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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htseeing

아키타시 秋田市

센슈공원 千秋公園 Map.C1
시내 중심가, 옛날 사타케 영주가 살았던 쿠보타
성이 있던 부지에 조성된 공원. 성의 망루는 아키
타시의 지방자치 100주년을 기념으로 복원해 사
타케 씨의 역사 자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봄에
는 벚꽃 축제 명소로도 인기다.
구글지도 GPS 39.722521, 140.123909

포트타워 세리온
ポートタワーセリオン Map.A2
높이 143m의 건물로, 100m 높이에 해안 바닷가
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실이 마련되어 있어 맑은
날에는 오가 반도와 쵸카이산까지 360도 파노라
마로 즐길 수 있다. 1층에는 기념품숍과 아키타의
사케를 파는 코너, 식당이 마련돼 있고 높이 96m
에는 전망 카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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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지도 GPS 39.752659, 140.061151

아키타현립미술관 秋田県立美術館 Map.B2
아키타현립미술관은 건물부터 볼거리다. 노출 콘
크리트가 특징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작품이다. 미술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
한 판화가 후지타 츠구하루의 작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작가들의 특별전과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구글지도 GPS 39.717562, 140.121516

아키타시 민속예능전승관
秋田市民俗芸能伝承館 Map.A2
아키타의 대표 축제인 칸토 축제를 비롯해 여러
축제와 민속행사에 관련된 자료를 만나볼 수 있
는 전시장. 칸토 축제의 시연을 관람하고, 체험도
가능하다. 축제의 복장을 하고 칸토 축제 때 사용
되는 칸토를 들어 묘기에 도전해 볼 수 있다.

아키타시
관광지도

아키타시민 시장 秋田市民市場 Map.C3
고기, 생선, 야채, 생필품 및 잡화를 판매하고 있
는 재래 시장. 아키타의 음식 문화와 식자재를 살
펴보면서, 시장 상인들의 활기 넘치는 에너지를
느껴볼 수 있다.
구글지도 GPS 39.715051, 140.125811

아카렝가 향토관 赤レンガ郷土館 Map.A3
1912년에 세워진 정통 서양식 건물. 옛 아키타은
행 본점으로 사용됐으며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
돼 있다. 전통 공예품이나 아키타의 유명한 판화
가인 카츠히라 토쿠시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구글지도 GPS 39.717009, 140.115796

아키타견 스테이션
秋田犬ステーション Map.B3
시부야역 만남의 장소로 유명한 ‘충견 하치’ 동상
의 견종 아키타견을 만나 볼 수 있는 곳이다. 개체
수가 적어 쉽게 아키타견을 접하기 어렵지만 아
키타역 근처의 ‘‘에어리어 나카이치’에서는 듬직
하고 귀여운 아키타견과 기념촬영도 가능하다.
구글지도 GPS 39.717335, 140.121923

Food
킨만 金萬
동그란 한 입 크기의 빵으로 카스텔라 맛의 얇은
껍질 속에 하얀 팥이 가득 차 있다. 깔끔한 단맛이
특징이며, 아키타역이나 시내 토산품점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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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ta
city
Tourist
map

구글지도 GPS 39.720531, 140.117006

Semboku
city
Tourist
map
센보쿠시
관광지도

밀크야키 ミルク焼き Map.B4
살짝 구워진 고소하고 쫄깃한 껍질 속 통팥이 가
득 들어 있어서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다. 아키
타역에서 900m 떨어진 스즈타메 떡집(鈴為もち
や)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구글지도 GPS 39.711826, 140.121675

파티스리 파르텔 Pâtisserie Parterre Map.D3
신선하고 과즙 가득한 과일을 주로 사용한 타르
트로 유명한 타르트 전문점. 카타가미시와 아키
타 시내, 단 두 곳에 매장을 두고 있다. 바삭하고
고소한 타르트 반죽 위에 먹음직스럽고 화려하게
얹어진 과일로 가득한 쇼케이스는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구글지도 GPS 39.717448, 140.126714

아쿠라 맥주
AQULA BRAUHAUS AKITA Map.A2
아키타 지역에는 크래프트 맥주 생산이 활발하
다. 아쿠라 맥주는 맥주에 어울리는 안주와 이곳
에서만 맛볼 수 있는 크래프트 맥주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이 있어서 맥주 애호가라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이다.
구글지도 GPS 39.719431, 140.11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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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타카시미즈 양조장 체험
高清水蔵見学 Map.A4
사케 양조 공정의 견학이 가능하며, 사케 역사 전
시관을 둘러 본 후 시음도 해볼 수 있다. 견학은
45분 코스로 1일 3회 진행되며, 반드시 사전 예약
해야 한다.
예약 홈페이지(http://takashimizu-shop.com/contact)
구글지도 GPS 39.709666, 140.1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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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기획 북도호쿠 3현·홋카이도 서울사무소(02-771-6191)
제작협력 라이프치히M&B(070-8947-0647, rostro@hanmail.net)
디자인 한효경(010-8591-3523) 지도·일러스트 김영언 인쇄·제본 (주)프린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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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htseeing

Akita & Semboku Festival

센보쿠시 仙北市

타자와 호수 田沢湖 Map.B2
황금색 반짝이는 타츠코 동상으로 유명한 호수.
고요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423.4m의 깊이
로 일본에서 가장 깊은 호수로 꼽힌다. 호수 주변
에는 역사 깊은 명소를 비롯해 드라이브·사이클
링 코스와 유람선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가 있다.

아키타시 센슈 공원 벚꽃 축제
千秋公園桜まつり
4월 중순 ~ 하순
일본의 벚꽃 명소 100선 중 하나로, 수령이 120년
이나 되는 왕벚나무를 비롯해 약 700그루의 벚나
무가 봄이 되면 만발하게 피어난다. 이벤트 기간
중 아키타의 먹거리를 가득 채운 포장마차도 벚
꽃놀이를 더욱 즐겁게 한다.

구글지도 GPS 39.714285, 140.634286

카쿠노다테 무사거리 角館武家屋敷 Map.A4
중요전통적건조물군으로 지정됐고, 문화재로 보
호받고 있는 곳이다. 옛 무사들이 살던 저택들이
남아 있어 작은 교토라 불린다. 특히 봄에는 가지
가 늘어져 우아한 수양벚꽃나무와 무사저택이 어
우러져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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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타시 칸토 축제 秋田竿燈まつり
매년 8월 3일 ~ 6일
도호쿠 지역 3대 축제로, 쌀알을 이미지한 제등을
엮어 행진을 하고 묘기를 부리는 여름 축제다. 가
장 긴 제등은 46개의 등이 매달려 있으며 무게가
50kg 달하는 것으로, 행진 중 이것을 손등이나 이
마, 등, 어깨 등에 얹어 묘기를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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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지도 GPS 39.599455, 140.561820

뉴토온천향 乳頭温泉郷 Map.D1
뉴토산 기슭에 모여 있는 7곳의 온천 숙소가 있는
마을로, 그 중에서도 탁한 백색의 온천수와 노천
탕이 매력적인 츠루노유 온천이 가장 유명하다.
‘유메구리쵸’ 라는 공통 입욕 쿠폰을 구입하면 숙
박객이 아니라도 당일 입욕이 가능하다.

센보쿠시 카쿠노다테 벚꽃축제
仙北市角館の桜まつり
4월 하순 ~ 5월 초순
카쿠노다테 무사거리에는 일반적인 벚꽃 뿐 아
니라 수양벚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독특한 정
취를 만들어낸다. 인근 히노키나이강에도 제방
을 따라 2km에 걸쳐 빽빽하게 피는 벚꽃이 장관
을 이룬다.

구글지도 GPS 39.805469, 140.779964

타마가와 온천 玉川温泉 Map.D1
세계적으로 희귀한 염산을 주성분으로 한 강산성
수질로, 살균효과가 뛰어나 예로부터 병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온천이
다. 현재도 장기 투숙객이 많다. 여행객들은 주로
이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신타마
가와 온천을 이용하고 있다.

센보쿠시 타자와코 류진 마츠리
たざわ湖・龍神まつり
7월 하순 또는 8월 초순
타츠코와 하치로타로의 전설로 인해 ‘인연을 맺
어주는 호수’ 로 유명한 타자와 호수에서 열리는
축제. 모두의 안전과 무탈, 좋은 만남을 기원한다.

타마가와 온천 구글지도 GPS 39.963124, 140.724122
신타마가와 온천 구글지도 GPS 39.960772, 140.718597

다키카에리 계곡 抱返り渓谷 Map.B4
신록과 단풍 명소로 유명하며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어 트레킹 하기 좋은 곳이다. 계곡 초입에는 빨
간색이 인상적인 아키타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가
있으며, 도보 30분 거리에는 이 계곡 제일의 명소
인 낙차 30m의 미카에리 폭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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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보쿠시 카쿠노다테노 오마츠리
角館のお祭り
9월 7일 ~ 9일
400년 전부터 이 지역의 번영과 가정의 무탈을
기원해 온 축제. 무사 인형과 카부키 인형을 태운
17대의 수레가 북과 피리, 작은 징 등의 악기로 흥
을 돋우고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행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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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지도 GPS 39.608410, 140.651459

Food
야마노 하치미츠야 山のはちみつ屋 Map.C2
다양한 종류의 벌꿀과 벌꿀 제품을 선보이는 곳
이다. 벌꿀로 만든 롤 케이크, 소프트 아이스크림,
슈크림 등의 디저트 가게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벌꿀 관련 상품은 시식이 가능해 둘러보는 것만
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다.

아키타현

구글지도 GPS 39.742131, 140.714056

마루요구라 코지쿠라부
マルヨ蔵 麹くらぶ Map.D4
120년 전 만들어진 창고를 보수·개조해 점포와
세미나 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독특
하게도 감주나 누룩을 이용해 만든 먹거리를 판
매하고 있다. 특히 감주를 브랜드해 만든 드링크
가 인기를 끌고 있다.

뉴토온천향

구글지도 GPS 39.591438, 140.563786

아이가케 진다이 카레 あいがけ神代カレー
1950년대 이 지역에서 먹던 스타일의 옛날 카레
와 지금 스타일의 현대풍 카레 두 종류를 같이 얹
은 메뉴가 인기를 얻으며 지역의 명물이 됐다. 두
가지 카레 가운데 밥이 놓이고, 그 위에 수란을 얹
고 아키타의 향토 음식인 훈제 단무지, 이부리각
코를 곁들여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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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지도 GPS 39.591499, 140.570644

타자와코 맥주 田沢湖ビール Map.B4
아키타현에서 가장 오래된 크래프트 맥주다. 효
모를 여과하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
는 생맥주로, 깐깐하게 선별된 최고의 재료를 이
용해 만들어 여러 대회에서 품질과 맛을 인정받
았다.

카쿠노다테 무사 거리

구글지도 GPS 39.610323, 140.622866

나루토모찌 なると餅
속에 으깬 팥소를 넣은 찹쌀떡으로 노란 좁쌀을
위에 뿌려 꽃잎 모양을 표현했다.
한입 크기의 사이즈로 예부터 이 지역에서 쌀이
부족했던 시기에 좁쌀로 만들어 각 가정에서 만
들어 먹던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Akita & Semboku Information

구글지도 GPS 39.593482, 140.567442

아키타 여행 정보 사이트

아키타 여행 어플리케이션
‘아키타노NAVI’(아이폰·안드로이드용)

http://akita.or.kr

Experience
타자와 호수 유람선 田沢湖遊覧船 Map.C2
잔잔하고 푸르게 펼쳐져 있는 총 면적 2.554ha의
넓은 호수 위를 유람선을 타고 유유히 돌아볼 수
있다.

아키타 여행 어플리케이션
‘아키타노NAVI’(아이폰용)

4

4

아키타시까지 교통
아키타 공항

도쿄

리무진 버스
약 40분

비행기, 약 1시간 10분
신칸센, 약 3시간 50분

아키타시

센보쿠시 여행 정보 사이트

아키타

https://tazawako-kakunodate.com/faq/10(영어)
http://ryokan.glocal-promotion.com(영어)

카쿠노다테 인력거, 키모노 체험
角館人力車•着物体験 Map.A4
작은 쿄토라 불리는 고즈넉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무사 거리에서는 키모노를 빌려 입고 산책
을 하며 기념 촬영을 하거나, 인력거를 타 보는 경
험이 가능하다.

센보쿠시까지 교통
아키타역

아키타 공항

A

B

C

D

신칸센, 약 1시간
기차, 약 2시간

에어포트 라이너
약 100분

타자와코역

타자와 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