정류장에서 하차

시의 관문 역할을 하
는데, 도로가 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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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호 ‘도이반스이’ 와 ‘시마자키 도손’ 의
문학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아오바 성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고코
쿠 신사（護国神社）를 비롯해 기념품점과 자
료전시관 등 볼거리가 많다.

오사키 하치만구 大崎八幡宮

되어 있어 교통이 편

1601년 센다이의 영주인 다테 마사무네가

도호쿠 지방에서 지하철이 있는 곳은 센다이

리하다. 여행의 출발지인 센다이 역 앞에는

10년 동안 축조한 성터이다. 아오바 성은 난

시내뿐이다. 하지만 센다이 시내관광은 버

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했으나, 제2차 세계대

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JR 센다이

대형 백화점이 있고, 그 앞의 도로가 번화가
인 아오바도리（青葉通り）이다. 센다이 역 앞

역 서쪽 출구（西口） 앞에서 버스를 타면 주

에서 루플 센다이 버스를 타고 난공불락의

에 오테몬（大手門） 망루대만 복원되었고, 지

다테 마사무네가 지은, 현존하는 극소수의

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다. 센다이 시영

요새로 유명한 아오바 성터 등을 돌아본 후

금도 마사무네의 청동 기마상이 홀연히 성

건조물 중 하나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버스와 미야기 교통 버스가 역 앞을 거쳐서

에는 일본 3대 절경의 하나인 마츠시마（松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버스에서 내려 급경사인 돌계단을 오르면 중

지난다.

島）에도 가보자. 부지런히 움직이면 하루에
묶어서 모두 돌아볼 수 있다.

성터의 규모는 동서로 245m, 남북으로
267m에 달하며, 주변은 아오바조 공원（青葉

요 문화재로 지정된 하이덴（排殿）이 나온다.

센다이 시내 관광버스로는 센다이 역 앞에서

城公園）으로 조성되어 있다. 아오바 성 자료

전시관에서는

으로 채색된 선명한 조각이 그대로 남아 있

오사키 하치

아오바 성 복원

어 400년의 세월이 느껴지지 않는다. 본전

만 신사 즈이호덴 JR 센다이 역 JR
센세키센（仙石線）
혼시오가마（本塩釜） 역

영상을 관람할

앞에는 18세기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라

수 있으며, 주위

는 사람이 고안한 해시계가 있다.

16:00에 15~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센다

모델 코스

이 역 앞에서 출발해 즈이호덴을 거쳐, 센다

JR 센다이 역

이 시립 박물관, 아오바 산 식물원 문 앞, 도

아오바 성터

혼시오가마 역에서 도보 5분

에는 센다이와

으로만 운행한다. 소요시간은 약 1시간이며,

거리에 있는 선착장에서 유람선 1시간, 또는

깊은 인연이 있

요금은 250엔이고, 1일 승차권은 600엔이

혼시오가마 역에서 기차를 타고 약 10분 후

다. 요금은 내릴 때 운전석 옆의 요금함에

마츠시마카이간（松島海岸） 역 하차（요금 190

넣고, 1일 승차권은 차내에서 버스 운전사에

엔）

메디아테크 등 12개의 관광 코스를 한 방향

시오가마

마츠시마

JR 센다이 역

게 직접 구입한다.

센다이 관광정보 수집
※루플 센다이 버스는 버스 내 디지털 수신기에서 정류장
이름을 한국어로 표시해주므로 이용하기 편리하다.
※버스 정류장은 센다이 역의 서쪽 중앙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와 육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나온다. 루플 센다이 버스는
15-3번 정류장에 정차한다. 이 정류장 앞에는 버스 안내소가
있으며, 여기서 버스 노선도를 미리 챙기는 것도 좋다.
※루플 센다이 버스를 타고 다시 센다이 역으로 돌아올 때,
종점（센다이 역） 바로 2정류장 전인 조젠지도리시야쿠소마
에（定禅寺通市役所前）에서 내려 상점가와 아케이드를 구
경하며 걸어오는 것도 좋다.

www.okos.co.jp/oosaki

일본의 국보인 본전은 검은 칠을 한 건물에
금색 금속 장식과 빨강・파랑・초록・하양

출발하는 루플 센다이 버스가 09:00~

호쿠 대학 자연사 박물관, 미야기 미술관,

전 때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1967년

전화 （022）222-4069 오픈 08:30~20:00

센다이 역 서쪽 출구 중앙에 센다이 시 종합
관광안내소가 있다. 시오가마・마츠시마행
열차 시간표와 시내 지도, 관광 정보, 호텔 리
스트 등을 받아 가면 편리하다. 마츠시마 관광
지 입장 시 10~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디스
카운트 쿠폰（discount coupon）을 꼭 챙기자.

T r a v e l

T i p

센다이의 쇼핑
센다이의 특산품으로는 ‘마츠카와 다루마（松川だ
るま）’ 라는 달마 인형이 유명하다. 마츠카와 다루
마는 길조를 비는 물건으로 얼굴 주위가 푸른색이
며, 진짜 머리카락으로 눈썹을 만든다고 한다. 미야
기 현을 대표하는 ‘고케시（こけし）’는 매끄럽고 긴
나무에 독특한 일본식 도안을 넣은 전통 목공예품
이다. ‘센다이 츠이슈（仙台堆朱）’는 선명한 색채와
우아한 품격의 조각 칠기공예로, 인물과 화조풍월
을 정교하게 새긴 후 100여 차례나 주색 칠을 반복
하는, 섬세하고 치밀한 작업을 거치는 공예품이다.
또한 식물 염료를 사용해 물들인 수공 견직물인 ‘센
다이히라（仙台平）’도 센다이의 특산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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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234-3606
오픈 08:00~17:00
교통 센다이 역 서쪽 출구（西口） 10・15번 버스 정류
장에서 센다이 시영 버스를 타고 약 15분 후 오사키
하치만구마에（大崎八幡宮前） 정류장에서 하차

센다이의 시내 교통

즈이호덴 瑞鳳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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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636년에 세웠으나 제2차 세계대전

전화 （022）262-6250
오픈 09:00~16:30（12월~1월은 ~16:00）
요금 550엔
교통 센다이 역 서쪽 출구 11・12번 버스 정류장에
서 센다이 시영버스를 타고 약 15분 후 즈이호덴마
에（瑞鳳殿前）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5분

때 소실되고, 지금의 건물은 1981년에 재건

아오바 성터 동쪽에 있는 다테 마사무네의

다. 안에는 이곳에서 발굴된 자료 및 부장품

묘소. 마사무네가 살아생전 두견새의 소리

등을 전시한 자료관도 있다.

된 것이다. 금박 장식과 찬란한 색채를 지닌
조각이 아름답다. 종묘는 화려한 모모야마
양식으로 만들어졌으며, 거대한 삼목이 우
거진 경내에는 적막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

센다이 시 박물관 仙台市博物館
전화 （022）225-3074
오픈 09:00~16:45（16:15까지 입관）
휴일 월요일（축일인 경우 다음 날로 연기, 토.일요일
이 축일인 경우 개관）, 12월 28일~1월 4일
요금 400엔
교통 JR 센다이 역 서쪽 출구（西口） 9번 버스 정류
장에서 센다이 시영 버스를 타고 약 10분 후 하쿠부
츠칸고쿠사이센타마에（博物館国際センタ－前） 정
류장에서 하차. 또는 즈이호덴에서 도보 20분
www.city.sendai.jp/kyouiku/museum

에 빠져 이곳을 자신의 묘소로 정해놓았다고

센다이 도쇼구 仙台東照宮
전화 （022）234-3247
오픈 09:00~16:00
교통 JR 센잔센（仙山線） 도쇼구（東照宮） 역에서 하
차 후 도보 3분. 버스는 JR 센다이 역 서쪽 출구（西
口） 17번 버스 정류장에서 미야마치（宮町） 경유 난코
다이・아사히가오카（南光台・旭ヶ丘）행 시영 버스
를 타고 미야마치고초메（宮町5丁目） 정류장에서 하
차 후 도보 3분

2대 영주 다다무네가 쇼군 이에야스의 위업
을 기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목재

현재에 이르기까지 센다이의 역사를 완벽하
게 재현・전시해놓았다. 특히 유명한 것은

와 유명한 장인을 불러 모아서 1654년에 건
립했다. 본전・당문・창살문・즈이신몬의 장

<오슈 센다이（奧州仙台）의 영토>라는 그림

식은 섬세하고 중후한 느낌을 주며, 다테 일

으로, 길이 5.17m, 너비 8.47m에 이르는 거

족 특유의 멋을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다.

대한 작품이다.

협력 즈이호덴
F o o d

센다이의 음식
유달리 자연의 혜택을 많이 받은 센다이. 이곳에서는 산
해진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예부터 전해오는 센다이
특유의 식문화가 있는데, 특히 해산물 요리가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초밥과 마츠시마 항
에서 양식하는 굴이 유명하다. 미식가라면 지역 별미인
호야(멍게) 요리를 시식해볼 것.
저렴하게 식사하려면 센다이 역 서쪽 출구(西口)에서 약
간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있는 센다이 아침시장이 좋다.
신선한 멍게와 굴 등의 어패류와 야채, 식용 야생식물을
비롯해 많은 식품이 센다이 근교에서 이곳으로 들어오
기 때문에 저렴한 식당이 많다. 평일에도 사람들로 북적
거려 센다이 시민의 활기찬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아침 9
시부터 저녁까지 열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쉰다.
● 규탕 牛タン
소의 혀를 숯불에 구워 만든 요리로, 센다이에서 가장 유
명하다. 시내에는 규탕 요리 전문점이 많으며, 소금에 절
인 선물용도 있다. 일본 술과 잘 어울린다.

● 사사카마보코 笹かまぼこ
어묵을 재료로 한 센다이의 전통 명물 요리. 흰살 생선을
원료로 하여 작은 대나릿대 모양으로 구워낸 것이다.
● 굴 牡蠣
마츠시마의 양식 굴은 미야기 현을 대표하는 특산품으
로, 크기는 작지만 맛이 담백하다. 굴을 재료로 한 식초
요리와 냄비 요리가 인기 있다.
● 시오가마 しおがま
쌀가루와 설탕을 원료로 해서 만든 흰 빛깔의 과자. 말랑
말랑하고 부드러워 입 안에서 금세 녹아버린다. 센다이
지방 사람은 일본 차와 함께 먹는다.

사진 제공: 센다이시 관광 교류과
F e s t i v a l

센다이의 축제
● 봄 : 아오바 축제 青葉祭り
5월의 셋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아오바 축제가
펼쳐진다. 일요일의 본축제에는 느티나무 가로숫길을 메
우는 거대한 장식 수레와 무사 행렬이 이어진다. 중심 거
리는 큰 북소리와 환성이 뒤범벅된 열기로 가득 차 온통
축제 분위기로 변한다. 전야제의 메인 이벤트는 참새춤
콘테스트로, 일반인도 참가해 즐길 수 있다.
● 여름 : 센다이 타나바타 마츠리 仙台七夕まつり
8월 6~8일에 열리는 칠석제는 푸른 대나무로 장식한
화지（火紙 ; 불을 붙이는 데 쓰는 종이 노끈）와 상쾌한
바람이 만들어내는 여름의 풍물 축제. 다양한 장식물로
꾸민 1500여 개의 화려한 대나무 깃발이 중심 거리에 거

대한 아치를 만든다. 전야제인 불꽃놀이 대회는 니시 공
원 주변이 가장 구경하기 좋다.
● 가을 : 재즈 페스티벌 인 센다이
ジャズフェスティバル イン 仙台

9월의 두 번째 일요일에는 조젠지도리에서 재즈 페스티
벌이 펼쳐진다 . 전국에서 모여드는 250여 개의 밴드 팀
이 거리를 무대로 연주회를 개최하는 뮤직 이벤트이다.
재즈뿐만 아니라 블루스・록 뮤직・팝송・월드 뮤직까
지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이 연주된다.
● 겨울 : 센다이 빛의 패전트
仙台光のページェント

12월 12일부터 31일까지 조젠지도리와 아오바도리의 중
심가 느티나무에 수십만 개의 빛을 내는 장식물이 꾸며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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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호쿠 지방 최대의 박물관. 석기 시대부터

지하의 숲 뮤지엄 地底の森ミュージアム
전화 （022）246-9153
오픈 09:00~16:45（입관은 16:15까지）
휴일 월요일（축일인 경우 다음 날로 연기, 토.일요일
이 축일인 경우 개관）, 넷째 주 목요일, 12월 28일~1
월 4일 요금 400엔
교통 지하철 나가마치미나미（長町南） 역 니시（西）1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또는 JR 센다이 역의 다음
역인 JR 나가마치（長町） 역 서쪽 출구에서 미야코
버스 나가마치군（ながまちくん）을 타고 치테이노모
리뮤지아무（地底の森ミュ－ジアム） 앞에서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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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시마 松島

획기적인 테마 박물관. 2만 년 전의 지층 단
면과 당시 모습을 스크린에 재현한 코너는
원시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준다.

이 보인다. 즈이간지에 비해 평온한 느낌이
드는 곳으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
어오는 정원에는 조경의 달인 고보리 엔슈
（小堀遠州, 1574~1647）가 만들었다고 전해
지는 마츠시마（松島）를 모방한 석정이 있다.
정원 왼쪽의 삼나무 숲에 둘러싸인 언덕 위
에는 미츠무네의 묘소가 있는 엔츠인의 산케

도미자와 유적에서 발굴된 2만 년 전 구석기

이덴（三慧殿, 중요 문화재）이 있다. 17세기

A c c o m m o d a t i o n

센다이의 숙박
센다이 시내에는 비즈니스 호텔, 시티 호텔, 여관, 유스
호스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센다이 역
에서 가까운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관광에 편리하다. 센
다이에는 여러 개의 유스호스텔이 있는데, 숙박비도 저
렴하고 깔끔해서 배낭여행자들에게 적합하다.
● 메이플 센다이 유스호스텔
メ－プル仙台ユ－スホステル

630엔
휴일 12월 30일~1월 5일
교통 JR 센다이 역 서쪽 출구（西口） 앞 17번 승차장에서
미야마치니초메（宮町二丁目）를 경유하는 버스를 타고
미야마치니초메（宮町二丁目） 정류장에서 하차. 또는
JR 센다이 역 동쪽 출구（東口）에서 도보 18분
www.ryokanchitoseya.co.jp

● 센다이도추안 유스호스텔
仙台道中庵ユ－スホステル

침대는 총 23개로 적지만, 개인・가족・그룹용 방을 각
각 마련해 놓았다.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용 인원은 총 30명. 자전거
도 대여할 수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특히 인기 있다.

주소 仙台市青葉区柏木 1-9-35
전화 （022）234-3922
요금 표준 요금 도미토리 회원 2730엔・비회원 3330엔,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도미토리 회원 3570엔・비회원
4170엔, 아침식사 420엔
휴일 12월 30일~1월 5일, 봄과 가을 약 5일
교통 JR 센다이 역 센다이 호텔 앞에서 25번 버스를 타
고 약 20분 후 시가쿠부후조쿠뵤인・도호쿠카이뵤인
（歯学部付属病院 東北会病院前） 정류장에서 하차해
표지판을 따라 도보 2분

주소 仙台市太白区大野田北屋敷 31
전화 （022）247-0511
팩스 （022）247-0759

http://maple-yh.ftw.jp

● 센다이치도세 유스호스텔
仙台千登勢ユ－スホステル

료칸 타입의 소박한 유스호스텔로, 숙박비가 저렴하고,
시설도 깔끔하다. 코인 세탁기와 건조기도 있으며, 인터
넷 사용도 가능하다.
주소 仙台市青葉区小田原 6-3-8
전화 （022）222-6329
팩스 （022）265-7551
요금 도미토리 회원 3150엔・비회원 3750엔, 아침식사

요금 도미토리 회원 3150엔・비회원 3750엔, 아침식사
630엔
휴일 6월 5~20일, 11월 5~20일
교통 센다이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약 12분 후 토미자와
（富沢） 역에서 하차해 도보 10분
www.jyh.or.jp/yhguide/touhoku/dochuan

● 비즈니스 호텔 히로세바시

마츠시마는 미야지마（宮島）・아마노하시다테（天橋

에 하세쿠라 츠네나가（支倉常長）가 유럽을

立）와 함께 일본 3대 절경의 하나로 꼽힌다. 비록 지

방문했다가 들고 들어온 매우 찬란하고 호화

금은 퇴적물에 막히고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로 예전

로운 새빨간 장미가 문에 그려져 있고, 하트

같지는 않지만, 유람선을 타고 마츠시마 해안의

・클로버・다이아몬드・스페이드 등의 무

260여 개 섬을 조망하면서 낭만적인 여행을 즐기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즈이간지 瑞巌寺
전화 （022）354-2023 오픈 08:00~17:00（계절
에 따라 다름） 요금 700엔
교통 JR 마츠시마카이간 역에서 도보 5분

도호쿠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선종 사찰이다.
원래 828년 지가쿠（慈覚） 대사가 창건했으나,
다테 마사무네의 명령으로 1606년에 재건되
어 다테（伊達） 가문의 사찰로 쓰였다. 사찰 동
쪽의 사당에는 다테 일가와 절과 관련된 문화
재를 전시해두었다. 본당과 부엌, 오나리몬
（御城門）은 국보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본당의 복도와 조각을 새긴 부엌 등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나무가 우거진 정원 한쪽에는

ビジネスホテル広瀨橋

수행을 위한 동굴이 줄지어 있다.

지하철 역과 공항행 버스 승차장이 바로 앞에 있어 교통
이 편리하다. 객실 시설은 평범한 편. 아침에 간단한 주
먹밥 세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엔츠인 円通院

주소 仙台市太白区長町 1-１-８
전화 （022）308-3301
요금 싱글.세미더블 3980엔, 더블・트윈 4980엔
교통 JR 센다이 역에서 도보 15분. 지하철 나가마치잇초
메（長町一丁目） 역에서 도보 1분
www.ab.auone-net.jp/~h-hirobs

늬도 독특하다.

요금 300엔 교통 즈이간지에서 도보 1분

즈이간지의 참배로에서 나무로 만든 서쪽 출
구로 나오면 다테의 2대 번주 다다무네（忠
宗）의 차남 미츠무네（光宗）의 묘소인 엔츠인

T r a v 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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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시마로 가는 길
마츠시마를 여행하려면 센다이 역 지하（입구는 1층에
위치）의 JR 센세키센（仙石線） 9번 승강장에서 열차
를 타고 마츠시마카이간（松島海岸） 역에서 내리면
된다. 급행열차는 약 22분, 쾌속열차는 약 25분, 보통
열차는 약 39분 걸리며, 요금은 각각 400엔이다.
※센세키센 열차는 인근 지역 주민이 출퇴근 시 이
용하는 일반 전철이므로 좌석 예약은 할 수 없다. 열
차 중에는 내리고 탈 때 출입문 오른쪽에 있는 버튼
을 눌러야 문이 열리는 것도 있다.
※마츠시마카이간 역에서 층계를 내려오면 바로 오
른쪽에 관광안내소가 있고, 그 앞으로 버스나 택시
가 정차하는 광장이 보인다. 광장 끝 큰길에서 왼쪽
으로 걷다 보면 간란테이・즈이간지 등 마츠시마의
주요 관광명소가 나온다.

미야기 현 | 센다이, 마츠시마

시대의 유적을 그대로 보존, 공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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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이도 五大堂
교통 JR 마츠시마카이간 역에서 도보 10분. 엔츠
인에서 도보 5분

마츠시마 해안에서 2개의 붉은색 다리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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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란테이 観瀾亭
전화 （022）353-3355
오픈 08:30~17:00（11~3월은 ~16:30）
요금 200엔（마츠시마 박물관 공통）
교통 JR 마츠시마카이간 역에서 도보 5분

간란테이는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는 마츠시마의 상징이다. 807년에 세

마사무네에게 하사한 후, 시미모모야마 성

웠으며, 21년 후 지가쿠 대사가 즈이간지를

에서 옮긴 목조 다실이다. 간란테이는 잔잔

지었을 때 이곳에 고다이도 묘오 상을 안치

한 물결을 보는 곳이라는 뜻으로, 역대 영주

하면서 고다이도라고 불리게 되었다. 지금

의 휴식처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달맞이를

의 고다이도는 1605년 다테 마사무네가 기

하면서 차를 즐겨 마셨다고 한다. 소박하고

슈의 장인을 불러 개축한 것으로, 우아한 외

간결한 목조건물은 마츠시마의 소나무와 잘

형과 내부의 화려함은 보는 이로 하여금 놀

어우러지며, 차를 마시면서 해안을 감상할

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고다이도의 눈 덮

수 있다. 전통차는 400엔.

인 설경도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근처에는 다테 마사무네 가문의 유물을 전시

T r a v 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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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놓은 마츠시마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 개
관시간은 08:30~16:40.

마츠시마 유람선
유람선을 타고 260여 개의 섬과 웅대한 태평양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유람선은 센세키센의 혼
시오가마 역 근처의 관광 부두와 마츠시마의 즈이
간지 근처의 마츠시마 해안 부두에서 탈 수 있다.
요금은 코스에 따라 1400~2950엔으로 매우 다양
하다. 소요시간은 25분~1시간 30분이며, 운행시
간은 09:00~16:00）11월~3월은 15:00까지）이다.
시오가마와 마츠시마의 유람선 출발. 도착 시간은
똑같다. 기차역에 유람선 시간표가 비치되어 있으
니 한 장 챙겨가자.
마츠시마 만 베이 크루즈
전화 （022）366-5111
마츠시마 섬 주유 관광선
전화 （022）354-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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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 사당. 관광 안내 책자나 포스터에 자주

T r a v 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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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다이 근교의 작은 어촌,
시오가마 塩竈
시오가마는 주민의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센다이에서 열차를 타고 마츠시마로 가는 도중에 나온
다. 역 근처에는 이른 새벽부터 오후 1시까지 활기가 넘
치는 시오가마 도매 어시장이 있으며, 커다란 참치 경매
에 참여하거나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인다.
혼시오가마 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시오가모
신사（塩竈神社）는 뱃사람과 임산부를 위한 신사로, 주
변이 온통 삼나무인 이치모리야마（一森山） 정상에 있어

머린피아 마츠시마 수족관
マリンピア 松島水族館
전화 （022）354-2020
오픈 09:00〜17:00
（8월은 〜17:30, 11월〜2월은 〜16:30）
요금 1400엔
교통 JR 마츠시마카이간 역에서 도보 2분
www.marinepia.co.jp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해양 수족관으로,
1927년에 세워졌다. 340여 종, 1만 3000마
리가 넘는 바다생물이 살고 있다. 아시카（바
다사자） 쇼가 1일 5회, 1시간~1시간 30분 간
격으로 열린다. 관람시간은 15분.

경치가 매우 좋다. 1704년에 처음 세워졌으며, 신사까지
202개의 계단이 이어져 있다. 혼시오가마 역에서 나와
큰길에서 왼쪽으로 꺾어져 가다 보면 신사로 올라가는
입구를 알리는 도리이가 보인다.
이곳에서 마츠시마까지는 마츠시마 유람선을 이용한다.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유명한 시오가마의 스시（초밥）
맛을 보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오픈 05:00~22:00（시오가모 신사）
교통 JR 센다이 역에서 JR 센다이센 쾌속열차를 타고 약
16분 후 혼시오가마（本塩釜：마츠시마 두 정류장 전） 역
에서 하차（요금은 320엔）

아키타 현 秋田県

주목할 만한 스폿

이것은 꼭 먹어보자

● 아이리스

● 기리탄포

슬로프

드라마〈아이리스（2009）〉의 촬영지로도 이름

아키타를 대표하는 명

을 높인 아키타 현. 실제 촬영이 이뤄진 다

물 요리. 쌀밥을 주먹

자와코 스키장에는 촬영을 기념한 ‘아이리스
슬로프’도 있다.

으로 으깨 꼬치에 감

● 무사저택

포（きりたんぽ）라고한

센보쿠시（仙北市） 가쿠노다테（角館）에는 에

다. 이것을 닭고기나

도시대(17~19세기)의 무사저택이 보존되어
있다. 큰 길가에는 시다레자쿠라（シダレザク

채소를 듬뿍 넣고 끓
이면 ‘기리탄포나베（きりたんぽ鍋）’가 된다.

ラ） 벚나무를 비롯한 큰 나무들이 늘어서 있

● 이부리각코

어 계절감을 느낄 수 있다.

무를 화로 위에 매달아 훈제하여 소금과 쌀

아 구운 것을 기리탄

도호쿠 지방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니혼카이（日本海）에 접해있는

● 이나니와

아키타 현. 일본 유수의 호설지대이기도 하다. 사계가 뚜렷하고 사

매끄럽고 쫀득한 식감이 특징인 우동. 숙련
된 장인이 테나이（手綯い）라는 제법으로 솜

무라이 시대의 모습이 남아있는 마을과 향수 짙은 풍취를 느낄 수
있는 온천 등, 계절에 따른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씨를 부려 독특한 식감이 탄생한다.

축제

아키타 현으로 가는 길
아키타공항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2시간 5분（월, 목, 토
요일）이 소요되고 하네다, 오사카, 삿포로에
서도 취항하고 있다.

● 아키타

관광 모델 코스 （1박 2일）

이 지역도 주목
간토 마츠리

도쿄 역

※1

※2

다자와코
호수

※3

뉴토
온천향

※1 아키타 신칸센으로 약 3시간 20분
※2 아키타 신칸센으로 약 13분
※3 우고（羽後） 교통 버스로 약 45분

● 히부리

● 오가

반도

오가온천（男鹿温泉）을 거점으로 조망이 멋

P37
가쿠노
다테

우동

가마쿠라

밭에서 볏짚에 불을 붙여 몸 주위로 돌리는 가
쿠노다테（角館）의 전통행사이다. 매년 2월 14
일에 개최된다.

진 칸푸산（寒風山）, 단애절벽이 늘어선 서해
안（西海岸）,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뉴도자키
（入道崎）등 변화무쌍한 경승지가 있다.
● 오마가리

아키타 역

봄철의 아키타 지역의 추천 여행. 가쿠노다

● 나마하게

도쿄 역에서 JR아키타 신칸센（센다이, 아오

테는 오래된 무사 저택이 늘어서 있는 아름

매년 12월 31일에 오가시（男鹿市） 등 각지에서

대회’의 회장으로도 잘 알려진 곳이다. 대회

모리 경유）으로 약 4시간, JR야마가타 신칸
센（오우혼센（奥羽本線） 경유）으로 약 6시간

다운 마을이다. 매년 4월 하순에는 검은 울

행해지는 행사로 도깨비 가면과 지푸라기 옷을

타리 위로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이 볼 만하

입고 식칼을 든 나마하게（なまはげ）들이 북소

는 8월 넷째 주 토요일에 개최된다.
● 요코테

55분 소요된다.

다. 다자와코 호수는 일본 제일의 깊이를 자

리와 함께 ‘나

아키타 현 남쪽에 위

버스

랑하는 코발트블루의 호수다. 유람선을 타
고 호수로 나아가 보자. 약 40분에 걸쳐 호

쁜 아이는 없
느냐（ 悪い子

치한 도시로 눈이 많

신주쿠 역 서쪽 출구（西口）와 도쿄 역 야에
스 출구（八重洲口）에서 아키타 역 동쪽 출구

수를 돌아볼 수 있다. 그리고 다자와코의 북

はいないか）?’

2월 15~16일에는 아

（東口）까지 가는 야간 고속버스가 있다. 소

동쪽에 있는 뉴토 온천향에 묵어보자. 개성

라고 소리치

이들이 눈으로 만든 눈 집 가마쿠라（かまく

요 시간은 8시간 30분~55분 정도 걸린다.

넘치는 8곳의 숙소. 산간의 노천탕에서 신록

며 각 가정을

ら） 안의 화로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

오다큐 시티 버스 http://www.odakyu-citybus.jp
JR 버스 간토 http://www.jrbuskanto.co.jp

의 절경을 즐길 수 있다.

돈다.

는 등, 겨울의 전통 행사가 많다.

일본의 불꽃사들이 모이는 ‘전국 불꽃 경기

이 내리는 지역이다.

아키타 현

겨와 설탕에 절인 음식. 아삭아삭한 씹는 맛
과 독특한 향기가 펴진다.

가쿠노다테 무가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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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타 중심부 秋田タウン
아키타 시립 아카렌가（붉은 벽돌） 향토관
秋田市立赤れんが郷土館
전화 （018）864-6851
오픈 09:30〜16:30
휴일 12월 29일~1월 3일, 전시 교체 기간에는 휴관
요금 200엔
교통 JR 아키타 역에서 아키타 중앙 교통 아라야（新
谷） 방면 버스로 약 5분 후 아카렌가쿄도칸마에（赤
れんが郷土館前） 정류장에서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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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쿠노다테 角館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두 개의 강을 따라 성 아래
발달된 마을이다. 17세기경에 만들어져 ‘동부의 작은
교토’라고도 불리며 히노키나이가와（桧木内川） 강을
따라 피는 벚꽃 길로 유명하다.

가쿠노다테 자작나무 세공 전승관

가쿠노다테 무사저택 거리 角館武家屋敷通り
전화 （0187）54-2700
교통 JR 가쿠노다테 역에서 도보 약 15분

진 건물로 당시의 건축 양식을 후세에 전하
센슈（千秋） 공원의 철쭉

동쪽으로는 데와산지, 서쪽으로는 니혼카이에 접해
있어 사계의 변화가 아름다운 도시다. 에도시대
（1603~1867） 사타케 번（佐竹藩）에 의해 성을 중심
으로 발달한 도시로 당시의 모습이 아직 남아 있다.

아키타 중심부
센슈（千秋） 공원과 아카렌가（붉은 벽돌） 향토
관을 산책하고, 기타 도호쿠 최대의 환락가라
고도 불리는 가와바타（川反）에서 향토요리를
먹어 보자. 간토 마츠리도 빼놓을 수 없다.

기 위하여 복원되어 지금은 아키타의 역사와

건축 200년에 가까운 검은 판자벽의 무사저

문화 등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택이 늘어서 있는 거리 양쪽으로, 봄이 되면
약 400그루의 시다레자쿠라（枝垂桜, 늘어지

아키타시 민족 예능 전승관（네부리나가시관）
秋田市民俗芸能伝承館（ねぶり流し館）
전화 （018）866-7091
오픈 09:30〜16:30 휴일 12월 29일~1월 3일
요금 100엔
교통 JR 아키타 역에서 아키타 중앙 교통 아라야
（新谷） 방면 버스로 약 7분 후 도리쵸（通町） 정류
장에서 하차

간토 마츠리, 츠치자키미나토 히키야마 마
츠리（土崎港曳山祭り） 등, 아키타의 민속 예

게 피는 벚꽃）이 아름답게 물들인다. 이 거
가쿠노다테 무사저택 거리

리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다자와코 호수 田沢湖
아키타 고마가타케（駒ヶ岳） 등의 산기슭에 있고 주변
의 길이는 약 20km, 최대 깊이가 423.4m로 일본 제
일의 깊이를 자랑하는 호수다. 호수 북부에 펼쳐지는
다자와코 고원에서는 온천이 솟아난다.

능을 소개하는 시설이다. 4월~10월의 토,
일, 축일에는 간토 마츠리를 볼 수도 있다.
고자노이시 신사

호반 둘러보기
다자와코 호숫가의 하루야마（春山）지구에서
유람선이 취항하고 있다. 주위에는 오토 캠
프장, 허브 정원 등도 있다. 서쪽으로는 아
름다움을 추구하여 용이 되었다는 전설의 미
녀 ‘다츠코（たつこ）’ 상이 있고 이곳에서 드
라마〈아이리스（2009）〉의 촬영이 이뤄지기도
아카렌가 향토관

민속 예능 전승관

다자와코 호수

했다.

아키타 현 | 아키타 중심부, 가쿠노다테, 다자와코 호수

1912년, 구（旧） 아키타 은행 본점으로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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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와코 스키장 たざわ湖スキー場
다자와코 고원 안의 다자와코 스키장은 상급 코스에

는 ‘레스토랑 시라카바（しらかば）’, ‘가모시카

시골스러운 분위기가 남아있는 일본 유수의 비탕이

서 초보자 코스까지 다채로운 코스가 준비되어있는

（かもしか）’, ‘긴레이（ぎんれい）’ 세 군데가 있

다. 츠루노유（鶴の湯）, 구로유（黒湯）, 마고로쿠（孫六）

인기 스키장이다. 주변에는 미즈사와（水沢） 온천향、
다자와코 온천향, 뉴토（乳頭） 온천향 등 온천마을이
많다.

다. 라멘, 카레 등의 다양한 요리와 다자와코
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자와코 맥주’도 있다.

, 텐노유（妙の湯）, 오가마（大釜）, 가니바（蟹場）, 규카
무라 다자와코 고원（休暇村田沢湖高原）의 7개의 온
천이 모두 다른 질과 효능을 자랑한다. 여름의 신록,
가을의 단총, 겨울의 설경 등, 사계를 느끼며 즐기는

스키장의 매력
34

뉴토 온천향 乳頭温泉郷

노천탕이 별미이다.

부드러운 파우더 스노우의 9개 코스. 모든 코

뉴토 온천향 http://www.nyuto-onsenk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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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서 다자와코를 내려다보며 활강할 수 있

れい） 제2코스는 코스의 폭이 넓어 초보자에

온천 鶴の湯温泉
뉴토 온천향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에도
시대의 아키타 번주（藩主）의 치료 온천이었
다. 지금도 당시의 지붕이 남아있는 건물이
있다. 수질이 다른 네 종류의 원천이 있다.

게 인기다. 또한, 2010년에는 드라마 ‘아이리

● 구로유

● 츠루노유

위한 초급 코스까지 다양하다. 고마가타케 제
2코스는 약 1,100m로 적당한 경사면으로 되
어있어 중급자에게 인기가 많다. 긴레이（ぎん

스’가 촬영되기도 하여 ‘아이리스 슬로프（アイ
リスゲレンデ）’가 생기기도 했다. 리프트는 2
인승과 4인승이 있고 총 6곳에 설치되어 있
다. 리프트권은 3시간권, 6시간권, 1일권이
있고 렌탈 세트나 점심 식사권 세트, 그리고
탁아소 세트도 있다. 6시간권（점심 식사 포
함）은 1시간 이상이 남았을 경우 1시간권을 캐
리 오버 해 준다. 스키장 내의 레스토랑으로

아키타 현 | 다자와코 스키장, 뉴토 온천향

다. 경기를 위한 상급 코스에서 스키 교실을

온천 黒湯温泉

1674년경에 발견되었다고 알려진 츠루노유 온
A c c o m m o d a t i o n

숙박 정보
미즈사와 온천향과 다자와코 온천향에 있는 숙소의
‘1박+저녁 식사+아침 식사+리프트 1일권’의 숙박 패
키지가 편리하다. 【A코스】 어른 10,500엔（평일 3인
1실, 온천 시설 세금 별도）, 【B코스】 어른 8,400엔
（평일 3명 이상 1실, 온천 시설 세금 별도）

천에 이어 역사적인 온천으로 오래전부터 치
료를 목적으로 해 왔다. 11월 하순~3월 하순
경에는 휴관이다.
● 마고로쿠

온천 孫六温泉

츠루노유 온천

● 다에노유

妙の湯

‘킹노유（金の湯）’, ‘긴노유（銀の湯）’라고 불리

1906년 개업 이래 치료 온천으로 이용되고 있

는 두 종류의 원천이 있다. 노천탕 종류가 풍

다. 효능이 매우 세서 '산의 약탕'이라고도 불린

부하고 모던 재패니즈식의 인테리어로 통일
하여 분위기 있는 곳이다.

다. 노천탕 이외에 별채도 있다.

● 오가마

온천 大釜温泉

폐교된 초등학교의 목조건물을 이축하여 건물
이 유니크하다. 여름철에는 족욕시설도 등장
한다. 등산객이나 스키어에게 인기가 많다.
● 가니바

온천 蟹場温泉

예로부터 농한기의 치료 온천으로 이용되어 왔
다. 근처의 늪에 민물 게가 많이 있었던 것이
가니바（蟹場）의 유래이다. 숙소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원생림 속의 노천탕이 있다.
● 규카무라 다자와코 고원 休暇村田沢湖高原
아름다운 너도밤나무에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
다. 근래에 개장되어 뉴토 온천향에서는 비교
츠루노유 온천

적 근대적인 시설이다. 두 종류의 원천이 있다.

∴ Special Zone |관광지구

도호쿠 3대 마츠리
도호쿠의 유명한 여름 축제인 ‘아오모리 네부타 마츠리’,
‘센다이 타나바타 마츠리’, ‘아키타 간토 마츠리’를 한데
모아 도호쿠 3대 마츠리라고 한다. 깊은 역사를 지닌 이
축제들은 한 여름의 병마와 악의를 물리치기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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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마츠리를 돌아보는 여행 정보

도호쿠 지방의 주 된 여름
축제는 대부분 8월 초순에

도호쿠의 상징, 여름 이벤트

아오모리 네부타 마츠리
（아오모리 현） 青森ねぶた祭
일정 8월 2일~8월 7일
회장 아오모리 현 아오모리시 중심부
나무와 철사로 엮은 틀에 화지를 붙이고 색을 칠해 만든
거대한 화등 인형 ‘네부타’를 북과 피리의 리듬에 맞춰 역
동적으로 조종한다. 독특한 의상과 갓을 쓰고 '랏세라 랏
세라'라고 외치며 춤추는 모습에 흥이 절로 난다.

개최된다. 도호쿠 지방은
면적이 넓어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효율
적인 여행을 위해서는 패
키지 투어를 이용하는 것
도 편리하다. 3대 마츠리
를 돌아보는 여행은 한 번에 세 가지의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관광
플랜으로도 인기가 높다.

하이라이트
네부타의 크기는 높이 5m, 폭 9m, 길이 7m, 총 중
량이 4t으로 엄청난 박력을 자랑한다. 으리으리하
고 화려한 네부타 20여 대가 등장하여 시내의 코
스를 도는 모습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마
지막 날인 7일 밤에 행해지는 불꽃놀이와 네부타
의 해상 운행 경기도 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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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다이 타나바타 마츠리
（미야기 현） 仙台七夕まつり
일정 8월 6일~8월 8일
회장 미야기 현 센다이 시 내 전역, 츄오거리（中
央通り）, 이치방쵸（一番町）등의 중심부
풍류를 즐기던 센다이번（仙台藩）의 다테 마사무네가 장
려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센다이의 전통 행사이다. 10m나
되는 길이의 청대에, 직사각형으로 자른 화지나 종이학,
후키나가시（吹流し, 깃발의 일종으로 몇 가닥의 긴 천을
고리에 달아 나부끼게 한 것） 등을 장식한다. 바람에 흔들
리면 물결치는 파도처럼 한층 더 호화로워진다.

하이라이트
매년 대나무 장식의 심사가 행해지고 수상 작품의
밑동에 ‘금상’ ,‘은상’ 등의 상패가 붙는다. 시내 중
심부의 상점가 아케이드에 설치되는 1,500여 개의
호화로운 대나무 장식도 멋지다. 8월 5일 19시~20
시 30분에는 전야제로서 불꽃놀이도 개최된다.

아키타 간토 마츠리
（아키타 현） 秋田竿燈まつり
일정 8월 3일~8월 6일
회장 아키타 현 간토 오도리（竿燈大通り）
간토란 긴 장대에 제등을 엮은 것으로 가장 큰 것은 9단
의 대나무에 총 46개의 제등을 엮어 높이는 약 12m, 무게
는 약 50kg에 이른다. 북과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밤
거리에 250개의 간토가 수놓는 불빛은 매우 몽상적이다.

하이라이트
제등의 무게 때문에 휘어지는 커다란 간토를 손바
닥, 이마, 등, 어깨 등에 중심을 잡으면서 옮겨 드는
기술과 묘기를 겨루는 모습이 가장 볼 만하다. ‘돗
코이쇼 돗코이쇼’라고 외치며 왼쪽 오른쪽으로 흔
들리는 간토를 자유자재로 조종한다.

도호쿠 3대 마츠리

●

매년 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는

야마가타 현 山形県

주목할 만한 스폿

이것은 꼭 먹어보자

● 모가미

● 사쿠란보（체리）

강 뱃놀이

웅대한 자연 속에서 사공이 부르는 뱃노래를
들으며 약 1시간의 뱃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일본 전국 생산량의 7할로 생산량 1위를 차

● 야마데라

호（紅秀峰） 등의 품종이 유명하고 6월 초순

절

오대명왕을 기리고 천하태평을 기원하는 도
장 고다이도（五大堂）는 깎아지른 듯 솟은 호
슈야마（宝珠山）산에 지어진 야마데라 유일의
전망대이다.
● 갓산에 올라보자
山）, 유도노산（湯殿山）과 함께 데와산잔（出羽

~7월 초순에는 사쿠란보 수확 체험도 즐길
수 있다.
● 야마가타

소바

일본 전국 4위의 소바 생산량으로 소바 전문
점도 많다. 차가운 닭고기 소바, 면이 두꺼운
시골 소바, 에도（江戸） 풍 얇은 소바

三山）이라고 불리며, 산악신앙의 산으로서

등 여러 종류의 소바를 맛볼 수 있
다.

널리 알려져있다.

● 니혼슈

야마가타 현은 해안선의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니혼카

약 350종의 고산

야마가타 현 내에는 양질의 쌀이 생

이（日本海）와 자오（蔵王）, 갓산（月山）, 쵸카이（鳥海） 등 일본 백 명

식물의 보고로도

산으로 꼽히는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이 풍부한 지역이다. 사쿠란

유명하다.

산되어 개성 풍부한 주조장이 많다.
데와자쿠라（出羽桜）, 쿠도키죠즈（く

모가미 강 뱃놀이

보（체리）, 프랑스산 배（梨, ラフランス） 등의 과일과 쌀, 니혼슈 등

どき上手）등 유명한 니혼슈가 많다.

의 산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축제

야마가타 현으로 가는 길

나고야, 신치토세의 각 공항에서 취항하고
있다. 쇼나이공항으로는 하네다, 이타미, 신
치토세공항에서 갈 수 있다.
야마가타 역
도쿄에서 야마가타 신칸센으로 약 2시간 40
분이 소요된다.

이 지역도 주목

도호쿠 큐코（急行） 버스 http://www.tohoku-express.co.jp

● 야마가타

관광 모델 코스 （2박 3일）

매년 8월 5~7일 3일간 개최된다. 화려한 의

예로부터 은（銀） 채굴로 번창한 온천지. 긴

상에 손에는 하나가사（花笠）를 들고 기세 좋

잔가와（銀山川） 강을 따라 늘어선 목조 료칸

게 ‘얏쇼 마카쇼!!’라고 구령에 맞춰 군무를

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운치를 느낄

펼친다.

수 있다.

야마가타공항, 쇼나이공항
야마가타공항으로는 하네다, 이타미（伊丹）,

쿠도키죠즈

도쿄 역

※1

야마가타

※2

야마데라
절

※3

텐도우

※4
※1 야마가타 신칸센으로 약 2시간 40분
※2 JR 센잔센카이소쿠（仙山線快速）
로 약 15분
모가미
사카타
※3 JR 센잔센（仙山線）,
강 뱃놀이
※5
오우혼센（奥羽本線）으로 약 40분
※4 야마가타 신칸센,
JR 리쿠우사이센（陸羽西線）으로 후루쿠치（古口）까지 약 2시간 30분
※5 JR 리쿠우사이센, 우에츠혼센（羽越本線）으로 약 50분

하나가사 마츠리

● 긴잔

온천

시원시원한 녹음과 물 내음에 한껏 취하는 여

버스
도쿄 역에서 야마가타, 요네자와（米沢）, 신조

행. 야마데라 절의 정상까지 삼나무 속의

（新庄）로 가는 고속버스가 있고, 이케부쿠로

분이 걸린다. 텐도우는 장기짝의 고향이다. 모

● 베니바나

역, 시부야 역에서는 사카타（酒田）, 츠루오카

가미 강 뱃놀이에서는 배 위에서 사계의 아름

야마가타 현의 꽃 베니바나（잇꽃, 紅花）가 피

● 텐도우

（鶴岡）까지 운행하고 있다. 소요 시간은 4시간

다움을 느낄 수 있다. 사카타에는 관광 포인트

는 7월 초순~중순쯤에 야마가타 각지에서 개

에도시대부터 계승되어 온 ‘장기짝’의 생산

35분~6시간 10분. 센다이 역과 야마가타 역을

가 많으므로 시영 버스인 ‘룬룬（るんるん） 버

최된다. 베니바나 직판, 사진 촬영회, 승마체

으로 유명하다. 장기에 연관된 명소 및 특산

잇는 버스도 많으며 약 1시간 15분이 소요된다.

스’를 이용해 보자.

험 등 각종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

품이 많고 이벤트도 열린다.

1,000단의 계단이 이어지는데 걸어서 30~40
마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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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타 현

해발 1984m의 갓산（月山）은 하구로산（羽黒

지하고 있다. 사토니시키（佐藤錦）와 베니슈

야마가타 중심부 山形タウン

야마데라 山寺

카죠공원 霞城公園
오픈 동대수문（東大手門）・북문（北門）은 05:00〜
22:00（11월~3월은 05:30〜）
요금 무료 교통 JR 야마가타 역에서 도보 10분

야마가타 성터를
야마가타 현 향토관 ‘분쇼칸’

40

정비한 약 35㎡의
공원이다. 공원 내

동쪽으로는 자오（蔵王）, 서쪽으로는 갓산（月山）, 아사
전국 시대의 무사로 잘 알려진 모가미 요시아키（最上
義光）의 성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의 정취가 남아있

는 거리가 특징이다.

ノ丸） 동대수문이
복원되어 있고, 광
장에는 11대 번주 모가미 요시아키의 기마상
이 세워져 있다. 봄에는 약 1,500그루의 벚꽃
이 피는 명소이기도 하다.

야마가타 향토관 분쇼칸
山形県郷土館 文翔館
전화 （023）635-5500 오픈 09:00〜16:30
휴일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축일인 경우에는 다
음 날이 휴일）
요금 무료 교통 JR 야마가타 역에서 도보 20분

야마가타 현 | 야마가타 중심부, 야마데라

히（朝日） 연봉을 볼 수 있는 자연이 풍부한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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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니노마루（二

고다이도

860년, 지카쿠（慈覚）대사에 의해 개산 된 유명 사찰
이다. 정식 명칭은 릿샤쿠지（立石寺）. 16세기 후반,

야마가타 미술관 山形美術館
전화 （023）622-3090
오픈 10:00〜17:00（입장은 〜16:30）
휴일 월요일（축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이 휴일, 임시
휴관 있음）
요금 500엔
교통 JR 야마가타 역에서 도보 15분

화재로 건물 대부분이 손실되었지만 1543년에 복원
되었다. 시인 마츠오 바쇼（松尾芭蕉）가 읊은 ‘정적과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의 소리（閑さや岩にしみ入る蝉
の声）’라는 시가로 잘 알려져 있다.

전화 （023）695-2816 오픈 08:00〜17:00
휴일 무휴
요금 300엔
교통 JR 야마데라 역에서 야마데라 등산로 입구까지
도보 7분

곤폰추도

나라의 중요 문화재이기도 한 야마가타 현
구（旧） 현청사 및 현회의사당을 복원하여 활

야마가타 출신 작가의 작품을 비롯하여 르누

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벽돌로 지은 영국 르

아르, 모네 등 인상파 작가, 피카소, 샤갈 등

네상스 양식의 건물로 건축 당시의 공법을
충실히 복원했다.

거장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다. 회화, 조각,

고요한 산을 가볍게 등산하기

면 정문이 보인다. 1183년~1333년에 건립

공예, 사진 등 여러 분야의 작품을 감상할

등산로 입구를 들어가 돌계단을 올라가면 국

되었다고 전해지는 정문은 가이산도（開山

수 있다.

가 지정 중요 문화재인 곤폰추도（根本中堂）

堂）와 고다이도（五大堂） 등으로 이어져 있

T r a v e l

의 상이 서 있다. 보물전 및 염불당을 지나

다. 가이산도에는 승려 엔닌（円仁）의 존상이

T i p

안치되어 있고 더 들어가면 오대명왕을 기리

자오 온천
야마가타 시의 산들을 총칭하여 자오（蔵王）
라고 부르며, 여름에는 고산 식물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스
키 등을 즐길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세계
적으로도 진귀한 '수빙（樹氷）'을 볼 수 있다.
자오 연봉 서쪽 기슭의 해발 880m에서는 자
오 온천이 솟아나 당일치기 입욕 시설 및 온
천 시설이 여럿 있다.

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시인 마츠오 바쇼

는 고다이도가 있으며 전망대도 설치되어 있
다. 800단이 넘는 계단을 더 올라가 오쿠노
인（奥之院）에 도착하면 눈앞에 펼쳐진 광대
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릿샤쿠지의 정면
에 있는 ‘풍아의 나라（風雅の国）’에서 바라보
는 야마데라의 전경이 볼만하다. 근처에는
바쇼의 작품을 수집한 ‘야마데라 바쇼 기념
인왕문

관’도 있다.

T r a v e l

모가미
강

T i p

바람을 느끼며
우아하게 크루즈
야마가타 현의 만물의 근원인 강으로 사랑받고 있는 모
가미 강은 야마가타 현을 종단하며 흐르고 있다. 예로부
터 모가미 강의 운송 요소로서도 번영한 ‘도자와한후나
반쇼（戸沢藩船番所）’를 출발하여 모가미 강 리버보트
（リバーボート）까지 약 1시간 동안 뱃놀이를 즐길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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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3）72-2001
교통 JR 후루쿠치（古口） 역에서 도자와한후나반쇼（戸
沢藩船番所）까지 도보 7분
요금 승선 1,970엔

에도시대 쇼나이번（庄内藩）의 중심 마을이었던 츠루

츠루오카시립 카모 수족관 鶴岡市立加茂水族館

오카의 중심부에는 츠루오카 성이 있던 곳에 공원이

전화 （0235）33-3036
오픈 08:30〜17:00（7월 20일~8월 20일에는 〜
18:00）
휴일 무휴
요금 800엔

조성되어 있고 주변에는 역사적 건축물을 비롯하여
당시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곳이다.

쇼나이 한코 치도칸 庄内藩校致道館
전화 （0235）23-4672 오픈 09:00〜16:30
휴일 월요일（4월~11월 3일 중의 축일은 임시 휴관）
요금 무료

갓산

한 해파리 요리도 맛볼 수 있다.

의 학교）로, 많은 번사（藩士）가 육성되었다.
1873년에 폐교되어 현재는 공자를 기리는
성당과 강당 등이 남아 있어 우수한 문화유
모가미 강 뱃놀이

오픈 4월 1일~11월 31일은 09:40〜14:50（1시간에 1
편）, 12월 1일~3월 말은 1일 3회 운행（10:50, 12:50,
14:50）
휴일 날씨에 따라 운행하지 않는 때도 있음

산악신앙의 성지를 돌아보자
해발 414m의 하구로산（羽黒山）, 해발 1,504m의 갓산（月
山）, 해발 1,500m의 유도노산（湯殿山）의 세 산을 통틀어
데와산잔（出羽三山）이라고도 하여 신앙의 산으로서 유
명하다. 데와산잔 참배는 ‘히가시노 오쿠마이리（東の奥
参り）’라고 하여 ‘니시노 이세마이리（西の伊勢参り）’에
대적할 만큼 많은 참배객이 찾는 곳이다. 하구로산이 현
세, 갓산이 전세, 유도노산이 후세로 삼세（三世）의 정토
라 알려져있다.
● 데와산잔에 올라보자

하구로산 고주노토

달, 강치 쇼도 개최된다. 레스토랑에는 진귀

1805년 사카이（酒井） 가문의 9대 번주 타다
아리（忠徳）가 설립한 번교（藩校 무사자녀들

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사카타 酒田
해운의 요충지로 에도시대 때 크게 번성하였고 옛 저
택들이 시대의 번영을 전하고 있다.

잔
데와산

세계 최대인 30종의 해파리를 볼 수 있고 해

갓산을 중심으로 한 데와산잔의 대표적인 곳을 1박 2일
코스로 걸어보자. 첫날 오후에 하구로산에 올라 참배하
고 그날 저녁에는 절에 묵으며 사찰요리를 먹어보자.
둘째 날은 아침 일찍 갓산으로 출발하여 9번째 고개
（9合目）의 붓쇼이케고야（仏生池小屋）에서 휴식을 취
한 뒤 산 정상을 목표로 갓산본궁에 참배한다. 점심쯤
에 산 정상에 도착하면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유도노산
으로 가보자. 유도노산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린다.

산쿄 창고 山居倉庫

전화 （0234）24-4311
오픈 09:00〜17:00（11월~3월은 〜16:30）휴일 12
월~2월의 화, 수요일（3월~11월은 무휴）
교통 JR 사카타（酒田） 역 도보 5분 요금 900엔

전화 （0234）24-2233
오픈 09:00〜18:00（8월 1~20일은 〜18:30）
휴일 무휴
요금 입장 무료（뮤지엄 하나노야카타（華の館）와
쇼나이 쌀 역사자료관（ 庄内米歴史資料館）은 각
300엔）
교통 JR 사카타 역 도보 20분

1947년 대지주였던 혼마 가문이 모은 문

1893년 사카타 쌀 거래소（酒田米穀取引

화재와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다. 가쿠부

所）의 부속 창고로 건축되어, 현재까지도

엔（鶴舞園） 정원도 계절에 따라 색다른 모

농업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12동의 창고

습을 보인다.

일부는 기념품 가게나 음식점, 뮤지엄 등

혼마 미술관 本間美術館

으로 사용되고 있다.
T r a v e l

T i p

영화 ‘오쿠리비토（おくりびと）’의 무대
사카타는 일본 영화 중에서 처음으로 아카데미상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영화 오
쿠리비토（おくりびと）의 촬영지이다. 영화의 배경에 종종 등장하는 산은 데와후
지（出羽富士）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쵸카이잔（鳥海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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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놀이 즐기는 법
출발하고 얼마 후 키잡이가 어렵다고 불리는 ‘야나기마
키（柳巻）급류’가 나온다. 그곳을 지나면 양쪽으로 급격
한 절벽이 이어지는데 특히 가을의 단풍이 절경이다.
모가미 협곡의 오른쪽 절벽에는 도리이（鳥居）와 함께
센닌도（仙人堂）가 보인다. 모가미 협곡에는 48개의 크
고 작은 폭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본의 폭포 백선’
중 하나로 높이 124m의 ‘시라이토노타키（白糸の滝）’는
한자 그대로 하얀 실을 연상할 만큼 아름답다. 사공이
들려주는 뱃노래 ‘모가미가와 후나우타（最上川舟歌）’
는 한국어 버전도 있다.

츠루오카 鶴岡

후쿠시마 현 福島県

이것은 꼭 먹어보자

● 고시키누마

● 키타카타

비샤몬누마（毘沙門沼）, 아카누마（赤沼）, 벤

인구 약 37,000명의 키타카타시에는 120여

텐누마（弁天沼）, 루리누마（瑠璃沼）, 아오누
마（青沼）등 9개의 늪으로 이루어져 있다. 봄

점의 라멘집이 있다. 깊이 있는 스프와 두껍
고 납작하며 구불구불한 면이 특징이다.

에서 가을에 걸쳐 시시각각 물의 색깔이 변
하는 신비적인 늪이다.

● 코즈유

● 아이즈

수 없는 아이즈 지

아이즈와카마츠 시내（会津若松市内）는 옛날

방의 대표적 향토

그대로의 창고 및 양옥이 남아있어 성을 중

요리의 하나이다.

심으로 발달했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로맨

말린 조개관자로 국물을 우려 토란, 당근, 버
섯, 곤약 등 내용물이 많은 것이 기본이다.

틱한 곳이다.
● 오우치주쿠

라멘

관혼상제에 빼놓을

● 카시와야

우스카와 만쥬

에도（江戸, 도쿄의 옛 이름）로 향하는 무사나

창업 이래 약 160년 역사를 자랑하며 일본 3

후쿠시마 현은 북에서 남으로 뻗은 아부쿠마（阿武隈） 고원과 오우（奥

여행객이 묵었던 숙소. 아이즈（会津）와 닛코

羽） 산맥에 의해 3개의 지역으로 나뉜다. 후쿠시마 시와 코오리야마 시

（日光）를 연결하는 큰길에 모옥（茅屋, 띠로

대 만쥬로도 선정된 명물이다. 우스카와（薄
皮）란 껍질이 얇다는 뜻이다. 홋카이도（北海

지붕을 이은 집）의 민가가 줄지어 있는 등 에

道）산 팥을 사용한 홈 메이드 팥소는 달지만

도시대의 풍경이 아직도 남아있다.

깔끔한 맛이다.

축제

이 지역도 주목

（郡山市）등이 있는 나카도리（中通り） 지방은 정치 및 경제의 중심지이
고 바다 쪽의 하마도리（浜通り） 지역은 온화한 기후로 항만의 도시이다.
아이즈（会津） 지방은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후쿠시마 현으로 가는 길
후쿠시마공항
삿포로,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
가에서 취항하고 있다. 후쿠시마공항에서
후쿠시마 시내까지 리무진 버스로 45분 정
도, 아이즈와카마츠（会津若松）까지는 약 2시

아이즈와카마츠로 가는 버스도 있다. 소요 시

● 소마

간은 약 7시간이다.

7월 말의 토,

오슈（奥州） 3대 명탕의 하나로 680년 전 부

JR 버스 간토 hhttp://www.jrbuskanto.co.jp
아이즈 버스 http://www.aizubus.com

일, 월요일의

터 이용되어왔다고 알려져있다. 마츠오 바쇼

사흘 동안 500

관광 모델 코스 （1박 2일）

여 기의 갑주기

（松尾芭蕉）, 시라카와 번주（白河藩主）인 마츠
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 등 역사적으로 유

마 무사가 허리

명한 인물들도 이용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에 칼을 차고

● 츠치유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깃발을 휘날리며 용맹
스럽고 화려하게 질주한다.

츠치유（土湯） 온천은 아라카와（荒川） 강을

● 후쿠시마

고, 다카유（高湯） 온천은 해발 750m의 고원

도쿄 역

※1

이나와
시로코 호

※2

고시키누마

※3

간 15분이 소요된다.
후쿠시마 역, 아이즈와카마츠 역
도쿄 역에서 도호쿠 신칸센을 타고 후쿠시마
역까지 약 1시간 30분. 코오리야마 역에서 반

아이즈
와카마츠
※4

※1 도호쿠 신칸센, JR 반에츠사이센으로 약 2시간 50분
※2 아이즈 버스 반다이코겐규카무라（磐梯高原休暇村）
행을 타고 약 25분
※3 JR 반에츠사이센으로 약 36분
※4 JR 반에츠사이센으로 약 24분

키타카타

노마오이 （소마 야생말 쫓기）

와라지 축제

● 이이자카

온천

온천・다카유 온천

따라 크고 작은 료칸과 호텔이 자리하고 있

8월 첫째 주 금, 토요일에 개최된다. 길이

에 위치하여 후쿠시마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에츠사이센（磐越西線）으로 갈아타고 아이즈
와카마츠 역까지 약 2시간 30분이 걸린다.

역사와 자연과 식도락 여행. 반다이 산 주변

12m, 무게 2t의 커다란 와라지（わらじ,짚신）

은 녹음이 풍부한 고원 리조트이다. 이나와

퍼레이드를 비롯하여 ‘와라지 오도리（わらじ

볼 수 있다.
● 다케 온천

버스

시로코 호에서 유람선을 타 보고 아이즈 버

おどり）춤’, ‘와라지 경쟁’ 등이 행해진다.

아다타라야마（安達太良山） 산 동쪽 기슭 해

후쿠시마 역으로 가는 야간 고속버스가 도쿄

스를 이용하여 고시키누마에도 가 보자. 아

● 반다이

발 500~530m 자연에 둘러싸인 온천지. 약

역, 요코하마 역 등에서 운행되고 있다. 소요

이즈와카마츠는 역사를 느껴 보고 키타카타

7월 하순 토, 일요일에 개최된다. 장식수레 순

8km나 떨어진 광산의 분화구 저지대에서 솟

시간은 약 6시간 10분이 걸리고 신주쿠 역에서

에서는 라멘을 먹어 보자.

행, 북 경연, 횃불 행렬 등 많은 행사가 있다.

아오르는 온천수를 끌어서 사용하고 있다.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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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루가죠 성

주목할 만한 스폿

아이즈와카마츠 会津若松
에도시대에 아이즈번（会津藩）의 성을 중심으로 발달
한 지역인 아이즈와카마츠에는 츠루가죠 성（鶴ヶ城）
이나 이이모리 산（飯盛山） 등, 사적과 명소가 많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이즈 분지는 이나와시로
코（猪苗代湖） 호나 반다이 산（磐梯山） 등 자연이 풍부
하고 물이 좋아 맛있는 쌀과 술 생산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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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루가죠 성 鶴ヶ城

이이모리산 飯盛山

스키장이 있다. 여름에는 마린 스포츠, 겨울에는 윈터
요금 견학 자유
교통 JR 아이즈와카마츠 역에서 주유버스 아카베에
（あかべぇ）로 4분, 이이모리야마시타（飯盛山下） 역
하차

아이즈 전쟁을 위해 16~17세의 무가의 아
들들로 결성된 백호부대（白虎隊）의 최후의
장소인 이이모리산. 산 정상에는 그들이
자결한 장소와 함께 무덤이 있고 바로 눈

학을 이미지로 한 우아한 모습은 아이즈와
카마츠의 상징이다.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다. 반다이 산 분화에 의해 생
긴 고시키누마（五色沼）에서는 시시각각 색이 변하는
신비적인 호수와 늪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길 수 있
다.

이나와시로코 호 猪苗代湖

길이 55.32km, 최대 깊이 93.5m의 일본

일과 9월 24일에는 위령제가 열리고 기슭

에서 네 번째로 크고 투명도가 높은 호수

에는 백호부대 기념관이 있다.

로 요트나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도 많
다. 서쪽의 나가하마（長浜）에는 중요문화

아이즈 주조 역사관 会津酒造歴史館
전화 （0242）26-0031
오픈 08:30〜17:00（11월~4월은 09:00〜16:30）
휴일 무휴
요금 입장 300엔
교통 JR 아이즈와카마츠 역에서 주유버스 하이카라
상（ハイカラさん）으로 21분, 키타데마루오도리（北出
丸大通り）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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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견학 자유
교통 JR 이나와시로 역에서 자동차로 10분

앞에 츠루가죠 성이 보인다. 매년 4월 24

1592년에 세워진 7층의 천수각은 1874년
에 파손되었지만 1965년에 복원되었다.

이나와시로에서 반다이고원 사이에는 많은 호수와

재인 텐쿄카쿠（天鏡閣）가 있고 동쪽의 시
다하마（志田浜）에는 백조가 날아온다.

T r a v e l

고시키누마 자연 탐승로
고시키누마란 고시키누마 탐승로에 따라 분포되어
있는 20~30개의 늪의 총칭이다. 총 길이 약 3.7km의
고시키누마 자연 탐승로는 천천히 걸으면 1시간 정도
의 거리로, 에메랄드그린, 코발트블루, 적갈색 등 각
종 색을 띤 늪을 볼 수 있다. 물의 색은 보는 각도나
시간, 계절, 기후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인다.

아이즈 지방의 니혼슈와 소주를 대표하는
미야이즈미（宮泉） 명조의 양조장과 자료
관을 병설하였다. 니혼슈와 소주를 제조

이나와시로코 호와 반다이 산

하는 공정을 소개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고 시음 코너도 있다.
T r a v e l

T r a v e l

T i p

역사의 향이 나는 가게
메이지 시대의 해산물 도매상을 개축한 ‘시부카와 몬
야（渋川問屋）’에서는 본격적인 향토요리를 맛볼 수
있는 외에도, 배와 파도를 이미지 한 별관은 숙박 시
설로 이용되고 있다. 1879년에 만들어진 창고를 이용
한 ‘코히칸 쿠라（珈琲館 蔵）’에서는 반다이 산에서
솟아나는 물로 끓인 커피를 맛볼 수 있다.

T i p

관광하기 편리한 주유
레트로 버스
아이즈와카마츠 시내에는 복고풍 보닛 버스 ‘하이카
라상’（연중 운행）과 마스코트 캐릭터가 그려진 ‘아카
베에（あかべぇ）’（4~11월 운행） 두 종류의 주유버스
가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츠루가죠 성 천수
각, 오야쿠엔（御薬園）, 아이즈 부케야시키（무가 저택）
등 주요 관광지를 돌 수 있다. 1회 승차는 200엔이고
1일 프리 승차권은 500엔이다.

이나와시로 허브 공원 猪苗代ハーブ園

아오누마

전화 （0242）66-2690
오픈 09:00〜17:00（7월 20일~8월 31일은
08:30〜18:00）
휴일 기간 중 무휴（4월 하순~11월 초순 개원）
요금 300엔 교통 JR 이나와시로 역에서 자동차
로 15분（리스텔 이나와시로 행 셔틀버스 있음）

오른쪽으로는 반다이 산이, 그리고 아래
에는 이나와시로코 호가 펼쳐지는 약 10만
㎡의 부지에 500종 이상의 허브를 비롯하
여 계절에 따라 여러 꽃이 핀다.

T i p

비샤몬누마

후쿠시마 현 | 아이즈와카마츠, 반다이, 이나와시로

전화 （0242）27-4005
휴일 무휴
요금 입장 자유（츠루가죠 성 안은 유료）
교통 JR 아이즈와카마츠 역에서 주유버스 하이카
라상（ハイカラさん）으로 20분, 츠루가죠이리구치
（鶴ヶ城入口）에서 하차, 도보 5분

반다이, 이나와시로 磐梯、猪苗代

코오리야마, 미하루 郡山、三春

큰길은 물론이고 뒷골목이나 교외의 마을까지 창고

本家蔵座敷）’나 ‘키타카타 쿠라노사토（喜多

시설 및 플레이 스폿이 충실하다. 반다이아타미（磐梯

가 보인다. 그 수는 4,000여 동이나 되고 현재에도

方蔵の里）’ 등 창고 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熱海） 온천은 미인과 온천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타

술 창고, 된장 창고로써 사용되고 있다. 또 키타카타

후쿠시마 현 중앙에 위치한 코오리야마 시에는 상업

키자쿠라（滝桜） 벚꽃으로 유명한 미하루 주변에는 거
대 종유굴인 아부쿠마（あぶくま） 동굴도 볼 만 하다.

개성관 開成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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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카타 喜多方

024-923-2157
10:00〜17:00（입장은 〜16:30）
월요일（축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연말연시
200엔

서양식 건축이 도입되기 이전인 1874년에

미하루 타키자쿠라 三春滝桜
휴일 제철은 4월 중순~하순
요금 견학 자유
교통 JR 미하루 역에서 자동차로 20분

라멘 전문점이 많아 맛있는 집을 찾아 돌아다녀 보자.

목적으로 만들어진 견학 스폿도 있다.
T r a v e l

T i p

추천 라멘 전문점

옛 창고의 마을을 돌아보자

미하루 댐 호수의 동쪽에 있는 베니시다레자
쿠라（紅枝垂桜）는 수령이 1,000년 이상에 높

‘도호쿠의 옛 창고의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이 13.5m, 나무 둘레가 11.3m에 이르는 거목

골목이나 교외까지도 옛 창고가 많이 남아

이다. 사방으로 굵게 뻗은 가지에 꽃이 피고,

있으며, 흰 벽, 시멘트벽, 벽돌 건물 등 종

그 모습은 마치 흘러내리는 폭포와도 같다.

류도 다양하다. 대부분 창고 내부는 공개

키타카타. 메인 스트리트 뿐만 아니라 뒷

건설된 의양풍（서양풍과 유사한 양식）의

하고 있지 않지만, 일용품이나 공예품을

건물이다. 관청 및 학교로 이용되다가 현

전시하고 있는 ‘카이 혼케 쿠라자시키（甲斐

인구 37,000명의 시내에 120여 곳의 라멘 전문점
이 있는 키타카타시. 아침 7시부터 영업하고 있는
'반나이（坂内）식당'은 특제 간장에 잰 챠슈를 두둑
이 얹은 라멘이 간판 메뉴이다. 원조 카타카타 라
멘점으로 알려진 '겐라이켄（源来軒）'은 돼지 뼈와
닭 뼈를 사용한 진한 국물과 두꺼운 편인 수제 면
과 찰떡궁합이다. '사쿠라테이（さくら亭）'도 쫄깃
쫄깃한 식감과 구불구불한 면은 돼지 뼈, 닭 뼈,
채소 등을 푹 삶아 낸 국물과 잘 어울린다.

재는 코오리야마 지방의 민족 자료를 전
시, 소개하고 있다.

코오리야마 이시무시로 후레아이 목장
郡山石筵ふれあい牧場
전화 （024）984-1000 오픈 09:30〜16:30
휴일 화요일（축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11월 중순
~4월 하순
요금 310엔
교통 JR 반다이아타미 역에서 후쿠시마교통 버스
로 25분

토끼나 양 등 동물을 만지거나 승마 체험
을 즐길 수 있는 관광 목장이다. 신선한 우
유로 만든 아이스크림 등도 맛볼 수 있다.

타카시바 데코야시키 高柴デコ屋敷
전화
오픈
휴일
교통

（024）971-3176（본가 다이코쿠야）
09:00〜17:00（점포에 따라 다름）
저택에 따라 다름
JR 미하루 역에서 자동차로 5분

미하루고마（망아지）와 하리코인형 등의 민
예품을 만들고 있는 마을. 하리코나 다루마
가 제작되고 있고, 그 모습을 견학하거나

T r a v e l

T i p

이와키 스파리조트 하와이안즈
いわきスパリゾートハワイアンズ
광대한 부지 안
에는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는
온천 풀장과 미
끄럼틀이 있는
워터 파크, 에도
시대의 정취를
풍기는 남녀별 온천장 등, 5개의 파크가 모여있다.
영화 ‘훌라걸즈’의 무대이기도 한 우아한 훌라댄스,
정열적인 타히티안 댄스 등의 쇼도 즐길 수 있다.
전화 （0246）43-2644 오픈 9시~22시
휴일 연 1회（부정기적）
요금 입장 3,150엔
교통 JR 유모토（湯本） 역에서 송영 버스로 약 15분

미나미아이즈 南会津
아이즈 철도 유노카미온센（湯野上温泉） 역은 일본에

500m의 길을 따라 40건 정도의 띠로 지

서 유일하게 띠로 지붕을 인 역이다. 역에서 도보 10

붕을 인 옛 민가가 늘어서 있고 대부분은

분 정도의 거리의 오카와（大川） 계곡 단층 위에 지어

향토요리 전문점이나 기념품점이다.

진 옛 민가를 이용한 숙소 및 근대적인 호텔 등이 곳
곳에 있다.

오우치주쿠 大内宿
오픈 09:00〜17:00 요금 견학 자유
교통 아이즈 철도 유노카미온센 역에서 자동차로
10분

아이즈와카마츠와 닛코시 이마이치（今市）
를 연결하는 아이즈 니시카이도（西街道）
를 따라 번성한 숙소 마을 오우치주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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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오픈
휴일
요금

그림을 그려보는 체험도 가능하다（예약제）.

이바라키 현 茨城県

주목할 만한 스폿

이것은 꼭 먹어보자

● 가사마

● 미토

도자기 굽기 체험

도자기의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가사마에서

대두를 짚으로 만든 꾸러미에 넣어 발효시킨

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갤러리 및 가게 등이

일본 전통식으로 건강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가사마 공예 언덕（笠間工芸の丘）’에서

있다. 미토산 낫토는 특히 부드럽고 맛있다
고 평이 나 있다.

는 물레질, 반죽, 그림 그리기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 앙코나베（아귀탕）

● 미토

아귀 어획의 중심

에도시대부터 이바라키의 정치, 경제, 문화

지인 기타이바라키
（北茨城） 시 히라카

의 중심지로써 발전한 마을이다. 무사 시대
의 사적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다.
● 오아라이 리조트 아웃렛

타（平潟） 항. 아귀

태평양에 접해 있는 아웃렛 몰이다. 브랜드

등은 이바라키의

숍을 비롯하여 스

탕, 아귀 샤브샤브

간토 지방의 북동부에 위치한 이바라키 현. 현의 중심인 미토（水戸）는

포츠, 아웃도어,

겨울철 별미이다.
● 히타치 아키 소바

에도막부를 세운 도쿠카와（徳川）가문의 연고지로 귀중한 사적이 남아

잡화, 레스토랑

이바라키에서 개량된 소바의 품종으로 일본

있다. 현 북부의 산지에는 폭포와 계류 등의 경승지가 많고 태평양에 접

등 70여 점의 숍

제일의 품질로 평가받고 있다. 소바 면 뽑기

이 있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가게도 있다.

축제

이 지역도 주목

한 에리어는 마린 레져로 북적인다.

이바라키 현으로 가는 길
이바라키공항
삿포로, 오사카, 고베, 오키나와 등과 연결
되어 있다.
미토 역
우에노 역에서 JR 조반센（常磐線） ‘특급 슈
퍼 히타치（特急スーパーひたち）’로 1시간 15
분, JR 조반센 보통 열차로는 약 2시간이 소
요된다.

● 미토

관광 모델 코스 （1박 2일）

매화 축제

가이라쿠엔（偕楽園）에는 약 100품종, 3,000
도쿄 역

※1

미토

※2

가사마

※3

후쿠로다

※1 JR 특급 슈퍼 히타치로 약 1시간 15분
※2 JR 조반센, JR 미토센으로 약 25분
※3 JR 미토센, JR 조반센, JR 스이군센（水郡線）으로 약 1시간 50분

● 가시마

그루의 매화가 심어져 있고 이른 봄의 개화

무신을 기리는 오래된 신사로 잘 알려진 가
시마 신궁（鹿島神宮）의 시가지. 축구 J리그

시기에 맞춰 다도회, 연주회, 라이트 업이 행
해진다.

가시마 앤틀러스의 본거지기도 하여 경기장
에는 축구 뮤지엄도 병설되어 있다.

● 이시오카의

● 츠쿠바

축제

산

이바라키의 관광 명소를 돌아보는 여행. 우

호화로운 신 가마와 현

예로부터 신앙 산으로서 숭배되어 온 산이다.

선 이바라키의 현관인 미토에서 일본 정원
가이라쿠엔（偕楽園）을 산책해 보자. 2월 하

란한 장식 수레, 용맹

생식하고 있는 식물의 종류도 많다. 등산이나

한 사자 등 40여 대가

하이킹 등 일 년 내내 즐길 수 있고 로프웨이,

순에서 3월 하순에는 매화가 만개한다. 특유

이시오카시 중심부를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가볍게 산 정상까지 오

버스
도쿄 역 야에스 출구（八重洲口）에서 미토 역

의 냄새를 자랑하는 ‘낫토’도 미토의 명물이

순행한다. ‘이시오카시시（石岡獅子）’라는 전통

를 수 있다.

니 시식을 해 보자. 도자기로 유명한 가사마

예능이 상연되는 전통적인 가을 축제이다.

남쪽 출구（南口）로 가는 노선버스 ‘미토 호
（みと号）’가 20~4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

에서는 기념품을 사기에 좋다. 이바라키 현

● 히마츠리

북부에 있는 후쿠로다에서는 물보라 치며 흘

4월 말에서 5월 초, 가사마 시내의 도예가 및

다.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10분.

러내리는 역동적인 후쿠로다노다키 폭포를

가게가 ‘가사마 예술의 숲 공원（笠間芸術の森

JR 버스 간토 http://www.jrbuskanto.co.jp

감상해 보자.

公園）’에 한데 모여 가사마 도자기를 전시, 판
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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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로다노다키 폭포

낫토

미토 水戸
에도시대（1603~1867년）부터 이바라키의 정치, 경
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발전한 지역이다. 당시의 사적
외에도 현대 미술 기획전 등으로 정평이 나 있는 미술

자제를 대상으로 문무양도의 교육이 이뤄
지던 곳이다.

관 등 볼거리가 많다.

가사마이나리（笠間稲荷） 신사를 중심으로 발달한 지
역으로 12~19세기에 걸쳐서는 가사마（笠間） 씨의 성
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도자기의 산지로 유명하며 시
내에는 도예와 관련된 미술관 및 판매점, 도자기를 굽
는 곳이 많다.

가이라쿠엔 偕楽園

52

가사마 笠間

가사마 주유 버스 かさま周遊バス
전화 （0296）72-9222 오픈 09:50〜17:20
휴일 월요일 요금 1회 승차 100엔
http://www.kasama-kankou.jp/kasama_bus/index.html

전화 （0296）70-0011
오픈 09:30〜17:00（입장은 〜16:30）
휴일 월요일
요금 상설전: 일반 300엔, 고등학생, 대학생 250
엔, 초・중학생 150엔（기획전은 별도）
교통 JR 미토센（水戸線） 가사마 역에서 택시로 5분

가사마 예술 공원 내에 있는 도예 전문 미
술관으로, 가사마 도자기의 역사를 소개하

도모베（友部） 역에 도착하는 특급 열차 운

는 외에도 문화 훈장 수상자와 인간 국보의

1842년 당시의 미토번주 도쿠가와 나리아
키（徳川斉昭）에 의해 개원되었다. 정원 내

행 시간에 맞춰 도모베 역을 출발하여, 가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기획전은 연 4

사마 공예 언덕, 이바라키 현 도예 미술관,

회 개최되고 있다.

에는 100종 3,000그루의 매화나무가 심어

가사마 일동 미술관 등, 약 50분 동안 가사

져 있어 2월 하순에서 3월 하순이 가장 볼
만하다. 그 외에도 벚꽃, 철쭉, 풀싸리 등
계절에 따라 피는 꽃으로 아름답게 물든다.

미토 예술관 水戸芸術館
전화 （029）227-8111
오픈 09:30〜18:00（이벤트에 따라 다름）
휴일 월요일 요금 현대미술관 갤러리 800엔, 타
워 입장료 200엔（콘서트 등은 별도）
교통 JR 조반센（常磐線） 미토 역에서 버스로 약 10분
후 이즈미쵸잇초메（泉町一丁目） 정류장에서 하차, 도
보 약 2분

콘서트 홀, 극장, 현대미술 갤러리를 병설
한 종합 문화 시설로 높이 100m에 이르는
탑의 전망대에서 미토 시내를 한눈에 바라
볼 수 있다.

마의 주요 관광 시설을 돌아 다시 도모베
역으로 돌아온다.
T r a v e l

T i p

가사마 도자기 갤러리
가사마 시내에는 개성 넘치는 도예 전문 갤러리가 있
다. 작가 및 작품을 소개하는 외에 판매도 하고 있으
니 마음에 드는 기념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
다.
● 도후샤（東風舎）
전화 （0296）71-5205 전화 예약 필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스타일의 그릇을 많
이 취급하고 있다.
● 회랑 갤러리 몽（門）
전화 （0296）71-1507
오픈 10:00〜18:00
휴일 무휴（연말연시 제외）

고도칸 弘道館

정원에 접해 있는 25m의 회랑에 80명 전후의 작품을
상시 전시하고 있다.

전화 （029）231-4725 오픈 09:00〜16:30（2월
20일~9월 30일은 ~17:00）
요금 어른 190엔, 초・중학생 100엔（현재는 무료
로 정원 일부분만 공개 중）
교통 JR 미토 역에서 도보 약 8분

● 갤러리 도쇼（陶正）
전화 （0296）72-4007

1841년에 미토번주 도쿠가와 나리아키에
의해 지어진 학교로 번을 지지하는 무사의

사진 제공: 미토 예술관

오픈 09:00〜18:00
휴일 연말연시
대접, 항아리부터 온갖 그릇에 이르기까지 여주인이
선별한 각종 그릇이 갖춰져 있다.

T r a v e l

T i p

가사마에서 도자기 체험
가사마에서는 도기를 보거나 구입하는 외에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물레질, 반죽, 그림 그리기 등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체험할 수 있기에 초보자라도
안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내의 갤러리나 도자기
공방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
● 가사마 공예 언덕
전화 （0296）70-1313
주소 茨城県笠間市笠間2388-1
휴일 월요일（축일, 연휴의 경우에는 다음 날이 휴일）
요금 물레 체험 2,100엔~, 반죽 체험 3,150엔
※예약 필수
http://www.kasama-crafthills.co.jp/to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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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9）244-5454
오픈 06:00〜19:00（10월 1일~2월 19일은 07:00〜
18:00）
휴일 무휴 전화 029-244-5454 요금 무료
교통 JR 미토 역 북쪽 출구（北口）에서 버스로 약 20
분 후 가이라쿠엔마에（偕楽園前） 정류장에서 하차

이바라키 현 도예 미술관
茨城県陶芸美術館

오아라이 大洗
이바라키 현에 접해 있는 태평양 연안의 거의 중앙에 있
고 해수욕과 서핑 등 마린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아쿠아월드 이바라키 현 오아라이 수족관
アクアワールド茨城県大洗水族館
54

후쿠로다 袋田

브’는 오아라이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져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바라키 현 북부의 산악지대 일대로, 폭포와 계류,

오아라이 리조트 아웃렛
大洗リゾートアウトレット

후쿠로다노다키 폭포 袋田の滝

전화 （029）264-9123
오픈 10:00〜20:00（계절에 따라 변동 있음）
교통 오아라이가시마센 오아라이 역에서 순환 버스
가이유（海遊） 호를 타고 약 5분 후 와쿠와쿠 과학관
오아라이 리조트 아웃렛 앞 하차

약 580종 68,000점의 해양생물을 전시하

태평양에 접해있는 개방적인 분위기의 건

고 있는 수족관이다. 수량 1,300t의 ‘만남

물에 브랜드 숍을 비롯하여 스포츠, 아웃

의 바다 대수조’에서는 오아라이 바다에

도어, 잡화, 레스토랑 등 약 70점의 숍이

생식하고 있는 물고기를 만날 수 있다. 1

입점해 있다.

온천과 다이고（大子） 온천 등도 인기다.

와 강변에는 느긋하게 걸을 수 있는 길과
대나무를 엮은 장치를 강에 걸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
량（やな）도 설치

요금 후쿠로다노다키 터널 이용료 어른 300엔
교통 JR 스이군센 후쿠로다 역에서 버스로 약 10분

되어 있다. 대자

높이 120m, 폭 73m의 폭포다. 신록의 봄,
시원한 물줄기를 느낄 수 있는 여름, 멋진

음껏 휴식을 취해
보자.

단풍의 가을, 폭포가 동결하는 겨울 등 사
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곤약 고카이쇼 こんにゃく御会所

연과 온천으로 마
다키미의 숙소 호넨만사쿠의 노천탕

전화 （0295）72-5778
오픈 09:30〜17:00（예약이 있는 날은 〜21:00）
휴일 화요일（축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이 휴일）
교통 JR 후쿠로다 역에서 차로 약 5분

일 4회 개최되는 ‘돌고래, 강치 오션 라이

곤약 전문점으로 곤약을 사용한 요리 및
곤약에 관한 자료관, 기념품 코너가 있다.
T r a v e l

T i p

류진대조교 竜神大吊橋
후쿠로다 온천 袋田温泉

가스미가우라 霞ヶ浦
이바라키 현 남동부에 펼쳐진 일본 2위의 면적을 자랑
하는 호수다. 여름에는 새하얀 돛의 호비키센（범선）이
호수 위를 떠다니는 한가로운 광경을 볼 수 있다.

전화 （0295）72-0285 （다이고마치（大子町） 관광협회）
교통 JR 후쿠로다 역에서 이바코켄기타（茨交県北）
버스 다키모토（滝本）행을 타고 약 10분 후 후쿠로
다온센 정류장에서 하차

호쾌하게 떨어지는 후쿠로다노다키 폭포
의 하류, 다키가와（滝川） 강에서 솟아나는
온천으로 폭포 관광을 위한 숙박객이 많

호수 주변에는 사이클링이나 하이킹 코스

다. 헤이안 시대에 발견되었다고 전해져

가 잘 정비되어 있고 스포츠 시설이 잘 정

오는 역사 깊은 온천으로, 매끈매끈한 느

비된 공원도 있다. 4월~10월에는 잉어,

낌의 온천탕은 아름다운 피부와 신경통에

붕어, 망상어 등의 민물고기 낚시로 북적

효과가 있고 치료를 위해 마시는 온천수로

인다. 활동적으로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도 인정받고 있다. 가볍게 온천을 즐길 수

안성맞춤이다.

있는 당일치기 온천 시설도 있다. 다키가

류진 강（竜神川）을 가로막은 류진 댐 위에 만들어진
보행자 전용 다리로 길이 375m, 댐 수면에서부터의
높이는 100m이다. 보행자 전용 다리로서는 일본 최
대 규모를 자랑한다. 오쿠쿠지（奥久慈） 현립 자연공
원의 사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오픈 08:30〜17:00（기후에 따라 통행이 제한될
수 있음）
요금 통행료 어른 300엔, 어린이 200엔
교통 JR 히타치오타（常陸太田） 역에서 버스를
타고 약 45분 후 류진대조교입구（竜神大吊橋入
口）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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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9）267-5151
오픈 09:00〜17:00（입장은 〜16:00）
휴일 무휴 요금 어른 1,800엔
교통 가시마린카이（鹿島臨海）철도 오아라이가시
마센（大洗鹿島線） 오아라이 역에서 버스로 약 15
분 후 아쿠아월드 정류장에서 하차

등산 등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지역이다. 후쿠로다

도치기 현 栃木県

주목할 만한 스폿

이것은 꼭 먹어보자

● 세계유산

● 우츠노미야

교자

만두 소비량으로 일본

川幕府）의 영묘인

최고를 자랑하는 우츠

도쇼구（東照宮）와

노미야는 만두 전문점

후타라산 신사（二
荒山神社）, 린노지

이 밀집되어 있어, 그

（輪王寺） 및 주변 가라몽（唐門）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다.

이드 맵을 들고 여러

● 주젠지

호 크루징

맛을 겨루고 있다. 가
우츠노미야 교자

가게를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맛을 찾아내
는 것도 즐거울것이다.

높이 1,269m, 주위 길이 25km, 최대 깊이

● 닛코

한입 양갱

163m의 호수로 낚시가 활발하고 유람선과

질 좋고 오래가기 때문에 에도시대（1603~

렌탈 보트도 있다.
● 간토 굴지의 고원 리조트 나스

1867년）부터 닛코의 토산품으로 사랑받아

일본의 거의 가운데 위치한 현이다. 북서부는 닛코 국립 공원으로 지정

나스다케（那須岳） 기슭에 위치해 있고 일본

온 과자다. 도쇼구 근처에 전문점이 많다.
● 나스고원의 채소

된 산악지대로, 세계유산인 닛코 도쇼구（東照宮） 및 고원 리조트, 풍취

황실과도 연이 깊은 피서지로서 별장이 많이

나스는 밤낮의 기온 차가 심해 채소가 당질

있는 온천지 등이 있다. 농업과 낙농으로 활발하고 관광농원, 목장에서

지어져 있다. 또한, 피서객의 입맛을 만족시

류를 축적하기 때문에 맛있는 채소가 재배되

켜 줄 레스토랑도 많다.

고 있다.

축제

이 지역도 주목

과일 따기 및 낙농 체험을 즐길 수 있다.

JR 버스 간토 http://www.jrbuskanto.co.jp

● 도치기

관광 모델 코스 （1박 2일）

도치기 현 남동부에 있고 마시코 도자기 생

우츠노미야 역, 닛코 역

매년 6월~7월에는
오히라산（ 太平山）

우츠노미야까지는 JR 도쿄 역에서 도호쿠 신

신사의 1,000단의
돌계단 양쪽에 약

소와 가게가 모여 있다. 1년에 2회 개최되는
도기 시장은 많은 사람으로 북적인다.

2,500그루의 가지

● 우츠노미야

도치기 현으로 가는 길

칸센으로 약 55분, 또는 우에노 역에서 JR도
호쿠혼센으로 약 110분이 소요된다.
닛코로 가려면 우츠노미야에서 JR 닛코센（日

도쿄 역

※1

우츠노미야

※2

닛코

※3

주젠지 호

※1 도호쿠 신칸센 야마비코（やまびこ）로 약 55분
※2 JR 닛코센으로 약 40분
※3 도부버스로 약 45분

수국 축제

● 마시코

산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약 350채의 도기

중심부

기타간토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 닛코 도쇼구

각색의 수국이 핀다. 연주회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도 열린다.

우츠노미야 후타라산 신사가 있는 곳으로, 에

光線）으로 갈아타고 약 45분, 또는 도부아사쿠

사（東武浅草） 역에서 특급 스페시아（特急スペ

를 둘러보는 여행. 도치기 현의 현관인 우츠노

● 야마아게

ーシア）로 도부닛코 역까지 약 110분 걸린다.

미야 명물 교자를 먹고 배를 채운 뒤 닛코로

4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야외극이다. 7월

곳이다. 최근에는 교자 마을로도 유명하다.
● 사노 프리미엄 아웃렛

버스

향한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24~27일 마을 한가운데에 길이 100m, 높이

국내외의 유명 브

도쿄 역과 신주쿠 역에서 나스（那須）, 시오
바라（塩原）, 사노（佐野）까지 가는 고속버스

닛코의 신사와 절을 탐방해 보자. 닛코에서는

수십 미터의 커다란 무대가 설치되어 춤을 곁

랜드 약 180점포가

명물 ‘닛코 유바’를 먹는 것도 잊지 말자. 1박

들인 연극이 봉납된다.

입점해 있다. 상품

가 운행되고 있다. 나스, 시오바라까지의 소

후에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닛코에서 버스를

● 류오사이

이 충실하고 통로

요 시간은 3시간~3시간 30분 정도이고 사

타고 주젠지 호로 가 보자. 호숫가의 카페에서

7월 하순, 기누가와 카와지（川治） 온천에서 성

가 알기 쉽게 구성

노（사노 신도시 버스 터미널）까지는 약 1시
간 30분이 걸린다.

느긋이 보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대하게 행해지는 축제다. 불꽃놀이를 쏘아 올

되어 있어 평판이

리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좋다.

마츠리（나스）

도시대（1603~1867년）에는 숙박촌으로 발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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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쇼구

닛코

도쿠가와 막부（徳

닛코 日光
닛코는 화려한 도쇼구와 삼나무 숲에 자리한 도

신쿄 神橋

쿠가와 이에야스의 능으로 유명하다. 또한 게곤
노타키 폭포와 주젠지 호 등에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으며, 유모토 온천 등에서는
온천욕을 즐길 수 있어 1년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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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타라산 신사 二荒山神社

도쇼구를 향해 참배로를 올라가다 보면 왼쪽
으로 좁은 길이 보인다. 이것이 후타라산 신사
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후타라 산은 난타이（男
体） 산의 별칭으로, 후타라산 신사는 다키노
신사. 혼구 신사와 함께 닛코의 3대 신사로 꼽
힌다. 782년에 창건되었으며, 경내의 중앙에
있는 붉은색의 하이덴（排殿）과 검은 옻칠을 한
혼덴（本殿）은 1619년에 헌납된, 매우 오래된
건축물이다. 후타라산 신사는 난타이（남성）와
뇨타이（여성）, 그리고 그들의 아이인 타로의
산신을 모시고 있다. 또 이곳의 청동 도리이는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경내 안쪽에는 눈병에 효과가 있으며, 술을 만
드는 데에 좋다는 후타라레이센（二荒靈泉）이
솟아나는 정원, 신엔（神苑）이 있다. 바로 옆의
정자에서 이 물로 맛차를 끓여 팔고 있다.

닛코 시가지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붉은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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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한 아치형 다리가 보이는데 이것이 신쿄이

도치기 현 | 닛코

전화 （0288）54-0535
오픈 08:00~17:00, 11~3월은 ~16:00 요금 200엔
교통 닛코 역에서 기요타키（清滝）행이나 주젠지（中
禅寺） 온천행, 유모토（湯元） 온천행 도부 버스를 타
고 니시산도（西参道）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8분.
또는 신쿄 정류장에서 도보 15분

오픈 09:00~16:00 요금 500엔
교통 JR, 도부 닛코 역에서 기요타키（淸滝）행이
나 주젠지（中禅寺） 온천행, 유모토（湯元） 온천행
도부 버스를 이용, 약 5분 후 신쿄（神橋） 정류장
에서 하차（요금은 190엔）

다. 8세기 중엽, 닛코 개산（開山 ; ‘산문’을
여는 일, 즉 절의 창건）의 조상인 쇼도조닌
I n f o r m a t i o n

닛코 관광에 편리한 프리패스
● 닛코 미니 프리패스 日光ミニフリ－パス
아사쿠사에서 주젠지 호와 유모토 온천, 기리후리
고원까지의 도부 철도와 버스 모두를 이용할 수 있
다. 교통편만 이용할 경우 따로 티켓을 끊어서 다니
는 것보다 100엔 정도 비싸지만 관광시설 입장 시
할인 혜택이 있으므로 잘만 활용하면 이익이다. 요
금은 아사쿠사에서 출발할 경우 4940엔이며, 2일간

（勝道上人） 스님이 불법을 전파하러 왔다가

6m인 이 다리는 전체적으로 붉은색이며, 금

이 앞의 다이야（大谷） 강을 건너려 할 때, 2

색과 검은색의 금속으로 장식된 난간과 10

마리의 성스러운 뱀이 나타나 몸을 뻗어 건

개의 기둥이 있다.

널 수 있도록 했다고 해서 뱀다리라는 뜻의

신쿄 건너편의 ‘세계유산’이라는 글자가 새

자바시（蛇橋）라고도 한다.

겨진 바위 뒤편으로 이어진 계단을 따라 올

유효하다. 단, 닛코까지의 왕복 열차는 보통과 쾌속
열차로 한정된다.

이 다리가 세워진 것은 1636년으로, 도쇼구

라가다 보면 린노지가 나온다. 린노지 입구

재건 시 닛코의 다이묘가 만들어 바친 것이

에는 쇼도조닌 스님이 지팡이를 들고 서 있

다. 당시에는 장군이나 승려 만이 다리를 건

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 마루고토 기누가와 まるごと鬼怒川
도부 철도 아사쿠사~기누가와 온천의 철도와 테마
파크로 가는 버스 등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패
스. 닛코 웨스턴 무라, 닛코 에도무라, 도부 월드 스
퀘어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혜택의 폭이 넓
다. 요금은 아사쿠사 출발 4600엔(4일간 유효).
● 마루고토 닛코・기누가와 まるごと日光・鬼怒川
JR 닛코 역 및 도부 아사쿠사 역에서 닛코 지역 일
대로 가는 도부 철도와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 닛코와 기누가와 지역에 1박 이상
머물면서 둘러볼 때 유리하다. 닛코 산나이와 주젠
지 온천, 기누가와 온천, 유니시가와(湯西川) 온천
등을 갈 때 이용할 수 있고, 주젠지 호의 보트, 도부
월드 스퀘어, 프리패스 마크가 있는 상점 등에서는
할인 혜택도 있다. 유효기간은 4일이며, 요금은 아
사쿠사에서 출발할 경우 5980엔.
※세 패스 모두 아사쿠사 역, 도부 철도의 주요 역
등에서 구입한다.

널 수 있었다고 한다.
원래의 다리는 홍수로 무너지고, 1907년에
같은 양식으로 재건되었다. 길이 27m, 너비

I n f o r m a t i o n

닛코 산나이 관람의 필수품,
2社1寺 공통 관람권
닛코의 주요 관광명소를 돌아볼 때는 2社1寺 공통
관람권（2社1寺共通券：니샤이치지교츠켄）을 구입
하는 것이 좋다. 도쇼구와 야쿠시도, 린노지 산부츠
도, 후타라산 신사 하이덴, 린노지 다이유인뵤 등을
관람할 수 있으며, 요금은 1000엔이다. 단, 도쇼구의
오쿠샤나 네무리네코, 린노지의 호모츠덴, 후타라산
신사의 신엔 관람 시에는 별도 요금이 필요하다. 2
社1寺 공통 관람권은 도쇼구와 린노지를 포함하여

2社1寺를 모두 돌아보는 경우에 유리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
으니 잘 비교해보고 구입한다.

∴ Special Zone |관광지구

린노지 다이유인뵤 輪王寺大猷院廟
전화 （0288）54-0531
오픈 08:00~17:00, 11~3월은 ~16:00
요금 550엔, 2社1寺 공통 관람권 사용 가능
교통 닛코 역에서 기요타키（清滝）행이나 주젠지（中
禅寺） 온천행, 유모토（湯元） 온천행 도부 버스를 타
고 니시산도（西参道）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d

닛코의 음식

손자이자 열렬한 추종자인 이에미츠（家光,

닛코에는 닛코 유바（日光ゆば）라는 독특한 음식이
있다. 유바는 콩으로 두부를 만들 때 표면에 생기는
얇은 막인데, 이것으로 찜이나 튀김, 샐러드 등의 다
양한 요리를 만든다. 맛이 담백하고, 영양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이외에도 은어, 곤들매
기나 산채를 사용한 여러 가지 향토 요리를 맛볼 수
있다.

1603~1651）의 사당이고, 다이유인은 그의

● 닛코 마스즈시 혼포 도부 닛코바이덴

도쇼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서쪽 언덕에
위치한 다이유인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60

F o o

日光鱒鮨本舗 東武日光売店

룡이 조각된 가라몬（唐門）이 유명하다. 이에

유바를 사용한 도시락을 판매하고 있어 저렴한 가
격에 닛코 전통 요리를 즐길 수 있다. 한정 판매품
인 유바고젠（御膳）이 가장 인기 있으며, 가격은
1050엔. 유바뿐 아니라 밥도 맛있다. 마스（송어） 스
시 도시락은 1260엔.

미츠 쇼군의 유골은 여섯 번째 문（마지막

전화 （0288）54-0670 교통 도부 닛코 역내

과 배열에는 도쇼구에 뒤지지 않는다. 화려
하게 도장된 금색과 춤추는 한 쌍의 학과 백

닛코 관광의 하이라이트

도쇼구는 1616년에 죽은 에도 바쿠후의
초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신
을 그의 유언에 따라 시즈오카（静岡）에
서 닛코로 이장하면서 지은 사당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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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각은 대부분 일본의 국보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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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이다. 규모는 도쇼구보다 작지만, 양식

도쇼구

문） 뒤에 묻혀 있다.

●

●

신큐샤・산자루 神廐舍・三猿

요메이몬 陽明門

도쇼구의 상징이자 도쇼구에서 가장 화려한 건축양식.
1636년에 완성되었으며, 가로 7m, 높이 11m에 달하는 커

도쇼구 오모테몬을 지나면 왼쪽에 마구간인 신큐샤（神廐

다란 문이다. 요메이몬이라는 이름은 교토 12문 중 한 문

舍）가 보인다. 도쇼구 내에서 유일하게 도금이나 칠을 입

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당시 일본 대가들의 기술을 총

히지 않은 소박한 건물로, 문 위에는 말의 수호신인 8마

동원하여 500여 개의 중국식 조각과 채색 등으로 화려한

리의 원숭이 조각이 새겨져 있다. 그 가운데 눈과 입, 귀

장식을 해놓았다. “닛코를 보지 않고 일본의 아름다움을

를 막고 있는 산자루（三猿; 3마리의 원숭이）가 유명하다.

논하지 말라” 는 말은 바로 이 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이는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공자

한다.

의 가르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I n f o r m a t i o n

●

고주노토 五重塔

도리이를 통과하면 왼쪽에 바로
보이는 5층탑. 이 지방의 다이묘가
1650년에 지어 바친 것으로, 한때
화재로 소실된 것을 1818년에 재건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탑은
아래층은 모두 일본 양식이지만, 가장 위층은 당나라풍의
닛코 린노지 소유（국보・중요 문화재）

건축양식을 따른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아래층부터 각
층마다 지・수・화・풍・천을 상징하며, 높이는 35m이다.

도쇼구 메모
전화 （0288）54-0560
오픈 08:00~17:00, 11~3월은 ~16:00
요금 1300엔, 2社1寺 공통 관람권 사용 가능）사카시
타몬과 오쿠샤는 제외）
교통 닛코 역에서 기요타키（清滝）행이나 주젠지（中
禅寺） 온천행, 유모토（湯元） 온천행 도부 버스를 타
고 니시산도（西参道）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5분

∴ Special Zone |관광지구

주젠지 호 中禅寺湖

닛코 당일치기 온천
닛코 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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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이바에 있는 오에도온센모노가타리를 운영하는 회사
가 닛코에 오픈한 현대식 온천장. 레스토랑과 바, 무료 만
화 코너, 인터넷 코너도 갖추고 있다.

일본의 3대 폭포 중 가장 크고 멋있는 폭포.
게곤（華厳）이란 불교의 우주합일 원리에 따
라 붙여진 이름이다. 폭포의 높이는 97m로,

주젠지 온천 中禅寺温泉
●

아름다운 물줄기가 일직선을 이루며 떨어지

류즈온센간 이코이노유

는 모습이 가히 장관이다. 엘리베이터를 타

龍頭温泉館 憩いの湯
전화 （0288）51-0026
오픈 11:30~（폐관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름）
휴일 수요일（12월~4월은 부정기적）
요금 800엔（타월, 샴푸, 비누, 헤어 드라이어 포함）

고 폭포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다.

주젠지 호 中禅寺湖
교통 닛코（日光） 역에서 주젠지 온천행, 유모토
온천행 도부 버스를 이용, 약 45분 후 주젠지온센
（中禅寺温泉） 정류장에서 하차（요금은 1100엔）

시원한 류즈노타키와 녹음에 둘러싸인 여관에서 천연온

류즈노타키 龍頭滝
교통 닛코（日光） 역에서 유모토 온천행 버스를 이용,
약 1시간 후 류즈노타키（龍頭の滝） 정류장에서 하
차. 주젠지 온천에서는 버스로 약 15분 소요

천을 즐길 수 있다. 온천시설은 평범하지만 창밖을 가득

난타이 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만들어낸 호

메운 수풀과 충분한 휴식 공간이 돋보인다. 1층에는 무료

수. 수심 161.5m, 둘레 21km로, 닛코 국립

유노 호（湯ノ湖）에서 주젠지 호로 흐르는 유

휴게실이 있고,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면 개인 휴게실도

공원의 호수 가운데 가장 크며, 물빛이 맑고

가와（湯川） 강이 만드는 폭포. 폭포 밑 근처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에서 2개로 나뉘는 흐름이 마치 용의 머리처

호수 주변에는 주젠지와 후타라산 신사 주구시

럼 보인다 하여 그러한 이름이 붙었다. 전체

（中宮祠）와 온천, 캠핑장, 하이킹 코스 등이 있

길이는 210m이며, 계단형으로 미끄러져 내

닛코에서 가장 안쪽, 해발 1500m의 고지에 있는 온천. 이

다. 주젠지온센 버스 정류장에서 주젠지 호 남

려오는 모습이 박진감 넘친다. 신록이 우거

온천은 1200년 전에 발견되었으며, 예부터 요양온천으로

쪽으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주젠지에는

진 여름이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가을에는

알려져 있다. 아름다운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 신록이나

1000개의 팔을 가진 다치키 간논 상이 있다.

더욱 멋지게 보인다.

사용할 수 있다.

유모토 온천 湯元温泉

단풍의 계절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많고, 스키・캠프・등
산 등의 명소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

닛코온센요쿠조 日光温泉浴場

전화 （0288）53-3630
오픈 10:00~21:00 휴일 화요일 요금 400엔
닛코역에서 도보 20분 거리에 있는 저렴한 공동 온천장.

●

유도코로산게츠 ゆ処山月

전화 （0288）62-2166
오픈 10:30~21:00 휴일 연중무휴
요금 900엔（샴푸, 린스, 보디 샴푸, 비누 포함）（타월
은 100엔）

물에 염분이 들어있어서 신경통이나 류마티즘에 효과가
있다. 타월, 샴푸, 비누 등은 따로 준비해가야 한다.

유모토 온천가의 중앙에 위치한 당일치기 온천시설. 건물
옆에는 무료 족탕도 있다.

●

닛코 호시노야도 日光星の宿

요금 1000엔（샴푸, 린스, 보디 샴푸, 비누 포함）（타
월 포함）
전화 (0288)54-1105
오픈 12:00~15:00 휴일 무휴
신쿄 바로 앞에 자리해 있어 2社1寺만 보려는 사람도 쉽
게 이용할 수 있다. 일본 황실의 욕조에 사용되는 편백나
무（히노키나무）로 만든 넓은 욕탕이 있다.

T r a v e l

T i p

주젠지 호 유람선
닛코 최대의 호수인 주젠지 호와 호수 주변의 풍경을
즐기려면 유람선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유람선은 오
지리가와카코（大尻川河口）에서 출발하며, 약 1시간
에 걸쳐 호수 주변의 명소를 돈다.
유람선 코스는 모두 7개인데, 단풍을 도는 A코스와
명소를 도는 D코스가 인기 있다. 배는 게곤호, 아스
트리아호, 난타이마루（男体丸）의 3종류가 있다. 요
금은 1시간 소요되는 A코스가 1500엔, 55분 소요되
는 D코스가 1200엔이다. 12~4월 13일에는 운항하
지 않는다.
전화 （0288）55-0360
오픈 4월 둘째 주 토요일~11월 4일 09:30~ 15:30
휴일 12월~4월 둘째 주 토요일, 11월 5일~30일（D코
스） 요금 1200엔

T r a v e l

T i p

센조가하라 하이킹 코스
주젠지 호의 안쪽, 난타이 산（男体山）의 서쪽 기슭에
펼쳐지는 센조가하라（戦場ヶ原）는 봄부터 여름까지
고산식물이나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곳으로 유명하
다. 지금은 습원식물은 별로 없지만, 자작나무와 물참
나무 등의 고산식물로 둘러싸여 있어 분위기가 조용
하고 공기가 맑아 찾는 이가 많다.
센조가하라는 하이킹 코스가 잘 정비되어 있지만, 이
일대를 한 바퀴 도는 데 꼬박 반나절이 걸릴 만큼 지
대가 넓으니 유모토나 주젠지에 1박을 하면서 다녀오
는 것이 좋다. 숲 속에 마련된 캠프장을 이용하는 것
도 좋다.
교통 닛코 역에서 유모토 온천행 버스를 이용, 약 1시
간 5분 후 아카누마（赤沼） 정류장에서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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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88）50-1212
오픈 06:00~11:30, 14:30~19:00 휴일 연중무휴
요금 700엔（샴푸, 린스, 보디 샴푸 포함）

게곤노타키 華厳滝

기누가와 鬼怒川
기누가와 강 주변에는 개성 넘치는 온천이 많다. 도쿄
신주쿠나 아사쿠사로부터의 직통 특급 열차가 있어
수도권에서의 교통이 편리하다. 테마파크도 충실하
여 활동적으로 즐기기도, 편히 쉬기에도 적합한 지역
이다.

기누가와 온천향 鬼怒川温泉郷
64

나스 那須

온천은 도로변에 생긴 여관 마을로 예로부
터 여행객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로
번창 해 왔다. 조용하고 풍취 있는 가와마타
（川俣） 온천은 바위 틈새로 20~30m에 달하
는 수증기가 굉음을 내며 몇 분 간격으로 솟
구치는 간헐천으로 유명하다.

도치기의 산간 지대에는 운치 있는 온천이
많은데 그 중 기누가와 온천향은 산 속의 비
가와（湯西川） 계곡을 따라 크고 작은 온천
여관이 늘어 서 있는 니시유가와 온천은 일
본의 중세시대에 일어난 내란에 패배하여
겨우 목숨만을 건져 달아난 무사들이 발견
한 곳이라는 전설이 남아있다. 카와지（川治）

전화 （0288）77-1777
오픈 09:00~16:00（폐장 19:00, 시기에 따라 변
동 있음） 휴일 수요일(수요일이 축일인 경우, 3월
25일~4월 7일, 골든위크, 7월 21일~8월 31일, 12월 29
일~1월 5일은 영업), 12월 8일~21일은 휴업
요금 4,500엔（프리패스）
교통 도부기누가와온센 역에서 닛코교통버스로 약 22분

에도시대（1603~1867년）의 거리를 그대로

미술관, 관광 목장, 골프 및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 시
설 등이 있고 등산로와 하이킹 코스도 잘 정비 된 리
조트다. 예로부터 치료를 위한 온천으로 잘 알려진 나
스 온천향도 매력적이다.

나스 사파리 파크
那須サファリパーク
전화 （0287）78-0838 오픈 08:00~17:00
휴일 무휴 요금 입장 2,600엔
교통 JR 쿠로이소（黒磯） 역에서 도야（東野） 교통
버스로 약 17분 후 시타모리코（下守子）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약 5분

● 기누가와 공원 이와부로
도부기누가와코엔 역에서 도보 5분. 자연에 둘러싸인
노천탕으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다.
요금 500엔
오픈 10:00~21:00

크 및 아티스트

방목하여 기르고 있다. 자동차나 버스를 타

테디베어를 전
시하고 있다.

고 사파리 투어에 나서면 동물들을 코 앞에
서 볼 수 있다.

나스 스테인드 글라스 미술관
那須ステンドグラス美術館
전화 （0287）76-7111
오픈 09:00~18:00（11월~3월은 ~16:30）
휴일 무휴
요금 1,200엔
교통 JR 우츠노미야센（宇都宮線） 쿠로이소 역에
서 도야 교통 버스로 약 18분 후 모리코사카（守
子坂）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약 25분

가볍게 들를 만한 온천 시설

오픈 09:00~17:00

치가 높은 안티

약 1,000점의

T i p

● 기노타노유
도부기누가와온센 역 앞의 광장에 있다. 손과 발을
담글 수 있는 시설이다.
요금 무료

역사적으로 가

의 최신작 등,

오쿠기누 온천 가니유의 노천탕

깎아지른 듯이 솟은 계곡의 양쪽에 호텔이 늘어서 있
는 기누가와 온천은 가볍게 들를 수 있는 시설도 충
실하다. 족욕탕에 잠시 발을 담그고 있으면 여행의
피로도 풀릴 것이다.

전화 （0287）76-1711
오픈 09:30~16:30（폐관 17:00）
휴일 무휴（3, 6, 12월에는 둘째주 화요일, 2월에는 둘
째주 화, 수요일이 휴일, 축일인 경우에는 오픈）
요금 1,000엔
교통 JR 쿠로이소 역에서 도야 교통 버스（계절 운행）
로 약 26분 후 시모이케다（下池田） 정류장에서 하차

사자를 비롯한 약 70종 700마리의 동물을

재현한 테마파크. 당시의 직업 체험 및 닌자
쇼가 인기다.

T r a v e l

나스 테디베어 뮤지엄
那須テディベアミュージア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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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 월드 스퀘어
東武ワールドスクウェア
전화 （0288）77-1055
오픈 09:00~16:00（폐장 19:00, 시기에 따라 변동
있음） 휴일 무휴 요금 2,500엔
교통 도부기누가와온센 역에서 닛코교통버스로 약 5분

과자의 성 나스 하트랜드
お菓子の城那須ハートランド
전화 （0287）62-1800
오픈 08:30~18:30（시설에 따라 다름）
휴일 무휴（겨울철에 하루동안 설비 점검을 위한 휴
일이 있음）
교통 JR 쿠로이소 역에서 도야 교통 버스로 약 15분
후 다시로미나미（田代南） 정류장에서 하차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 및 유적을 25분의 1
의 크기로 축소하여 정교히 재현한 테마파

과자 제조 공정 견학 및 쇼핑, 과자 만들기

크. 건물 주변에는 7cm의 인형 약 14만개가

교실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산림욕을 즐길

놓여 있다.

수 있는 산책로도 있다.

영국 귀족의 저택을 재현한 중후한 건물에
유럽을 중심으로한 안티크 스테인드 글라스
를 전시하고 있다.
T r a v 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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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秘湯）으로 큰 인기를 몰고 있다. 유니시

닛코 에도무라
EDO WONDERLAND 日光江戸村

나스다케（那須岳）의 남쪽 산 기슭에 펼쳐진 고원으로

T i p

자우스다케（茶臼岳）에 올라보자
나스다케의 최고봉으로 날씨가 좋은 날에는 해발
1,915m의 산 정상에서 간토 평야와 닛코렌잔（日光連
山）을 일망할 수 있다. 나스 로프웨이로 중턱까지 오
를 수 있고 등산로의 경사는 완만한 편으로 관광객이
라도 비교적 쉽게 즐길 수 있다.

군마 현 群馬県

주목할 만한 스폿

이것은 꼭 먹어보자

● 오제

● 야키만쥬

습원

귀중한 동식물의 보고로 알려진 일본 최대의

찐 만쥬를 대나무 꼬치에 끼어 달콤한 된장

고층 습원으로 하이킹을 하며 계절에 따른
꽃을 감상 할 수 있다.

소스를 발라 고소하게 구워낸다. 막 구워낸
야키만쥬가 일품이다.

● 구사츠

유모미

구사츠에서는 호령
에 맞춰 일제히 입
욕하는 독특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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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법이 있다. ‘네츠
● 미즈사와

오제가하라 사진 제공：오제 보호 재단

는 수온을 낮추기 위하여 나무판으로 탕을
젓는 유모미쇼（湯もみショー）를 감상하거나

우동

체험할 수 있다.
● 미나카미 고원 아웃도어

고 투명하다시피 한 하얀 면이 특징이다. 시

오제누마（尾瀬沼）, 아즈마쿄（吾妻峡）, 도네가와（利根川） 등, 변화무쌍

400년 역사의 미즈사와 우동은 씹는 맛이 있

한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 등산과 스키 등 아웃도어 스포츠로 활발한 곳

도네가와 강 급류타기 래프팅 및 패러글라이

원하게 먹는 것이 기본이다.
● 가마메시

이다. 또한, 일본 굴지의 온천도 많다.

더, 다니가와다케（谷川岳） 등산 및 암벽 등반

닭고기나 버섯 등의 재료와 함께 1인용 가마

등 아웃도어 스포츠가 활발한 곳이다.

에 지어 간장으로 간을 한 밥이다.

축제

이 지역도 주목

군마 현으로 가는 길
다카사키 역, 미나카미 역
다카사키 역으로는 도쿄 역에서 JR 조에츠（上
越）신칸센, 나가노 신칸센으로 약 50분, 미나
카미 역으로는 JR 특급으로 2시간 25분이 걸
린다.

● 기류

관광 모델 코스 （1박 2일）

야기부시 축제

● 다카사키

기류 지역의 여름을 수놓는 축제로 높이 약

다카사키 명물 다

7.5m에 달하는 거대하고 호화로운수레가 마
을을 활보한다.

루마（달마, 達磨）

※1 고속버스 조슈유메구리（上州湯めぐり）호로 약 3시간
※2 버스와 JR 아즈마센（吾妻線）으로 약 2시간 10분
※3 조신（上信）전철로 약 40분

● 묘기산

생산량을 자랑하

묘기산 기슭에 있는 ‘사쿠라노사토（벚꽃 마을）’

는 지역으로, 다

신주쿠 역

※1

구사츠
온천

※2

다카사키

※3

도미오카

사쿠라노사토（さくらの里） 축제

의 일본 제일의

일본 국내 유수의 온천지 구사츠 온천에서 일

에는 47ha의 부지에 약 45종 5,000그루의 벚

버스

본의 온천 문화를 즐기는 여행. 군마 현 깊숙

꽃이 심어져 있어 4월 중순에서 5월 초에 걸쳐

루마를 모티브로
한 도시락이나 기념품이 인기다.

신주쿠 역에서 구사츠（草津） 및 이카호（伊香

한 곳에 위치한 구사츠 온천까지는 신주쿠 역

만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다.

● 기류

保）까지, 도쿄 역에서 시마（四万）까지 환승

신 남쪽 출구（新南口） 버스 터미널에서 출발

● 얏사

예로부터 견직물 생산이 활발한 지역으로 톱

없이 갈 수 있는 고속 버스가 운행 되고 있

하는 고속버스가 편리하다. 정취가 물씬 풍기

9월 29일에 행해지

니 지붕의 오래된 공장들이 남아있는 마을이

다. 그 외에도 신주쿠에서 다카사키, 마에바

는 온천 마을을 산책한 뒤 숙소에서 온천과

는 400년 전통의

시（前橋）, 이세사키（伊勢崎）로 가는 버스도
있다. 구사츠까지는 약 3시간이 소요된다.

식사를 즐겨 보자. 돌아오는 길에는 버스와

축제다. 10여명의

다. 마을 전체가 향수로 가득 찬 분위기이다.
● 기타 가루이자와

로컬 전철을 이용하여 다카사키에 들러보자.

동네 남자아이들이

예로부터 피서지로 개척되어 많은 별장이 지

JR 버스 간토 http://www.jrbuskanto.co.jp

다카사키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세계 문화 유
산 후보인 ‘도미오카 제사공장（富岡製糸場）’이

훈도시 차림을 하

어진 리조트이다. 고급 레스토랑 및 우아한 카

고 줄줄이 엮어나

페 등이 많고 아웃렛 몰도 인기다.

있는 도미오카（富岡）에도 갈 수 있다.

간다.

마츠리

군마 현

노유（熱の湯）’에서

∴ Special Zone |관광지구

오제 尾瀬
후쿠시마, 군마, 니이가타（新潟） 세 현에 걸쳐 있는 고
원이다. 중심이 되는 오케가하라는 화산활동으로 형성
된 고원으로 귀중한 동식물의 보고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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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의

볼거리 （5월~6월）

5월 하순까지 눈이 남아있다. 눈이 다 녹은

군마 현 4대 온천지

유모미

오제 하이킹 尾瀬ハイキング

후 순백의 물파초와 노란 동의나물이 습원을
물들인다.

군마 현이 자랑하는 네 군데의 온천. 규모

자로 저어 식힌 뒤 일정 시간 동안 입욕한다. 공동 목욕탕

해발 2,000m의 산에 둘러싸인 고원의 습원

● 여름의

와 지명도도 놀랄 정도로 일본 전국에서

‘치요노유（千代の湯）’에서는 체험 입욕을 실시하고 있다.

으로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 하이커들이 일

황새풀의 노란 꽃이 지고 나면 하얀 목화와 같

본 전국에서 몰려 줄을 설 정도다. 베스트

은 열매가 맺힌다. 계속해서 노란 닛코 원추리

시즌은 눈이 녹는 5월부터 초여름, 단풍으

가 핀다.
● 가을의 볼거리 （9월~10월）

립 공원 특별 보호구 및 특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환경 보호에 힘쓰고 있다.

습원의 풀이 주홍빛으로 물들고 단풍이 절정
을 이루는 10월 초순에는 마가목이나 너도밤
나무 등이 아름답다.

오제가누마 비지터 센터
사진이나 디오라마 등을 전시하여 오제의 자연을
배울 수 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

1

교통 아이즈코겐오제구치（会津高原尾瀬口） 역에서
아이즈 버스로 약 2시간 20분 후 누마야마토게（沼
山峠）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약 1시간

구사츠 온천 草津温泉

예로부터 ‘천하의 명탕’으로 기려진 온천으로 강 산화성

오제에 피는 꽃은 900종 이상으로 봄에는
물파초나 동의나물, 여름에는 닛코 원추리,

온천열을 이용하여 따뜻한 돔 안에는 남국의 꽃과 피그미
마모셋 원숭이나 카피바라 등의 동물을 만날 수 있고 닥

리터의 온천수가 뿜어져 나온다.

터피쉬 서비스도 즐겨보자.

교통 JR 우에노역에서 특급 ‘구사츠（草津）’로 약
2시간 30분 후 나가노하라구사츠구치（長野原草
津口） 역에서 내려 JR 버스 구사츠온센（草津温
泉） 방면으로 약 25분 후 종점에서 하차

피어 나뭇길을 걷다 보면 귀여운 꽃들을 만
날 수 있다.

오제를 걸을 때의 주의 포인트
오제에서는 습원에 들어 가는 것은 매너 위반이다.
또한, 동식물은 낙엽 한 장이라도 채취하는 것이 금
지되어 있다. 외래 식물의 침입을 막아 생태계를 보
존하기 위하여 신발의 흙을 잘 털어 내는 것도 기본
이다.

오제가하라

●

고센지 절 光泉寺

전화 （0279）88-2224
유바타케를 굽어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있으며 나라 시대（8

●

구사츠 온천 즐기는 방법

사방에 좁은 골목이 나

T r a v e l

있어 기념품 가게나 음
식점, 공동 목욕탕이 늘
살균 작용이 강한 구사
츠의 온천수. 원천의 효

T i p

가볍게 들를 만한 온천 시설
유바타케

능을 가능한 한 활용하기 위한 '시간탕'이라는 독특한 입
욕법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뜨거운 온천수를 기다란 판
T r a v e l

세기）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오래된 사찰이다. 경내에
는 석가당 본존, 입욕 서자의 탑 등 문화재, 기념비가 있다.

유바타케를 기점으로

고바기보시, 가을에는 숫잔대, 과남풀 등이
욧삐 다리

전화 （0279）88-3271
오픈 08:30~17:30 （입장은 ~17:00）
요금 어른 1,000엔, 고등학생 700엔, 어린이 600엔

중심에 있는 ‘유바타케（湯畑）’에서는 일분에 약 4,000

어서 있다.

오제의 꽃 尾瀬の花々

구사츠 열대권 草津熱帯圏

온천수는 살균 효과가 높기로 잘 알려져있다. 온천 마을

전화 （090）5306-4004
（위성 전화/시즌 중에만 연결）
오픈 07:00~16:00
휴일 5월~10월 기간에는 무휴

（사전 예약, 상담 필수）

T i p

산책하며 군것질 즐기기
구사츠 산책이 즐거운 이유 중의 하나인 군것질. 온
센만쥬（温泉まんじゅう） 라고 하는 온천만두는 구
사츠 토산품의 기본 중 기본이다. 각 점포에서는 방
금 쪄낸 뜨끈뜨끈한 온천만두를 판매하고 있다. 온
천수에 익힌 온센타마고（温泉たまご）는 소스 혹은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용기와 함께 판매하고 있다. 숯
불구이로 고소한 야키토리 역시 인기다.

● 오타키노유
시설 내에는 여러 종류의 온천탕이 있다.
전화 （0279）88-2600
오픈 09:00〜21:00
휴일 무휴 요금 800엔
● 치요노유
무료 공동 목욕탕의 하나로 시간탕도 체험할 수 있다.
전화 （0279）88-0800
오픈 24시간 （청소 시간 있음. 시간탕은 09:00,
11:00, 14:00, 17:00）
휴일 무휴 요금 무료 （시간탕은 560엔）
● 시로하타노유
유바타케 바로 앞에 있어 언제나 북적이는 곳이다.
전화 （0279）88-3642
오픈 05:00〜23:00 휴일 무휴 요금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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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 현 | 오제, 구사츠 온천

로 붉게 물드는 9월~10월. 또한, 오제는 국

볼거리 （7월~8월）

2

이카호 온천 伊香保温泉

7~8세기경 발견 되었다고 전해지고 14세기 서적에도
등장하는 유명 온천이다. 예로부터 요양지로 이용되어
냉한 체질의 여성에게도 효과가 좋아 '자식 번성의 온천'
으로도 알려져 있다.

● 다케히사

유메지 이카호 기념관
竹久夢二伊香保記念館
전화 （0279）72-4788 오픈 09:00〜18:00
휴일 무휴 요금 1,600엔
이카호를 사랑한 화가 다케히사 유메지（竹久夢二,

교통 조에츠센（上越線） 시부카와（渋川） 역 간에츠
（関越）교통 버스 이카호온센 방면으로 약 20분

1884~1934）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다이쇼 로망관（大
正ロマンの館）’, 일본의 골동 유리 공예품을 전시하는

‘기야만로（義山楼）’ 식사할 수 있는 곳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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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호

●

이카호 온천을 즐기는 방법

이카호 온천 마을의 상징은 365단의 돌계단이다. 돌계단
을 중심으로 퍼져있는 마을은 400년도 훨씬 전에 형성되
었다고 한다. 숙소에서 제공되는 유카타를 입고 게타를
끌며 산책해 보자. 과녁 맞히기와 같은 오락시설이나 기
념품 가게를 들여다보거나 유노하나 만쥬（湯の花まんじ
ゅう）를 먹으며 일본의 온천 풍경을 만끽해 보자.
● 이카호

키리에 미술관 伊香保切り絵美術館

전화 （0279）72-2780 오픈 09:00〜17:00
휴일 둘째 주 화요일 （8월은 무휴） 요금 500엔
종이를 잘라 만든 그림인 ‘키리에（切り絵）’ 작품을 전시하
고 있는 미술관으로 유명 작가의 작품이나 이카호 주변의
명소 작품 등을 감상할 수 있다. 키리에 체험 코너도 있다.

다니가와다케（谷川岳）의 남쪽 기슭, 도네가와（利根川）

‘四万’라고 쓰고 ‘시마’라고 읽는데, ‘4만 개의 병이 낫는

강을 따라 펼쳐진 대규모 온천지로 16세기 후반에 발견

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1,000년도 전에 만들

되었다고 전해지며 오래 전부터 많은 문인에게 사랑받

어진 전통있는 온천으로, 온천 마을의 옛스러운 소박한

아 온 곳이다.

운치를 느낄 수 있다.

교통 도쿄 역에서 조에츠 신칸센으로 약 1시간 20분
후 조모코겐（上毛高原） 역에서 하차. 간에츠 교통
버스로 약 25분 후 미나카미온센（水上温泉） 역 하차
●

교통 JR 우에노 역에서 신칸센 구사츠호로 약 2시
간 10분 후 나카노조（中之条） 역에서 하차, 간에
츠 교통 버스로 약 40분 후 시마온센（四万温泉）
정류장에서 하차

미나카미 온천을 즐기는 방법
시마 온천을 즐기는 방법

다니가와다케나 호

●

타카야마（武尊山）에

시마가와 강을 따라 펼쳐진 온천 마을이다. 물이 좋은 지

서는 암벽 등반, 등

역으로 마야노타키（摩耶の滝） 폭포와 오구라노타키（小

산, 스키와 도네가와

倉の滝） 폭포, 암반으로 이루어진 강 속에 만들어진 원통

40만㎡의 넓이를 자랑하는 관광 목장으로 양이나 토끼

강에서는 래프팅, 캐

형의 깊은 구멍 오우게츠（甌穴）, 인조 호수 시마코（四万

등을 만져 볼 수 있는 외에도 쉽독（Sheepdog）쇼, 소 젖

니어닝（Canyoning）

湖） 등 경승지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시마가와

짜기 체험 등도 실시하고 있다.

등,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이다. 낮에는 활

지류의 히나타가와（日向川） 강, 아라유가와（新湯川） 강,

동적으로 즐긴 뒤 밤에는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오구라자와（小倉沢）에서는 곤들매기, 산천어 등 계곡 낚

추천한다.

시를 즐길 수 있다.

T r a v e l

돌계단 거리

시마 온천 四万温泉

전화 （0279）24-5335 오픈 09:00~16:00 (12월
~2월 말은 09:00~17:00, 1월 1일은 10:00~17:00)
휴일 악천후에는 휴일 （1월 중순~2월의 월~목
요일은 휴일） 요금 1,200엔

T i p

가볍게 들를 만한 온천 시설

호텔 고구레

4

● 이카호 온천 노천탕
돌계단 정상
부근, 원천과
가까운 곳에
있는 공영 노
천탕으로 원천
이 솟아나는
곳도 보인다.
（남녀 별도）
전화 （0279）72-2488
오픈 09:00~19:00 （입장은 18시까지, 시기에
따라 변동 있음）
휴일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축일인 경우에는 영업）
요금 450엔
● 이시단노유
돌계단 입구에 있는 공동 목욕탕으로 온천수는 황금
온천수（고가네노유, 黄金の湯）의 원천에서 직접 끌어
서 쓰고 있다. 휴게실 및 매점도 있다.
전화 （0279）72-4526
오픈 09:00〜21:00 （11월~3월은 〜20:30 영업,
접수는 30분 전까지）
휴일 무휴 요금 400엔

4대 온천지의 유명 료칸
1

구사츠 온천

3

미나카미 온천

● 보운 望雲
에도시대부터 많은 문학 작품이 탄생한 유명 온천으
로 두 개의 원천을 끌어들여 사용하고 있다.

● 겐센노유노야도 마츠노이 源泉湯の宿松乃井
광대한 부지 내에 4개의 숙박시설이 있고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며 노천탕과 대욕조를 즐길 수 있다.

전화 （0279）88-3251
요금 1박 2식 21,000〜39,900엔

전화 （0278）72-3200 요금 12,000엔~47,400엔

● 나라야 奈良屋
오래된 료칸으로 소나무를 도려내어 만든 욕조와 석
조 욕탕 등이 있다.
전화 （0279）88-2311
요금 1박 2식 21,000〜39,900엔
2

이카호 온천

● 제일 뜨거운 물의 숙소 호텔 고구레
一番湯の宿ホテル木暮

이카호 온천 고지대의 큰 호텔. 기타간토 최대급인
1,300평의 욕실에 풍부한 온천수가 솟아난다.
전화 （0279）72-2701
요금 1박 2식 13,125~37,275엔

● 덴구노유 나카야료칸 天空の湯なかや旅館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노천탕
등, 생각을 짜내 고안한 욕탕이 인기다.
전화 （0278）72-3516 요금 평일（2인 1실） 14,813엔부터
4

시마 온천

● 시마 야마구치칸 四万やまぐち館
1,700년대에 개업한 곳으로 내부 장식도 잘 되어 있어
여성에게 인기가 많다.
전화 （0279）64-2011 요금 1박 16,800〜37,950엔
● 시마 타무라 四万たむら
창업 약 500년의 역사가 있으며 예로부터 많은 문학
자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다. 6개의 욕탕이 있다.
전화 （0279）64-2111 요금 1박 2식 14,850〜50,55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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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 현 | 이카호 온천, 미나가와 온천, 시마 온천

가지카바시 다리

그린 목장 伊香保グリーン牧場

미나카미 온천 水上温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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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어디를 가든 즐거운 대도시
대표적인 관광지 소개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도쿄. 활기 넘치는 곳, 세련된 곳,
고급스러운 곳, 전통이 느껴지는 곳, 오타쿠가 많은
곳…

시부야
신주쿠와 더불어 큰 도시로 갸루 패션의 발상지다. 일본
10대 젊은이들에게 절대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곳으로 라

72

이벤트도 개최된다.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시부

도쿄의 대표적인 서민 동네다. 가미나리몽에서 센소지로

야역 앞의 스크램블 교차점은 마치 인간으로 이루어진 홍

이어지는 길에는 닌교야키, 일본식 잡화 등 여러 가게가

수와 같은 광경을 볼 수 있는 포인트로도 잘 알려져 있다.

©TCVB

도쿄

아사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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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자 4초메 교차점

이브 하우스, 극장, 영화관이 많고 영화제나 음악제, 패션

긴자
예로부터 고급스러운 어른들의 거리로 잘 알려진 곳으로

비너스포트

늘어서 있어 기념품을 구매하기에도 좋다. 주변의 상점가

역사가 오래된 백화점과 일본을 느낄 수 있는 전문점이

에는 오래된 쇠고기 전골 전문점이나 양식 전문점, 소바,

모여 있다. 근래에는 샤넬, 루이비통, 구치, 코치 등 많은

튀김, 장어 요리, 미꾸라지 요리 등 음식점이 모여 있다.

명품 숍이 오픈하여 고급 브랜드 거리로도 널리 알려졌

매년 5월에는 아사쿠사 신사에서 행해지는 산샤 마츠리

다. 주오도리는 뉴욕 5번가를 생각하게 할 정도로 세련된

도쿄 만을 메워 개발한 인공 섬이다. 해변에 접한 한쪽에

도 유명하다. 또한, 2012년 5월에 오픈한 높이 634m의 도

거리다.

는 쇼핑 몰이나 컨벤션 홀, 호텔, TV 방송국 등이 있고,

쿄 스카이트리도 가까이 보인다. 아사쿠사를 산책하고 도

오다이바

상쾌한 해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기에 인기가 높은 곳이

쿄 스카이트리를 구경하는 것도 좋다.

롯폰기
시부야 109

롯폰기는 일류 호텔과 대사관이 많으며 외국인 입맛에 맞

업이 많아 낮에는 회사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는 오피스
거리이지만 밤이 되면 클럽이나 바 등이 활기를 띠어 이

일본 탑 클래스 패션 메카로 다케시타도리에서 오모테산

기도 하다. ‘유리카모메’는 차도보다 높은 전용로를 고무
타이어로 주행하는 교통 시스템으로 차창 너머로 바라보
는 경치도 볼만하다.

는 음식점이나 상점이 많아 일본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일본의 유명한 IT 기

하라주쿠

국적인 번화가로 변신한다.

도, 아오야마로 이어지는 일대에는 많은 패션 뷰티크 전
가미나리몽 사진 제공：다이토 구

©TCVB

I n f o r m a t i o n

JNTO 투어리즘
인포메이션 센터
유라쿠쵸 역에서 도보 5분. 외국인 여행객에게 일
본 각지의 여행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한국어로 된
관광 안내 인쇄물이나 지도 등도 준비되어 있다.

문점이 늘어서 있어, 세계의 유행을 발신하는 구역으로도
유명하다. 메이지진구나 요요기공원에 인접하여 시민의
쉼터로서 주말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북적거린다. 산책

전화 （03）3201-3331
오픈 09:00〜17:00
휴일 1월 1일
주소 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3-3-1 新東京ビル1階

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http://www.jnto.go.jp/

도쿄 스카이트리

다케시타도리
©TOKYO-SKYTREE

롯폰기 힐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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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도호쿠로 이동하기에도 편리
북일본의 상쾌한 동네

바둑판처럼 잘 정비 된 거리가 펼쳐져 있고 자연이 풍부
하며 사계절의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여름에는 피서
를, 겨울에는 스키를 목적으로 한 관광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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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츠 국제 스키장 （군마 현） 草津国際スキー場
해발 2,100m를 초월하는 높은 곳에 축
복받은 설질을 자랑한다. 8km에 이르는
긴 슬로프, 완만한 슬로프, 모굴 사면 슬
로프 등 코스의 종류도 다양하다.

특산 과자

DATA
주소：群馬県吾妻郡草津町
TEL：0279-88-8111
http://www.kusatsu-kokusai.com

잼이나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 연어 알, 가리비, 성
게, 연어 등의 해산물, 바삭바삭한 쿠키 시로이코이비토

시내 산책
삿포로 역에서 홋카이도 대학까지 아름다운 미루나무길
이 이어진다. 외관이 아름다운 아카렌가 （빨간 벽돌 건물,

나 초콜릿 로이즈 등 과자로도 유명하다.

삿포로 명물

홋카이도청 구본청사）와 삿포로의 상징 시계탑과 텔레비

홋카이도 대학 명물 규토로돈（牛トロ丼）은 홋카이도에서

전 탑 등도 빼놓을 수 없다. 걷다가 만나는 삿포로의 음식

만 맛볼 수 있어 인기다. 오도리 공원 명물로는 옥수수.

도 만끽해 보자.

고소한 냄새와 달콤한 맛이 절묘하다. 절대 빼놓을 수 없
는 것이 삿포로 라멘. 돼지 뼈로 우린 진한 국물이 특징이
다. 칭기즈칸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는 명물이
다.

나마리 온천 스키장 （이와테 현） 鉛温泉スキー場

가와바 스키장 （군마 현） 川場スキー場

활주 거리 2km 코스, 최대 경사 32도 코스, 넓은 슬로
프 등, 지형을 활용한 다섯 코스가 있다. 야간도 즐길
수 있다.

개성 강한 11개의 코스가 있고 빈틈없이 정비 된 모굴 코
스가 평이 좋다. 입체 주차장 내에는 탈의실과 가게, 레
스토랑 등이 있다.

DATA

DATA

주소：岩手県花巻市鉛 TEL：0198-25-2711
http://www.city.hanamaki.iwate.jp/ski

주소：群馬県利根郡川場村川場高原 TEL：0278-52-3345
http://www.kawaba.co.jp

덴겐다이 스키장 （야마가타 현） 天元台高原スキー場

오니코우베 스키장 （미야기 현） オニコウベスキー場

표고 1,820m에서 활주로가 최장 6km에 이르는 코스가
인기다. 11월 하순부터 골든위크까지 긴 시즌에 걸쳐 즐
길 수 있고 눈의 양도 많으며 설질 역시 뛰어나다.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즐길 수 있는 코스가 풍부하고
가족 전용 코스도 설비되어 있다. 인접해 있는 호텔 오
니코우베에서는 당일치기 입욕도 가능하다.

삿포로 라멘

I n f o r m a t i o n

오도리 공원

여가 활동
삿포로 근교는 골프 왕국으로 차로 약 1시간 권 내에 40
여 곳의 코스가 있다. 또한, 등산하고 싶다면 교통이 편리
한 마루야마로 가보자. 지하철 마루야마코엔（円山公園）
역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등산로가 보인다. 해발 225m
로 산 정상에서는 삿포로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홋카이도 삿포로 관광 안내소
홋카이도 내 전역의 관광 정보나 삿포로 시내의 이
벤트 정보를 알 수 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대응
이 가능한 스탭이 상주하고 있다.
전화 （011）213-5088
오픈 08:30〜20:00
휴일 연중무휴
주소 北区北6条西4丁目 JR札幌駅西コンコース
http://www.welcome.city.sapporo.jp

DATA

DATA

주소：山形県米沢市白布温泉天元台
TEL：0238-55-2236 http://www.tengendai.jp

주소：宮城県大崎市鳴子温泉鬼首
TEL：0229-86-2111 http://www.onikoube.com

도호쿠・기타간토

스노 리조트

알츠 반다이

후쿠시마 현 반다이산 기슭에 있는 스키장의 하나로
29개의 코스가 있다. 슬로프의 면적은 121ha이고 스
키장 총면적은 782ha에 이른다. 도호쿠 신칸센 코오
리야마역에서 무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적설량이 충분하고 사면이 풍부한 일본은 스노 레저에 최적한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도호쿠, 기타간토에는 일본 국내 굴지의 스키장이 모여 있다.
인기가 많은 수많은 시설 중에서도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을 소개한다.

만자 온천 스키장

（군마 현）

DATA
주소：福島県耶麻郡磐梯町
TEL：0242-74-5000
http://www.alts.co.jp

万座温泉スキー場

아사마야마 산을 비롯하여 여러 웅장한 산의
경을 바라보며 초보자에서 상급자까지 다양한
스를 즐길 수 있다. 풍부한 온천의 양과 수질을
랑하는 만자 온천의 온천마을에 위치해 있어
천도 함께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후쿠시마 현） アルツ磐梯

절
코
자
온

앗피고원 스키장

安比高原スキー場

일본에서도 탑 클래스의 규모를 자랑하는 스키 리
조트로 광대한 슬로프에는 2km 이상의 장거리 코
스가 12곳이나 마련되어 있다. 액티비티 및 숙박 시
설도 충실하다.

DATA
주소：群馬県吾妻郡嬬恋村万座温泉
TEL：0279-97-3117
http://ski.princehotels.co.jp/manza

미야기 자오 에보시 스키장

（이와테 현）

DATA
주소：岩手県八幡平市安比高原
TEL：0195-73-5111
http://www.appi.co.jp

（미야기 현） みやぎ蔵王えぼしスキー場

자오 연봉 에보시다케(烏帽子岳)의 북동쪽 산등성이
에 펼쳐지는 미야기 현 최대 규모의 스키장이다. 산
정상에서 산기슭까지의 표고 차가 700m나 되며 날
씨가 좋은 날에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스키를 즐길
수도 있다. 4.3km의 장거리 크루징이 가능한 코스가
특히 인기이며 총 슬로프의 수는 11개에 이른다.
DATA
주소：宮城県刈田郡蔵王町
TEL：0224-34-4001
http://www.eboshi.co.jp

헌터 마운틴 시오바라

（도치기 현）

ハンターマウンテン塩原

3km의 최장 활주 거리를 자랑하는 코스를 비롯
하여 각종 어트랙션도 풍부하여 가족 단위부터
젊은 스노보더에게도 사랑받고 있는 곳이다. 도
쿄 도심에서의 교통편이 좋은 것도 특징이다. 비
시즌에는 슬로프의 사면을 이용하여 백합 꽃밭
을 운영하고 있다.
DATA
주소：栃木県那須塩原市湯本塩原
TEL：0287-32-4580
http://www.hunter.co.jp/winter/index.php

다자와코 스키장

（아키타 현） たざわ湖スキー場

아키타 고마가다케의 중턱에 슬로프가 있어 모든 코스에서 다자와코
호수를 굽어보며 즐길 수 있다. 일본 국내 굴지의 대형 스키장으로 아
키타 신칸센 다자와코 역에서 버스로 약 30분 거리에 있다.

DATA
주소：秋田県仙北市田沢湖
TEL：0187-46-2011
http://www.tazawako-ski.com

도호쿠・기타간토
아귀탕

향토 요리
자연이 풍부한 도호쿠, 기타간토에는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높은 대어장 산리쿠（三陸） 앞바다
가 있어 사계절 내내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외에도, 풍부한 대지에서는 일본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소고기와 닭고기도 있다. 이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남김없이 맛보자.

（이바라키 현）

鮟鱇鍋

이바라키 현의 겨울을 대표하는 아귀탕. 일본 근해
의 수심 100~300m의 개펄에 생식하고 있는 심해
어로 일본에서는 고급 생선으로도 알려져 있다. 겉
모습은 괴상하나 몸통은 물론 간, 지느러미, 아가미,
껍질 등 뼈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먹을 수 있다.
DATA

요네자와 소고기

（야마가타 현）

米沢牛

기타이바라키시 아귀탕 정보
http://www.city-kitaibaraki.jp/modules/sight/
index.php?content_id=23

요네자와 소는 야마가타 현 요네자와 시를 포함한 오키타
마（置賜） 지역 3시 5정（町）에서 사육되는 구로게와규(검
은 털 일본 소, 黒毛和牛） 중에서도, 요네자와 소 품목 추
진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한 소고기
브랜드를 말한다. 엄중한 심사를 통과하여 세상에 출하되
는 요네자와 소고기의 특징은 뭐니뭐니해도 세밀한 차돌
박이와 양질의 지방으로, 마츠자카 소고기, 고베 소고기와
함께 일본 3대 와규(일본 소, 和牛）로 일컬어질 정도로 품
질이 좋다. 고기의 단 맛과 식감을 스테이크로 즐겨도 좋
고, 스키야키나 샤브샤브로 먹어도 좋다.

히나이 토종닭

요네자와 소 품목 추진 위원회
http://www.yonezawagyu.jp/index.html

（미야기 현）

比内地鶏

히나이 토종닭은 사츠마, 나고야와 더불어 일
본 3대 토종닭의 하나로, 희귀한 일본 토종닭
인 히나이 닭을 식용으로 교배한 것이다. 지방
이 비교적 적고 담백한 풍미가 좋아 맛이 뛰어
나며 씹는 맛이 좋지만, 조리를 해도 많이 딱
딱해지지 않기에 아키타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기리탄포 탕(나베)’에 빼놓을 수 없는 재료다.
‘기리탄포’란 으깬 쌀밥을 삼나무 꼬치에 감아
구워 꼬치를 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음
식으로, 쌀의 산지로도 유명한 아키타 현의 명
물이다.

DATA

굴 요리

（아키타 현）

牡蠣料理

세계 3대 어장의 하나인 산리쿠 앞바다에서 2년간 거친 파도
를 견뎌 탄생한 산리쿠의 굴은 미야기 현을 대표하는 수산물
의 하나이다. 통통하게 살이 올라 농후한 단맛을 내며, 식초
를 쳐 생으로 먹는 것은 물론이고 국이나 튀김 등 어떻게 조
리해도 맛있다.

DATA
아키타 현 히나이 토종닭 정보
http://www.pref.akita.lg.jp

DATA
미야기 현 굴 정보
http://www.pref.miyagi.jp/suikisei/oyster/kakitop.htm

일본의 식재료 소개

키타카타 라멘

（후쿠시마 현）

喜多方ラーメン

삿포로, 하카타와 함께 일본 3대 라멘으로 불리는 키타카
타 라멘. 국물은 돼지 뼈를 우려낸 것과 쪄서 말린 것을 따
로따로 만들어 혼합한 것이다. 간장으로 간을 하지만 점포
에 따라서는 소금간이나 된장으로 맛을 낸 것도 있다. 면
은 굵은 편으로 납작하고 구불구불한 것이 특징이다.
DATA
쿠라노마치 키타카타 라멘카이
http://www.ramenkai.com

쌀

도호쿠, 기타간토는 일본에서도 쌀의 수확
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지역에 따라 각 품
종에 특징이 있다. ‘히토메보레（ ひとめぼ
れ)’, ‘아키타코마치（あきたこまち)’ 등은 일
본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다.

술

쌀의 산지이기도 한 도호쿠, 기타간토는 수
질도 좋기에 니혼슈(日本酒 )로도 성행한 곳
이다. 중국에서도 팔리고 있는 ‘남부비진(南
部美人)’, ‘데와자쿠라(出羽桜 )’도 도호쿠의
니혼슈다.

일본 여행의 기본 정보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기온이나 교통 , 국제전화 거는 법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특히 도호쿠 지방은 일본에서도 기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날씨를 체크해야 한다 .
또한 , 현지에서 곤란한 경우에 처해도 해결할 수 있도록 긴급연락처도 알아두자 .

비자

전압・전원

한국국적인 여행자가 일본에 관광이나 상업, 회의,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때는 체류일이 90
일 이내이면 사증 면제가 된다. 다만, 일본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90일 이상 체류할 때에
는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일본의 전압은 100V이다. 한국의 220V 전기제품을 사용하려면 변압기가 필요하다. 주파수는 동일본이
50Hz, 서일본이 60Hz로 섞여있다. 한국의 60Hz 전기제품에 주파수 자동변환기능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다. 전원 플러그의 형태는 납작한 핀이 세로로 두 개 평행하게 있는 A형이다.

국제전화 거는 법

종교・언어
종교는 예로부터 신도(神道)와 불교가 널리 신앙되고 있다. 그 외에 기독교와 서종파(諸宗派) 등이 있
으나 현대에는 무종교 경향이 널리 퍼지고 있다. 언어는 일본어이다. 도심이나 관광시설에는 영어가 가
능한 사람도 있다. 도호쿠 지방에서는 '도호쿠 방언'을 사용하고 있고 일본어의 표준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사계・계절・복장
일본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도호쿠 지방에서는 8월에도 낮 평균기온이 약 25도라서 지내기 좋
다. 단지, 겨울은 미야기 현과 후쿠시마 현의 태평양 연안을 제외한 전역이 대설지대이기 때문에 두꺼
운 코트가 필요하다. 기타간토의 군마 남부에서는 8월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도 있다.

봄 (4 월 )

여름 (7 월 )

가을 (10 월 )

겨울 (1 월 )

T（F） T（C） P

T（F） T（C） P

T（F） T（C） P

T（F） T（C） P

68.9

52.3

26.4

삿포로 44.1

6.7

60.9

20.5

67.2

11.3

124.1

-4.1

110.7

센다이 50.2

10.1

98.1

71.8

22.1

159.7 58.6

14.8

99.2

34.7

1.5

33.1

57.9

14.4

130.3 77.7

25.4

161.5 64.8

18.2

163.1 42.4

5.8

48.6

도쿄

유선전화나 공중전화, 해외대응 휴대전화에서 ①국제전화 인식번호+②국가번호(한국은 82)+③지역번
호(맨 앞의 0은 생략)+④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순서대로 누른다. 국제전화 카드를 구매한 후 유선전화
나 공중전화에서 카드에 쓰여있는 순서에 따라 전화를 거는 방법도 있다.

열차 이용하는 법
신칸센을 이용할 때에는 역 구내에 있는 ‘미도리노 마도구치(みどりの窓口)’에서 표(승차권・특급권)
를 구입한다. 그 외의 열차나 지하철의 승차권은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한다. 운임은 발권기 상단에 있는
운임표에서 확인한다. 또한, JR‘도호쿠혼센<이치노세키역~모리오카역>・오후나토센・기타카미센・가
마이시센・오미나토센’의 일부 열차는 역 승무원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고 정리
권을 뽑은 후 열차 내에서 요금을 확인하고 운임상자에 정리권과 운임 또는 승차권을 넣는 원맨열차(ワ
ンマン列車)도 있다. JR 이외에도 여러 철도회사가 있고 각각 판매창구가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LOOK!
JR 그룹 6사는 ‘단기체재’로 관광목적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에 대하여, 일본 전체를 철도를 이용해
돌아볼 수 있는 경제적인 ‘재팬레일패스(JR 패스)’를 발행하고 있다.
이용조건에 관해서는 웹 사이트(http://www.japanrailpass.net/cn/cn001.html)에서 확인해보자.

설명: ‘T’는 온도, ‘F’는 화씨, ‘C’는 섭씨, ‘P’는 2000년도의 강수량(mm)을 나타낸다.

시차
일본과의 시차는 없다. 서머타임도 없어서 일 년 내내 한국과 같은 시간이다. 하지만 도호쿠나 간토 지
방은 한국보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일출과 일몰이 조금 빠르게 느껴진다.

통화의 단위와 종류 , 환전
일본의 통화 단위는 ‘엔’이다. 지폐는 10,000엔, 5,000엔, 2,000엔, 1,000엔의 4종류가 있는데, 2,000
엔 지폐는 그다지 유통되지 않는다. 동전은 500엔, 100엔, 50엔, 10엔, 5엔, 1엔의 6종류가 있다. 50엔
과 5엔 동전에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다. 환전은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가능하고 도시에는 민영 환
전소도 있다.

곤란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되는 연락처
주일본국 대한민국대사관

주일본국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TEL：03-3452-7611〜19
긴급전화: 03-3225-9137
〒160-0004 東京都新宿区四谷4-4-10
휴일: 토・일, 일본과 한국의 축일
영사 서비스 외에도 홍보, 문화교류활동 등을 행
하고 있다. 문화교류활동을 주관하는 주일 한국문
화원을 병설했다.

TEL：03-3455-2601〜3
휴일전용전화: 090-4544-6602
〒106-0047 東京都港区南麻布1-7-32（民団韓
国中央会館2、3階）
휴일: 토・일, 일본과 한국의 축일
여권, 사증, 출입국 관련은 영사과가 대응한다.

한국어가 통하는 관광안내소
견본

견본

10,000 엔

5,000 엔

견본

500 엔

견본

견본

2,000 엔

1,000 엔

견본

견본

견본

견본

견본

100 엔

50 엔

10 엔

5엔

1엔

일본정부관광국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
Tourist Information Center, 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TEL：03-3201-3331
〒100-0005 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3-3-1 新東京ビル1階
오픈: 09:00〜17:00 휴일: 1월 1일
도쿄 역 근처에 있는 일본정부관광국이 경영하는 관광안내소이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에 대응하는 스탭이
일본 각지의 관광정보를 가르쳐 준다.

도호쿠
기타간토를
여행하다
일본의 북동부에 있는 도호쿠(아오모리, 아키타, 이와테, 야마가
타, 미야기, 후쿠시마)와 기타간토(이바라키, 도치기, 군마)는 도
쿄나 홋카이도에서의 교통편이 좋아 많은 여행객의 주목을 모으
고 있는 지역이다.
계절마다 풍부한 색채를 자랑하는 자연, 산해진미를 즐길 수 있는
요리, 옛 정취가 물씬한 온천지, 정열적인 여름 축제, 그리고 따
뜻한 사람들. 그 수많은 매력으로 방문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도
심의 조급함에서 벗어나 웅대한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의 흐
름을 느끼고 싶다면, 일본의 전원풍경을 찾아서 도호쿠, 기타간토

아오모리
아키타 이와테
야마가타
미야기

여행에 나서보자.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주손지 곤지키도（이와테・히라이즈미）

도호쿠・기타간토로 가는 길
도호쿠・기타간토의 9 개 공항
& 국내선이 연결된 공항
1

아오모리공항(아오모리 현)

7

센다이공항(미야기 현)

신치토세공항(홋카이도), 도쿄 국제

신치토세공항(홋카이도), 나리타 국제

공항(도쿄도), 나고야공항(아이치 현),

공항(치바 현), 주부 국제공항(아이치

간사이 국제공항(오사카 부)

현), 고마츠공항(이시카와 현), 간사이

2

미사와공항(아오모리 현)

도쿄 국제공항(도쿄도)
3

아키타공항(아키타 현)

신치토세공항（홋카이도）, 도쿄 국제
공항（도쿄도）, 주부 국제공항（아이치
현）, 간사이 국제공항（오사카 부）
4

이와테 하나마키공항(이와테 현)

신치토세공항（홋카이도）, 나고야공항
(아이치 현）, 간사이 국제공항（오사카

국제공항(오사카 부), 히로시마공항
(히로시마 현), 후쿠오카공항(후쿠오
카 현), 나하공항(오키나와 현)
8

후쿠시마공항(후쿠시마 현)

신치토세공항(홋카이도), 간사이 국
제공항(오사카 부)
9

이바라키공항(이바라키 현)

신치토세공항(홋카이도), 고베공항(효
고 현), 나하공항(오키나와 현)

부）, 후쿠오카공항（후쿠오카 현）
5

야마가타공항(야마가타 현)

도쿄 국제공항（도쿄도）, 간사이 국제
공항（오사카 부）
6

쇼나이공항(야마가타 현)

도쿄 국제공항（도쿄도）

공항
항로

항로
도호쿠 , 기타간토에는 9 개의 공항이 있어
서 일본 각지에서 찾아가기 편리하다 . 시간
을 많이 들이지 않고 간사이나 나고야 , 규슈
방면 등 먼 곳에서 이용하기에 좋다 . 철도나
도시 간의 버스와 잘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
이 활용 포인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