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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나기 온천 つなぎ温泉 Map.A4, D1

모리오카시 고쇼 호수 부근의 온천 마을로, 모리
오카 시내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
근성이 용이하다. 현대적인 스타일의 호텔부터 
전통 료칸까지 다양한 종류의 숙소가 마련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으며 수공예촌이나 코이와이 
농장과 같은 관광 시설이 가까이 있어 편리하다.
구글지도 GPS 39.676191,141.019817

모리오카 하치만구 盛岡八幡宮 Map.D4

모리오카 시내에 있는 신사로 300여 년 전에 지
어졌다. 농업, 공업, 상업, 한문, 의식주 등 생활과 
밀접한 신을 모시고 있어 오래 전부터 지역 주민
들이 숭배해 왔다. 1월 1일에는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를 드린다.
구글지도 GPS 39.695630, 141.163984

모리오카 성적 공원 盛岡城跡公園 Map.C3

난부 지역 영주의 성이 있던 터로, 석벽과 연못이 
남아 있다. 공원으로 가꿔져 사계절 아름다운 풍
경을 볼 수 있어 모리오카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구글지도 GPS 39.700628, 141.151348

모리오카 수공예촌 盛岡手づくり村 Map.D1

‘보고, 만지고, 만든다’는 콘셉트로 모리오카의 공
예품과 민예품, 먹거리 등의 전통 기법을 보고 체
험할 수 있는 시설. 모두 14곳의 공방이 있는데, 
장인들이 제작 시연하는 공방도 있으며, 직접 체
험 가능한 공방도 있다.
구글지도 GPS 39.693294, 141.024375

이시와리자쿠라 石割桜 Map.C3

모리오카 지방법원 앞, 직경 21m의 거대한 바위
틈을 뚫고 자라고 있는 벚나무가 있다. 뿌리 직경 
4.3m, 높이 10m의 거대한 크기로, 수령 약 360
년으로 추정되는 이 나무는 매년 4월 중순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구글지도 GPS 39.704058, 141.151231

난쇼소 南昌荘 Map.C4

모리오카 출신의 실업가 세가와 야스고로의 저
택. 근대 일본식의 역사적인 건물로 정원을 포함
해 정원 전체가 국가 등록기념물로 등재돼 있다. 
1100평의 부지 내에는 잘 정돈된 정원과 연못, 차
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으며, 작품전이나 이벤
트가 열리기도 한다.
구글지도 GPS 39.695804, 141.148720

모리오카시 盛岡市

모리오카 냉면 盛岡冷麺  
우리나라 냉면 보다는 쫄면에 더 가까운 식감이
며, 김치가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모리오카에 
거주하던 재일교포가 만들어 팔면서 인기를 끌어 
‘모리오카 냉면’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현재는 모
리오카 쟈쟈멘, 완코소바와 더불어 모리오카 3대 
면 요리로 꼽히고 있다. 
구글지도 GPS 39.702346,141.137868

완코 소바 わんこそば 
한 젓가락 양의 메밀면이 작은 그릇에 서빙되는 
요리로, 함께 먹는 사람과 누가 많은 양을 먹는지 
겨루는 재미가 있다. 전국대회가 열릴 정도로 이
와테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구글지도 GPS 39.701895,141.137680

모리오카 쟈쟈멘 盛岡じゃじゃ麺  
중국의 자장면에서 발전된 음식. 납작한 삶은 면
에 된장과 다짐육을 베이스로 한 특제 소스, 채 썬 
오이를 올려 비벼 먹는 음식이다. 면을 다 먹은 후
에는 그릇에 생계란을 풀고 소량의 된장 소스와 
면수를 부어 먹는 것이 코스다.
구글지도 GPS 39.701478,141.13656

후쿠다 빵 福田パン Map.B2

모리오카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학교 매점이나 마트 등 생활의 밀접한 모
든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친근한 빵이다.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으며 빵에 넣는 토핑이나 크림, 
잼 등의 종류가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구글지도 GPS 39.708241,141.14208

모리오카 냉면 만들기
 冷麺づくり体験  Map.D1

모리오카 수공예촌에는 모리오카 냉면으로 유명
한 ‘푱푱샤’의 냉면 공방이 있다. 체험료 990엔을 
지불하면 반죽 한 뒤 면을 뽑아 육수를 붓고 토핑
을 하는 과정까지를 직접 체험 해 볼 수 있다. 체
험이 끝난 후에는 본인이 만든 냉면을 시식한다.

난부센베 만들기 체험 
南部せんべい作り体験  Map.D1

밀가루를 주재료로 원형의 틀에 넣어 딱딱하고 
바삭하게 굽는 것이 특징인 옛 난부 지역(하치노
헤, 니노헤, 모리오카 등)의 전통적인 먹거리다. 
수공예촌에서는 센베 틀에 반죽을 넣고 땅콩을 
토핑해 센베를 굽는 체험이 가능하다. 쉽고 간단
하게 누구나 참가 가능해 어른부터 아이까지 좋
은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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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한효경(010-8591-3523) 지도·일러스트 김영언 인쇄·제본 (주)프린피아 



이치노세키시·히라이즈미쵸 여행 정보 사이트
http://hiraizumi.or.jp/kr/index.html(한국어)
https://www.ichitabi.jp/guidebook/guidebook_kr.html(한국어)

이치노세키시·히라이즈미쵸까지의 교통

모리오카  이치노세키 

도쿄  이치노세키 

센다이  이치노세키

이치노세키  히라이즈미

히라이즈미쵸 순환버스 룬룬
http://hiraizumi.or.jp/course/runrun/index.html

모리오카시의 여행 정보 사이트
http://www.city.morioka.iwate.jp/kankou/index.html
https://visitiwate.com/ko/

모리오카시까지의 교통

아오모리  모리오카

아키타  모리오카

센다이  모리오카

도쿄  모리오카

Sightseeing Ichinoseki·Hiraizumi & Morioka Festival

Ichinoseki·Hiraizumi & Morioka information

겐비케이 厳美渓 Map.A2

이와이 강변의 계곡으로 기암괴석들이 즐비한 가
운데 물살이 센 상류와 고요하게 흘러가는 하류
가 대조적인 경관을 보여준다. 봄에는 벚꽃이 만
발하며 여름에는 시원한 녹음과 더불어, 가을에
는 붉게 물든 단풍과 함께 겨울에는 수묵화와 같
은 풍경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구글지도 GPS 38.944460, 141.048021

게이비케이 猊鼻渓 Map.D1

일본 100대 경관 중 하나로, 사철로 된 강이 석탄
암을 침식시켜 만든 2km에 걸친 계곡이다. 계곡 
양쪽에는 높이 100m 정도의 주상절리가 펼쳐지
고 유유히 느리게 흐르는 물살 위로는 나룻배를 
타고 뱃놀이가 가능하다.
구글지도 GPS 38.989659, 141.255347

히라이즈미 문화유산센터 
平泉文化遺産センター Map.B4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자산을 포함해 히라이
즈미 문화유산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알기 쉽게 
소개하는 곳이다. 사적을 둘러보기 전에 돌아보
면, 문화유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구글지도 GPS 38.993235, 141.111134

1. 츄손지 中尊寺 Map.A3  
헤이안 시대(794년~ 약 400년간) 미술공예의 보
고로 천태종의 유명한 사찰이다. 높이 9m의 전체
가 금색인 아미타여래상이 안치되어 있는 콘지키
도(金色堂)를 비롯해 300여 점의 국보와 중요문
화재가 있다.
구글지도 GPS 39.002457, 141.102648

2. 모츠지 毛越寺 Map.A4 
국가의 특별사적, 특별 명승으로 지정된 헤이안 
시대의 사찰로, 아름다움을 간직한 정토 정원에
는 계절마다 다양한 종류의 꽃이 피어 많은 사람
들이 찾아온다.
구글지도 GPS 38.987488,141.107545

3. 무료코인 터 無量光院跡 Map.B4  
헤이안 시대의 당주 후지와라노 히데히라가 건립
했던 사원의 터. 현재는 유적의 대부분이 농경지
화 되어 연못 터와 연못의 가운데 있던 섬 그리고 
초석만이 남아 있으나,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사적의 발굴조사 및 주변의 정비 등이 이루어지
고 있는 중이다.
구글지도 GPS 38.993275, 141.115599

4. 킨케이산 金鶏山 Map.A4

츄손지와 모츠지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산. 히라
이즈미를 수호하기 위해 이곳에 자웅 한 쌍의 황
금 닭을 매장했다는 전설이 남아있다.
구글지도 GPS 38.995416, 141.109479

5. 칸지자이오인 터 観自在王院跡 Map.A4 
모츠지에 인접한 정원으로 2대 당주인 모토히라
의 부인이 건립했다고 전해지는 사원의 터다. 건
물은 사라졌으나 정토정원의 ‘마이즈루가 연못’
을 중심으로 유적지의 보수가 이루어져 경내 전
체가 사적공원으로 개방돼 있다. 
구글지도 GPS 38.988597,141.110340

이치노세키시 다이토오오하라미즈카케 축제  
大東大原水かけ祭り 
2월 11일
화재 방지를 기원하는 축제로, 오오하라 상점가
에서 매년 개최된다. 2월 극한의 추위 속에서 약 
300여 명의 남자들이 짚신을 신고 속옷만 걸친 
채 도로 양쪽에서 뿌려대는 차가운 물을 맞아가
며 달린다.

모리오카 산사춤 축제 盛岡さんさ踊り 
8월 1일 ~ 4일
모리오카시 중심부에 위치한 츄오도오리에서 매
년 8월 1일 ~ 4일 저녁 6시 부터 3시간 동안 열린
다. 4일간 약 250여 단체, 3만 5천 명이 축제에 참
가해 세계 제일의 대북퍼레이드라 불리고 있으
며, 줄지어 북을 연주하고 춤을 추며 행진 하는 모
습이 압권이다.

모리오카 가을 축제 盛岡秋まつり 
9월 14일 ~ 16일
약 3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로, 카부
키나 역사상의 중요한 장면을 호화찬란하게 꾸민 
수레가 거리를 행진한다. 각 수레마다 다양한 특
징과 개성이 담겨 있어 행진하는 수레를 비교하
며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전국 하우스 맥주 페스티벌 in 이치노세키  
全国地ビールフェスティバルin一関
8월 중순
일본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맥주 축제로 전국 각
지의 유명한 맥주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지
역에서 생산된 식자재로 만든 다양한 안주도 함
께 판매돼 축제의 분위기를 더한다.

이치노세키・히라이즈미 벌룬 페스티벌 
一関・平泉バルーンフェスティバル
10월 중순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열기구 비행 대회. 경기 기
간 중에는 열기구를 가까이서 볼 수 있을 뿐 아니
라 직접 체험도 가능하다. 비교적 기류가 안정적
인 이른 아침 시간대 탑승을 추천한다. 이치노세
키의 경관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어 특별한 체험
이 될 것이다.

이치노세키시·히라이즈미쵸
一関市·平泉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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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정찬요리 餅御膳
이와테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예전부터 관혼상제 
및 중요한 날에는 떡을 빚어 돌리는 문화가 발달
해왔다. 곡물 생산이 풍부해 팥을 얹거나, 으깬 대
두, 깨 등을 토핑한 300종류 이상의 다양한 떡 요
리가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구글지도 GPS 38.928085,141.137478 

칵코당고 郭公だんご Map.A2

겐비케이의 명물로 계류 위쪽에 위치한 가게와 연
결된 와이어에 걸린 바구니에 주문지를 작성해 보
내면 당고와 녹차가 함께 바구니에 담겨 배달된다. 
주문한 사람의 국적에 맞춰 그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고 바구니에 국기를 달아 보내주는 퍼포먼스
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글지도 GPS 38.944812, 141.047227

게이비케이 운다마 던지기 
猊鼻渓運玉 Map.D1

게이비케이에서 배를 타고 반환점에 도착해 배에
서 잠시 내려 하는 체험이다. 여러 문자가 새겨진 
돌인 ‘운다마’를 구입해 바위벽에 작게 뚫려 있는 
구멍으로 던져 넣는데, 이때 돌이 들어가면 돌에 
새긴 글귀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진다. 
구글지도 GPS 38.989617, 141.255400

세키노이치 주조 양조장 체험 
世嬉の一酒造蔵体験  Map.D3

사케 양조를 시작으로 크래프트 맥주의 제조와 제
조와 레스토랑,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세키노
이치의 양조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이 가
능하다. (양조장 나이트 투어/ 맥주공장견학 & 테이스
팅/ 맥주양조체험/ 떡방아찧기체험/ 떡정찬 체험)
구글지도 GPS 38.931409,141.132495

히라이즈미 세계유산 Map.B1

히라이즈미에는 불교 중에서도 특히 정토 사상의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사원
과 정원 및 그 터가 남아 있어 보존되고 있으며 그 중 5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
재 됐다.

신칸센, 약40분
기차, 약 1시간 30분

신칸센, 약 50분
버스, 약 2시간 45분

신칸센, 약 40분
버스, 약 2시간 40분

신칸센
약 1시간 30분

신칸센
약 2시간 15분

전철 약 8분, 버스 약 20분
택시 약 15분

신칸센
약 2시간 10분

신칸센
약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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