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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사키시 사과공원 
弘前市りんご公園 Map.A4

약2,300그루의 다양한 품종의 사과나무가 자라
고 있는 공원. 품종이 다른 다양한 사과를 직접 만
져보고 맛볼 수 있는 체험형 공원이다. 사과로 만
든 다양한 먹거리와 사과를 모티브로 한 상품도 
판매되고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구글지도 GPS 40.589365,140.442875

츠가루번 네푸타마을 津軽藩ねぷた村 Map.B1

네푸타는 아오모리현을 대표하는 여름 네부타 축
제 중 하나로, 입체감 없는 부채꼴 모양의 등이 특
징이다. 츠루가번 네푸타마을에서는 축제에 사용
된 등을 모아 상설 전시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볼
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하다. 무려 높이 10m의 
등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구글지도 GPS 40.611449,140.469520

히로사키 공원 弘前公園 Map.B2

벚꽃 축제의 명소로 유명한 히로사키 공원은 히
로사키 2대 영주가 축성한 히로사키 성이 있는 곳
으로, 벚꽃이 만개한 봄뿐 아니라 가을에는 단풍
이 아름답고, 겨울에는 눈 등롱 축제가 열려, 사계
절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구글지도 GPS 40.603172,140.464929

후지타 기념정원 藤田記念庭園 Map.A3

일본상공회의소 초대 회장이었던 후지타 켄이치 
씨의 개인 정원이었던 곳. 일본식 건물과 서양식 
건물이 조화를 이루며, 복층정원이 아름답다. 깔
끔하게 관리된 정원을 산책한 뒤에는 정원 내에 
있는 카페에서 다과를 즐겨보자. 
구글지도 GPS 40.604519,140.460242

젠린가이 禅林街 Map.A3

약 500m 거리에 같은 종파의 사원 33곳이 줄지
어 있는 매우 이색적인 풍경의 거리다. 츠가루의 
2대 영주가 히로사키 성을 지으며 당시 주류를 이
루었던 조동종의 사원을 모아 만들었다고 한다. 
33개의 사원이 숲처럼 모여 즐비하게 들어서 있
다고 하여  ‘젠린가이’ 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구글지도 GPS 40.599112, 140.453964

사이쇼인 오층탑 最勝院五重塔 Map.B4

사원 사이쇼인 안에 세워진 탑이다. 츠가루 통일
의 과정에서 희생된 적군과 아군 모두를 공양하기 
위해, 1667년 세워졌다. 무려 총 높이 31.2m나 되
지만, 놀랍게도 모두 못을 쓰지 않고 만들어졌다
고 한다. 국가 중요문화재로 등록돼 있으며, 동북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으로 불리고 있다.
구글지도 GPS 40.596387,140.468486

스타벅스커피 히로사키공원앞점 Map.A3 
スターバックスコーヒー 弘前公園前店
역사 깊은 등록유형문화재 건물을 이용한 카페로 
레트로한 감성과 이 지역의 전통공예를 잘 조화시
켜 히로사키에 가면 꼭 들러봐야 할 곳으로 꼽힌
다. 너도밤나무로 만든 공예품 ‘부나코 조명’과 츠
가루 지역의 ‘코긴 자수’가 놓인 좌석이 특징이며, 
이곳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한정판 유리잔도 판매
하고 있어 기념품으로도 좋다.
구글지도 GPS 40.603287, 140.463114

미니어처 건조물군 ミニチュア建造物 Map.B3

1800년대 후반 이후 실제로 히로사키 시내에 존
재했던 건물들을 1/10크기의 모형으로 만들어 전
시해 놓은 곳이다. 옛 시청건물이나 공회당 건물 
등 공공기관을 비롯한 14채의 모형들이 있어 사진 
찍기도 좋다.
구글지도 GPS 40.602558, 140.46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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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파이 りんごパイ
히로사키는 사과 생산량이 일본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다. 이 덕분에 사과 파이를 맛 볼 수 
있는 사과파이 지도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
와 맛의 사과 파이를 맛 볼 수 있다. 
구글지도 GPS 40.607699, 140.479917 

츠가루 메밀국수 津軽そば
일반적인 메밀국수는 반죽이 잘 되도록 밀가루를 
섞지만, 츠가루 메밀국수에는 밀가루 대신 으깬 
대두를 넣어 영양을 보완했다고 한다. 젓가락으로 
집으면 잘 끊어지지만, 대두의 단맛과 풍미가 느
껴지며 소박한 국물이 특징이다. 손이 많이 가고 
만드는 과정이 복잡해 이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 
점점 줄고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다.
구글지도 GPS 40.607184,140.482613 

커피 コーヒー
히로사키를 대표하는 메뉴 중 하나가 바로 커피
다. ‘커피의 거리 히로사키’로 불리며 개성 넘치는 
카페와 다양한 맛의 커피가 있다. 히로사키 커피
의 역사는 150여 년 전 막부 시대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커피는 무사들에게 약으로 지급됐다
고 하는데, 당시 방식을 재현해 천으로 드립한 커
피를 ‘무사의 커피’라 이름 붙여 판매하고 있다.
구글지도 GPS 40.602881, 140.466159 

프랑스 요리 弘前フレンチ
메이지 시대 이후 적극적으로 서양 문화를 받아
들인 히로사키는 인구 대비 프렌치 레스토랑이 
가장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프랑스 요리 하면, 떠
오르는 값비싼 요리가 아닌 정통적이면서도 캐주
얼하고 지역의 식자재까지 잘 살린 요리들이다. 
맛은 물론 가성비까지 좋아 히로사키 대표 음식
으로 사랑받고 있다.
구글지도 GPS 40.599069,140.49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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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코다산 八甲田山 Map.D4

‘핫코다산’은 특정 산 이름이 아닌, 여러 봉우리들
이 모여 있는 곳을 총칭해 부르는 명칭이다. 아오
모리현에 있는 핫코다산은 일본의 100대 명산 중
의 하나이며 눈이 많이 와, 겨울 수빙이 장관으로 
꼽힌다. 로프웨이가 운행되고 있어 정상까지 트
레킹도 가능하고 겨울에는 스키도 탈 수 있어서 
수준급의 스키어들이 모인다.
구글지도 GPS 40.681069, 140.831759

아스팜 アスパム Map.C2

아오모리의 ‘A’를 이미지한 정삼각형의 외형이 
인상적인 건물이다. 아오모리 특산품을 판매하
고 있으며, 2층에는 아오모리의 사계절을 360도
로 감상할 수 있는 파노라마 영화관이 있고, 13
층 전망대에서는 아오모리시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다.
구글지도 GPS 40.829793, 140.740839

네부타 축제 전시관 와랏세 
ねぶたの家 ワ・ラッセ Map.A2

JR아오모리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아오모
리를 대표하는 축제 ‘아오모리 네부타’에 사용됐
던 등수레를 전시하는 곳이다. 네부타 축제의 상
황과 역사 등 네부타에 관련된 정보가 전시돼 있
고, 다양한 체험거리도 마련되어 있다.
구글지도 GPS 40.829856, 140.735908

아오모리 현립미술관 
青森県立美術館 Map.A4

미술계의 거장 마르크 샤갈이 그린 발레공연 ‘알
레코’의 배경화 4점 중 3점을 볼 수 있는 곳. 아오
모리 출신의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도 다양하게 
전시돼 있다. 국내에서도 친근함과 귀여움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오모리 출신 아티스트 나라 
요시토모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구글지도 GPS 40.807545, 140.700691

A-팩토리 A-FACTORY Map.A2

아오모리의 특산품을 사용한 가공품과 먹거리를 
판매하는 곳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제
품들이 눈길을 끈다. 아오모리 기념품이나 선물
을 구입하기에 좋다.
구글지도 GPS 40.830428, 140.735153

세이칸연락선 메모리얼십 핫코다마루 
青函連絡船メモリアルシップ八甲田丸 Map.B1

지금은 하코다테와 아오모리 사이에 세이칸 터널
을 지나는 신칸센이 운행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세이칸연락선’을 타야했다. 55척의 배 중 가장 오
랜 기간(23년 7개월) 사용된 ‘핫코다마루’를 당시
의 부두에 전시하고 있다
구글지도 GPS 40.831990, 140.736425

세이류지 青龍寺 Map.D4

아오모리시의 교외에 위치한 세이류지에는 1984
년에 건립된 대일여래상, 쇼와대불이 있다. 청
동 좌상으로는 일본에서 가장 크며 높이가 21m 
35cm, 무게는 220톤에 달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경내에는 아오모리 노송나무로 만든 오층탑과 불
당이 유명해 견학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예약을 하면 사찰요리도 체험해 볼 수 있
다고 한다. 
구글지도 GPS 40.821240,140.815428

놋케동 のっけ丼 Map.A3

‘놋케’ (얹다), ‘동’ (덮밥)이라는 뜻으로, 취향에 맞
게 원하는 해산물을 골라 밥에 얹어 먹을 수 있는 
덮밥이다. 아오모리역 부근 후루카와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먼저 쿠폰을 구입한 후, 각 점포 
별로 한 조각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싱싱한 회를 
취향에 맞게 골라 밥 위에 얹어 먹으면 된다. 
구글지도 GPS 40.826052, 140.735826

미소카레우유 라멘 
味噌カレー牛乳ラーメン
된장+카레+우유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라멘. 무슨 
맛일지 잘 상상이 안 되는 조합이지만 담백하고 
고소함과 짭조름한 맛이 어우러져 한 번 먹으면 
자꾸만 생각난다. 아오모리 시민의 소울푸드로 불
리며, 인기에 힘입어 컵라면으로도 출시돼 있다.
구글지도 GPS 40.824973, 140.736813

온천 계란 만들기 温泉玉子づくり
아사무시 온천에는 ‘온센타마고노유(온천계란
탕)’ 라 불리는 곳이 있다. 우물터와 비슷하게 생
긴 곳에서 온천수가 샘솟고 있는데, 준비된 바구
니에 계란을 넣어두면 그 열기로 인해 계란이 익
는다. 계란이 익는 동안에는 바로 옆 족욕탕에서 
족욕을 즐겨보자. 
구글지도 GPS 40.888601, 140.863378

가리비 낚시 帆立釣り Map.A2

가리비 생산량이 높은 아오모리에서는 가리비를 
재료로 한 다양한 요리들을 맛 볼 수 있다. 특히 
아오모리역 앞에 위치한 ‘호타테고야(帆立小屋)’ 
에서는 가리비 음식을 맛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수
조에 담긴 가리비를 직접 낚아보는 체험도 가능
하다. 체험료를 지불하면 본인이 낚은 가리비를 
요리해 먹을 수 있어서 더 재밌다.
구글지도 GPS 40.829326, 140.735424

아오모리시 青森市

아오모리시 여행 정보 사이트
https://global.atca.info/ko(한국어)
https://www.kr-aomori.com(한국어)

아오모리시까지 교통

아오모리 공항  아오모리역

히로사키역  아오모리역

아키타역  아오모리역 

신아오모리역  아오모리역

신아오모리역  신아오모리역

히로사키시 여행 정보 사이트
https://www.hirosaki-kanko.or.jp/kr(한국어)

히로사키시까지 교통

아오모리 공항  히로사키역

아오모리역  히로사키역

아키타역  히로사키역   

Aomori & Hirosaki Festival

Information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 青森ねぶた祭 
8월 2 ~ 7일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삼국지나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모티브로 등을 만들고 
수레에 실어 행진한다. 화려하고 압도적인 스케
일로 해마다 이 축제를 보기 위해 여름이면 일본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아오모리 빛과 종이의 패전트  
あおもり灯りと紙のページェント 
11월 하순 ~ 2월 초순
네부타를 만드는 기술을 살려 다양한 색상의 알록
달록한 작은 등을 만들어 아오모리의 베이에어리
어에 장식하는 이벤트. 눈 쌓인 아오모리 시내에 
은은한 등불이 드리워지고 베이 에어리어의 조명
들이 함께 어우러져 로맨틱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크리스마스 마켓 in 아스팜
クリスマスマーケットin アスパム
11월 중순 ~ 12월 25일
독일 전통행사 ‘봐이낙흐텐마크트’를 재현해, 
2018년부터 시작된 크리스마스 이벤트. 다양한 
장식으로 꾸며진 대형 크리스마스가 전시되고, 
독일의 먹거리와 크리스마스 상품을 판매하는 등
의 이벤트가 개최된다.

아오모리 핫코다 워크 八甲田ウォーク 
3월 30~31일
겨울 내 폐쇄됐던 도로 개통 전, 도로 양쪽 10m 
정도 쌓인 설벽 8km 구간을 걸어 보는 행사다. 스
카유·핫코다 호텔에서부터 야치 온천까지 이어지
는 이 길은 5월 초순까지 유지되어 벚꽃과 설벽을 
동시에 보는 이색 경험이 가능하다.

히로사키 벚꽃 축제 弘前さくらまつり
4월 하순 ~ 5월 초순
일본 벚꽃 축제의 명소 히로사키 공원에서 열리
는 봄 축제로, 축제 기간 중 약 300만 명의 인파가 
모일 정도로 인기다. 왕벚나무, 수양 벚나무 등 50
종류, 2,600 그루의 벚나무가 만개하며, 떨어진 
벚꽃 잎이 해자 위를 가득 메우며 흘러가는 ‘벚꽃 
뗏목’ ,  ‘벚꽃 양탄자’를 볼 수 있다. 

히로사키 네푸타 축제 弘前ねぷたまつり 
8월 1일 ~ 7일
삼국지나 수호지에 등장하는 인물을 모티브로,  
등 수레가 히로사키 거리를 행진한다. 크고 작은 
부채꼴 모양의 수레가 회전하고, 윗부분이 오픈
되며 접히기도 하는 등 눈길을 사로잡는다. 흥겨
운 음악이 연주되고, 이에 맞춰 하야시들이 흥을 
돋우는 등 여름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히로사키성 눈등롱 축제 
弘前城雪燈籠まつり 
2월 중순
약 150개의 다양한 크기의 등롱과 설상이 공원에 
설치되고, 촛불을 드리운 약 300개의 미니 이글루
가 빛나며 수북이 쌓인 눈과 조화를 이룬다. 눈으
로 만든 커다란 미끄럼틀과 역사적인 건물을 그대
로 재현해 만든 대설상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버스
약 35분

버스
약 55분

기차
약 50분

기차
약 2시간

기차
약 40분

기차
약 3시간

신칸센
약 1시간

기차 약 6분
버스 약 20분

아오모리현

아오모리 여행 어플리케이션
‘아오모리나비’(안드로이드·아이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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