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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모리 관광 코스북

!

이쿠베 いくべぇ

아오모리가 마음에 들어 아오모리에 살고 있는 요정.

아오모리현의 꽃인 사과꽃을 모티프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으며 너도밤나무잎 모양의 꼬리를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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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이 책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정보는 2019년 3월 기준입니다.
교통 운행 시간표나 운임, 영업장 운영 시간, 음식 가격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계절별 한정 스폿·이동수단이나 축제 등은 일정을 꼭 확인하시고 여행을 계획하세요.
3. 이 책에 소개된 코스는 참고용이므로 여행자 스타일에 맞게 조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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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스 내에 포함되어 있는 숙소나 식당, 카페 등은 참고 사항입니다.
여행자의 취향과 동선, 예산 등에 맞게 여행을 계획하세요.
5. 각각의 스폿을 찾아갈 때는 이 책에 수록된 지도를 참고하되,
정확한 위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글지도 GPS나 맵코드를 활용해주세요.
6. 상점이나 식당 등은 이 책에 소개된 정보와 달리 영업장 사정으로
영업시간이나 휴무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스폿이 있다면 찾아가기 전
영업 여부나 문 여는 시간을 확인하세요.
7. 이 책에 소개된 버스 스케줄이나 이동 소요 시간은 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넉넉하게 계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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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2 니시메야
Zoom in 3 쿠로이시
23 코스 2 시모키타+오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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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기획 북도호쿠 3현·홋카이도 서울사무소(02-771-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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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한효경(010-8591-3523)
지도 · 일러스트 김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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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omori

1

코스 2 시모키타 +오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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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1 히로사키+쿠로이시

츠루타마치

이타야나기마치

후지사키마치

아오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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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3 오이라세+하치노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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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모리의 사계절
일본에서 가장 큰 섬 혼슈의 최북단에 위치한 아오모리는 사과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일본 전체

이 빛을 발하며, 봄, 가을 또한 겨울 여름에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 풍요로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사과 생산량이 많은 곳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오마 참

수 있는 시기이다.

치, 가리비 등도 유명하다.

벚꽃 축제로 유명한 히로사키 성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시라카미 산지, 홋카이도와 연결된

바다를 사이에 두고 홋카이도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며 북단에 위치한 도시답게 겨울에는 많은 눈

해저 터널, 화려하고 활기 넘치는 여름의 네부타 축제 그리고 곳곳에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온천

이 내려 그림 같은 설경이 펼쳐지고, 여름에는 서늘한 편이다. 숲과 나무가 많아 신록의 아름다움

이 많아 국내외 여행객들이 1년 내내 몰려든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히로사키 공원

아오모리의 여름은 네부타 축제를 빼고 논

가장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는 시기다.

눈은 11월부터 내리기 시작해 12월이 되

의 벚꽃 축제는 매년 200만 명 이상의 관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오모리현 내의 각지에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8~11월에 생산돼

면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한다. 핫코다

광객이 방문해 일본 국내에서도 가장 많

서 네부타 관련 축제들이 열린다. 삼국지나

달고 영양가 높은 사과를 맛 볼 수 있다.

산에 오르면 곳곳에 수빙이 펼쳐지고 폭

은 사람이 방문하는 벚꽃 축제로 유명하

수호지 등에 등장하는 인물을 모티프로 하

단풍이 물드는 시기로 핫코다 산과 오이

신폭신한 천연설, 파우더 스노 위에서 겨

다. 히로사키 뿐 아니라 토와다 지역의 관

여 만든 거대한 등롱 수레를 끌고 행진하는

라세 계류 그리고 토와다 호수에서 유람

울 액티비티를 만끽할 수 있으며, 차가운

청거리와 고쇼가와라의 아시노코 공원 등

이 축제는 아오모리시, 히로사키시, 고쇼가

선을 타고 보는 빨강과 노랑의 콘트라스

공기를 느끼며 온천탕에 들어가 설경을

여러 지역에서 벚꽃 축제가 열려 아오모

와라시, 쿠로이시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열

트가 절묘해 탄성을 자아낸다.

감상할 수 있다.

리 지역을 핑크빛으로 물들이고 벚꽃 시

린다. 그 외에도 색깔 있는 품종의 벼를 논

즌이 끝날 무렵엔 아오모리가 아니면 보

에 심어 영화나 애니메이션 또는 역사적 인

기 어려울 하얀 사과꽃이 만발한다.

물을 그려낸 논 아트도 여름의 신록에 맞춰

10월에 들어서면 평균기온이 14도로
낮아지고 아침저녁에는 초겨울과 같은
날씨로, 얇은 코트가 필요할 정도다.

5월 평균기온이 13도 정도. 벚꽃이 시
작되는 4월 말에서 5월 초순경, 핫코
다산 정상에는 봄까지 눈이 많이 남아 있
어 스키를 탈 수 있다.

절정을 이루는 시기다.

눈이 정말 많이 오는 곳이지만 1월 평
균기온이 영하 1도 전후. 미끄럼 방지
신발과 두꺼운 옷으로 방한하면 눈이 쌓인
곳에서 포근한 기분을 느끼며 겨울을 만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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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평균기온이 24도 정도. 여름이 짧
아 8월 중순이 되면 서서히 기온이 떨어
지며 가을이 시작되는 느낌이라 아침저녁
으로 긴 팔 옷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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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모리 교통
홈페이지 www.jreast.co.jp/kr/eastpass_t

항공
한국

아오모리현

인천공항에서 아오모리공항으로 취항하는 직항
항공편이 있다. 현재 대한항공이 시즌별로 주 3~5
회 운행하며,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2시간 30분 정
도 소요된다.

베~고쇼가와라/코난철도 전선, 츠가루철도(츠가

치 순환, 죠토구치순환), 타메노부호 전구간

루고쇼가와라~카나기), 히로사키시내·쿠로이시시

가격 어른 500엔

JR아오모리 홀리데이 패스

내·고쇼가와라시내 순환 코난버스, 히로사키 주변

판매처 히로사키역 앞 승차장, 버스센터 등

판매기간 연중 탑승가능기간 1일(주말·공휴일·4월

노선버스(다케온천, 이카리가세키 등)

홈페이지 www.konanbus.com/coin.html

29일~5월 5일, 7월 20일~8월 31일, 12월 23일

가격 어른 2,060엔

~1월 7일)

판매처 프리구간 및 아키타현 내, 후카우라, 아지

아오모리셔틀 de 루트 버스

탑승가능열차 보통열차(쾌속열차 포함)의 보통차

가사와 각 역의 미도리노마도구치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1일

자유석(특급열차 탑승에는 특급 티켓 필요, 신칸센

홈페이지 www.tsugarunavi.jp/freepass/en

탑승가능구간 네부탄호 전구간
가격 어른 500엔 판매처 버스 차내

사용 불가)
탑승가능구간 JR히로사키~카와베~신아오모리~

코난철도 다이코쿠사마 티켓

홈페이지 www.city.aomori.aomori.jp/kurashi-

아오모리, JR카와베~고쇼가와라, JR아오모리~나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1일간 탑승가능열차 코난

guide/koutu/bus/nebutangou

카오구니~민마야, JR노헤지~오오미나토, JR하치

철도 전선 가격 어른 1,000엔 판매처 오오와니, 츠

노헤~쿠지, 아오이모리선 아오모리~메도키

가루오오사와, 츄오히로사키, 히로사키, 히로사키

하치노헤시 버스 1일 승차권

가격 어른 2,470엔

히가시코코마에. 히라카, 츠가루오노에. 쿠로이시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플렉시블 5일(일본 도착

판매기간 연중

비고 아오모리~신아오모리 사이의 특급에 승차하

각 역 홈페이지 konantetsudo.jp/2016/10/01/

후 발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의 5일을 선택)

유효기간 1일(주말·공휴일·매월 25일·연말·연시)

는 경우는 특급 티켓 없이 보통차 자유석으로 승차

ticket007

탑승가능열차 JR홋카이도선(홋카이도남부), JR동

가격 어른 600엔

가능 판매처 프리 구간 내 주요 역 내의 미도리노

일본선(토호쿠지역), 아오이모리 철도 전노선, IGR

마도구치 또는 지정석 발권기 및 뷰 프라자

하치노헤 엔죠이 카드

하치노헤시 마치패스300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1일 탑승가능열차 JR하

고노선 프리패스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1일

치노헤~혼하치노헤~타네사시해안, 하치노헤시버

탑승가능버스 하치노헤시버스, 난부버스, 토와다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연속되는 2일

스, 난부버스 시내운행노선 가격 700엔 판매처 JR

관광철도버스의 하치노헤 시내 지정노선

탑승가능열차 보통·쾌속열차의 보통차 자유석, 좌

미도리노마도구치, 뷰 프라자

가격 300엔 홈페이지 www.city.hachinohe.

석 지정차에는 지정티켓 필요

홈페이지 www.city.hachinohe.aomori.jp/enjoy

aomori.jp/bus/teikikaisuuken/machi-pass300

열차
JR토호쿠, 미나미홋카이도 레일패스

이와테 은하철도 전노선, 센다이공항 철도 전노선
가격 일본 구입 20,000엔, 한국 구입 19,000엔
판매처 국내 주요 여행사 및 삿포로역, 신치토세공
항역, 하코다테역, 신하코다테 호쿠토역, 노보리
베츠역, 아오모리역, 하치노헤역, 아키타역, 모리
오카역, 센다이공항역, 센다이역 홈페이지 www.
jreasthokkaido.com/tohokuhokkaido/kr

JR동일본패스 토호쿠 지역

탑승가능구간 아키타~히가시노시로~(고노선)~
히로사키~아오모리
가격 어른 3,810엔 비고 특급승차에는 특급티켓

버스

필요, 리조트시라카미 호에는 지정티켓 필요, 신아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플렉시블 5일간(패스 발

오모리~아오모리 간 승차하는 경우에는 특급·급

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임의 5일간)

아오모리시 버스 프리 루트 카드

행 티켓 없이 보통차 자유석 승차 가능

탑승가능열차 JR동일본 전노선, 이즈 급행 전노선,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주말·공휴일의 1일

판매처 프리 구간 및 아키타 내 미도리노마도구치,

아오이모리 철도 전노선, IGR 이와테 은하철도 전

탑승가능버스 아오모리시영버스 전 노선(정기관

뷰 프라자

광버스 제외) 가격 어른 500엔

노선, 도쿄 모노레일 전노선, 센다이공항 철도선
전노선 등
가격 일본 판매 20,000엔, 한국판매 19,000엔
판매처 국내 주요 여행사 또는 인터넷 및 일본의
아오모리역, 하치노헤역, 아키타역, 모리오카역,
센다이공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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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부버스 1일 승차권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1일(주말·공휴일·매월 25
일 중) 탑승가능버스 난부버스 시내노선
가격 어른 600엔 홈페이지 www.nanbubus.
co.jp/routebus/chicket.html

판매처 어른용은 각 발매소

츠가루 프리패스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연속되는 2일

코난버스 100엔 버스 1일 승차권

탑승가능열차 보통열차(쾌속 포함)의 보통차 자유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1일

석 탑승가능노선 JR아오모리~이카리가세키, 카와

탑승가능버스 히로사키 시내 100엔 버스(도테마

7

코스 1
히로사키+쿠로이시

3박 4일 대중교통
아오모리 서쪽 지역의 필수 코스인 히로사키시를 둘러보고
계절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시라카미 산지, 논아트, 스토브 열차
등을 선택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3박 4일의 코스다. 아오모리
의 비탕, 아오니 온천 체험도 할 수 있다.

1일
인천공항

3일
논아트

아오모리공항
히로사키역

28분

코미세 거리
10분+

2일

16분+

Zoom in 3
Zoom in 1
Zoom in 2

봄·가을 추천

겨울 추천

히로사키역

히로사키

90분

시라카미 산지
40분

니시메야
1시간

히로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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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츠가루 전통 공예관
20분

아오니 온천

48분

4일

고쇼가와라
50분

스토브 열차 체험
48분

아오니 온천

아오모리공항
인천공항

히로사키

9

타시로 줌인 바닥지도
Zoom in 1

히로사키 弘前

10 Aomori

Zoom in 2

니시메야 西目屋

11

Zoom in 2

쿠로이시 黒石

인천공항

1일

대한항공
약 2시간 30분

아오모리공항

아오모리공항

공항버스
약 1시간, 1,000엔

히로사키역 홈페이지 www.konanbus.com/airport.html

15:00

1

츠가루번 네푸타마을 津軽藩ねぷた村

히로사키의 가장 큰 축제인 네푸타 축제에 사

용되는 등수레가 상설 전시되는 곳. 시설 견학 뿐 아

구로이시 바닥

니라 축제 때 사용 되는 악기를 직접 연주도 해 볼 수
도 있고, 츠가루 샤미센의 라이브 연주도 들을 수 있
어 알찬 문화 체험이 가능하다.
맵코드 71 101 053*70 구글지도 GPS 40.611419,
140.469489 영업시간 4~10월 09:00~17:00(폐관
17:30), 11~3월 09:00~16:00(연중무휴)
요금 성인 550엔, 중·고교생 350엔, 초등학생 200엔, 3세 이
상 유아 100엔 교통 히로사키역에서 100엔 버스 타메노부
호 탑승 후 ‘츠가루번 네푸타무라’ 정류장에서 하차
홈페이지 neputamura.com/viewing

2

히로사키공원 弘前公園

17:00

5분

히로사키시 중심부에 위치한 총 면적 14만 9천 평에 달하
는 드넓은 공원이다. 오래 전 츠가루 지방(아오모리현 서부)을 통
치했던 영주의 성이 있던 곳으로, 지금은 천수만 남아 있지만 주변
을 공원으로 꾸며 놓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봄철,
벚꽃 시기가 되면 공원 내에 있는 약 2,600그루 이상의 벚꽃이 일
제히 만개해 공원 전체를 핑크빛으로 물들이고, 여름에는 신록, 가
을에는 단풍이 아름답다. 겨울에는 눈 쌓인 공원에서 등롱과 초를
이용해 로맨틱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히로사키 눈등롱
축제가 개최된다.
맵코드 71 071 211*54 구글지도 GPS 40.607377, 140.464576
영업시간 상시 무료 개방 유료구역 히로사키 성 혼마루, 키타노카쿠, 식물원
유료구역 입장가능 기간 4월 1일~11월 23일 09:00~17:00 입장료 혼마루
+기타노카쿠 310엔, 식물원 310엔, 혼마루+키타노카쿠+식물원+후지타
기념정원 1일 패스 510엔 교통 히로사키역까지 100엔 버스, 도테마치 순
환버스 4~11월 10:00~18:00, 12~3월 10:00~17:00 10분 간격 운행, 타
메노부 호 4~11월에만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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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히로사키공원 점

쉐 앙쥬 シェ・アンジュ

유형문화재를 스타벅스로 이용한 점포로,

아오모리 산의 재료를 활용해 제대로 된 프렌

1910년대 레트로한 분위기가 남아 있다. 조

치를 저렴한 가격에 맛 볼 수 있는 곳.

명에 아오모리 전통 공예품인 부나코가, 좌석

맵코드 71 044 505*60
구글지도 GPS 40.599134, 140.495225
영업시간 런치 11:30~14:30 디너 17:00~22:00
(디너는 전날까지 예약 필수, 일요일 휴무)
교통 히로사키역에서 도보 10분, 약 900m
홈페이지 www.chezange.net/chezange.shtml

등받이에는 츠가루코긴자수가 사용됐다.
맵코드 71 071 031*13
구글지도 GPS 40.603552, 140.463117
영업시간 07:00~21:00(부정기 휴무)
교통 히로사키 공원 오우테문 맞은편
홈페이지 www.starbucks.co.jp/store/search/
detail.php?id=1302

킷사시츠 바통 喫茶室 baton

산츄식당 三忠食堂

시민회관 내부에 위치해 있어 아는 사람이 아니면

100여 년이 된 역사 깊은 메밀국수집

찾아오기 어려운 곳. 콘크리트 외벽을 그대로 노출

으로, 4대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메

한 인테리어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독특한 구조에

밀가루에 콩가루를 섞는 츠가루 스타

경치를 즐기기 좋은 큰 창문이 있다.

일의 메밀국수를 맛 볼 수 있는 곳이다.

맵코드 71 071 513*67 구글지도 GPS 40.604652,
140.461781 영업시간 10:00~18:00(시민회관 휴무일
과 같음) 교통 코난 100엔 버스 타메노부호 ‘시야쿠쇼마에
코엔이리구치’ 정류장 하차 후 도보 3분, 시민회관 2층(히
로사키공원 옆) 홈페이지 www.city.hirosaki.aomori.jp/
shiminkaikan/baton.html

맵코드 71 073 460*37
구글지도 GPS 40.607400, 140.482654
영업시간 11:00~ 19:30(화요일 휴무)
교통 히로사키역에서 도보 13분
홈페이지 www.komakino.jp/santyu

레스토랑 야마자키 レストラン山崎
사과 냉스프를 맛볼 수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이다. 농약을 쓰
지 않고 키워내 ‘기적의 사과’라 불리는 키무라 아키노리 씨의
사과를 사용했다. 자연 재배 · 사육한 육류 등 좋은 식자재를
이용해 정성스럽고 정갈한 음식을 제공해 준다.
앙젤리크
アンジェリーク, Angelique
살롱 드 카페 앙쥬 サロンドカフェアンジュ
오래 전 외국인 교사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활용해
카페로 이용하고 있다. 1901년 건축된 역사 깊은 건물로 내
부는 앤틱한 느낌의 목조 인테리어로 히로사키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사과 파이가 맛있기로 유명하다. 옛날 무사들이 약
으로 마시던 옛 스타일의 커피를 맛 볼 수 있다.
맵코드 71 071 009*67 구글지도 GPS 40.602903, 140.466197
영업시간 9:30~16:00(연말연시 휴무)
교통 히로사키 공원 부근 히로사키 시립 관광관 옆
홈페이지 tabelog.com/aomori/A0202/A020201/20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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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향기를 풍기는 알록달록한
케이크가 쇼케이스에 가득한 디저

맵코드 71 041 865*42 구글지도 GPS 40.602696, 140.470304
영업시간 11:30~14:00, 17:30~20:30(월요일 휴무) 교통 코난버스 100엔 버스 도테마치순환 ‘나카산히로사
키텐’ 하차 후 도보 3분 홈페이지 www.r-yamazaki.com

히로다이 카페 弘大カフェ

트숍. 빵과 쿠키 등 어느 것을 골

무사커피로 유명한 바리스타 ‘나리타 센죠’ 씨의 커피숍. 중정이 있

라도 실패가 없다.

는 파티오 스타일의 카페로 히로사키 대학 내에 위치해 있다. 심플

맵코드 71 073 510*63
구글지도 GPS 40.607766,
140.479932
영업시간 9:30~19:30(화요일 휴무,
화요일이 공휴일이면 수요일 휴무)
교통 츄오히로사키역에서 도보 4분
홈페이지 tabelog.com/aomori/
A0202/A020201/2000708

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카페이면서 음악회나 낭독회 등의 이벤
트가 개최되기도 한다. 제대로 된 커피맛을 즐기고 싶다면 강추.
맵코드 71 012 392*65 구글지도 GPS 40.590704, 140.473748
영업시간 10:00~19:00 휴무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영업)
교통 히로사키역에서 오구리야마·오이노모리선 또는 가쿠엔쵸선 승차 후
‘히로사키다이카쿠마에’ 정류장 하차 약 15분 소요, 330엔
홈페이지 hirodai-ca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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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2

choice 01 봄 · 가을 추천

시라카미라인(직행버스)
운행기간 6월 1일~10월 31일
운행구간 히로사키 버스터미널 → 히로사키역 → 타시로 田代(니시메야마
을 사무소 앞 西目屋村役場前) → 아쿠아그린빌리지 ANMON → 츠가루토
우게(津軽峠)
시간표·요금 www.konanbus.com/travel/shirakami.html
* 시라카미라인 운행 기간 외에는 일반 노선버스 이용 가능
코난버스 히로사키 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해 ‘니시메야무라야쿠바’까지 이동. 요금 990엔, 총 60분 소요.
홈페이지 www.konanbus.com/6709.html

5분

3

시라카미 비지터 센터
14:10
白神山地ビジターセンター

시라카미산지의 현관으로 불리는 니시메야 마을에 있으
며, 너도밤나무 생태계에 관한 자료를 전시한다.

08:50 히로사키 터미널 → 10:20 아쿠아그린빌리지 안몬 도착, 시라카미 산책

→ 12:40 타시로 도착, 비치 니시메야(Beech 西目屋)에서 점심 식사
2

13:00

주말·공휴일·7·8월 13:50 수륙양용차/ 5·6·9·10월 13:00 수륙양용차 이용
운행기간 4월 28일~10월 31일(눈이 녹는 정도에 따라 운행개시일이 변
경됨) 요금 2,500엔 예약 탑승 2개월 전의 매월 1일부터 승차예정 3일전까지 인터
넷 예약가능, 탑승 2개월 전의 매월 1일 9시부터 승차 예정 전날 17시까지 전화 예
약가능 소요시간 50~60분(육상 30분, 수상 30분) 코스 미치노에키 츠가루시라카
미 인포메이션센터(접수 및 탑승) → 츠가루시라카미호까지 육상 운행 후 호수 내에
서 수상 운행 → 미치노에키 츠가루시라카미 홈페이지 suirikubus.jp/kr

시라카미 산지 직행 버스가 운행하는 기간 중

3

수륙양용차

40분

6분

맵코드 627 876 127*55
구글지도 GPS 40.578389, 140.298081
영업시간 4~10월 08:30~17:00 11~3월 09:00~16:30 휴관일
4~7월·9~12월 매월 둘째 주 월요일, 8월 매월 넷째 주 월요일,
1~3월 매주 월·수요일(경축일과 겹치는 경우는 다음날로 변경),
12월 29일~1월 3일 입장료 무료(영상체험홀은 유료, 200엔)
교통 미치노에키 츠가루시라카미에서 도보 4분 홈페이지 www.experience-shirakami.com/kr

4

부나코 카페

14:50

부나코 공장과 함께 있는 카페. 조명과 의자 등 부나코를 사
4

용한 인테리어가 모던하고 포근하며, 다양한 파스텔컬러가 사용돼
활기 있고 깔끔한 느낌을 준다. 디저트와 티 종류 외에도 식사 메뉴도
준비되어 있다.

1

1

맵코드 627 845 626*31 구글지도 GPS 40.575707, 140.296002
영업시간 10:00~17:30(월~토요일), 10:00~17:00(일요일·공휴일)
휴무 페이스북 참조 홈페이지 ja-jp.facebook.com/BUNACOcafe

시라카미 산지 10:20
白神山地

아오모리현과 아키타현에 걸쳐 약 130,000ha에 달하는 넓은 산
악지대의 총칭으로, 그 중 중심부 16,971ha가 1993년 세계자연
유산에 등재됐다. 세계 최대 규모의 너도밤나무 원시림 트레킹 코
스도 정비돼 있어 대자연을 만끽하며 삼림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맵코드 598 821 181*25 구글지도 GPS 40.335711, 140.3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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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나코 공장

아오모리현의 너도밤나무를 독자적인 방법으로 가공해 인테리
어 소품, 스탠드 갓, 스피커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과

정을 견학하고 체험도 해 볼 수 있는 시설. 예전 초등학교로 사용되던 건물을 공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업시간 09:00~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홈페이지에서 견학 가
능일 확인 후 방문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bunaco.co.jp(영어 선택 가능)

17

3

choice 02 겨울 추천
4

08:48 히로사키역
JR고노선 48분
500엔

5

고쇼가와라역

09:35

1

13:40

1

2

사과공원
りんご公園

+

15:00

7분
7분

4

이와키 산을 배경으로 다른 곳에서는 보기 드문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후지타 씨의 개

독특한 품종의 사과를 포함 약 1,500그루의 사

인 정원이었던 곳. 송중기·문채원 주연의 드라

과나무가 심어져 있다. 가을에는 사과 따기 체

마 ‘착한 남자’의 촬영지로도 사용된 곳이다. 독

험이 가능하며, 사과에 관련된 디저트와 사과

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고지대 부분에는 카페

가공품, 사과 캐릭터 제품 등을 판매한다.

와 홀이 있는 서양식 2층 건물이, 낮은 지대 쪽

맵코드 71 008 346*14 구글지도 GPS 40.589519,
140.442135 영업시간 09:00~17:00 입장료 무료 교
통 히로사키역에서 100엔 버스 타메노부호 탑승 후
‘링고코엔’ 정류장 하차 홈페이지 www.city.hirosaki.
aomori.jp/ringopark

3

후지타기념정원
藤田記念庭園

스토브 열차 체험
객차 내 석탄을 연료로 하는 난로를 설치해 오징어나 떡 등을 구워 사케와 함께 맛 볼 수 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레트로 느낌의 객차와 창밖의 설원, 난
로까지 아오모리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관광 열차로

에는 일본식 건축물과 정원 그리고 연못이 있어
계절 별로 다양한 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맵코드 71 070 143*58 구글지도 GPS 40.603774,
140.460972 영업시간 09:00~17:00(11월 하순 ~ 3
월 31일에는 고지대 부분만 오픈) 입장료 310엔, 히로
사키 성+식물원과 세트 티켓 510엔 교통 히로사키역
에서 100엔 버스(도테마치순환, 타메노부호)로 15분
‘시야쿠쇼마’ 정류장 하차 후 도보 3분 홈페이지 www.
hirosakipark.or.jp/hujita(영어 선택 가능)

인기가 높다. 체험을 위해서라면 카나기역까지 갔다가 되돌
아와도 충분하다.
5분

맵코드 71 789 727*87 구글지도 GPS 40.809524, 140.447817
운행기간 12월 1일 ~ 3월 31일 운행구간 츠가루고쇼가와라역 ~ 츠
가루나카자토역 요금 일반운임+스토브열차권 400엔 운행시간 츠
가루고쇼가와라역 출발 9:35·11:50·14:48 츠가루나카자토역 출발
10:48·13:35·15:54 홈페이지 tsutetsu.com

10:40

2

타치네푸타관 立佞武多の館

+

40분
40분

높이 21m, 건물 7층 높이에 해당하는 거대한 등수레를 끌
고 행진하는 타치네푸타 축제가 매년 8월 4일부터 8일까지 개최
된다. 이 때 사용된 등을 전시하는 상설 전시관 및 제작소로 사용
되는 곳이다. 거대한 타치네푸타 3개와 축제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 그리고 만들기 체험까지 가능하도록 꾸며져 있다.
맵코드 71 788 888*36 구글지도 GPS 40.810766, 140.443217
영업시간 9:00~19:00(4~9월), 09:00~17:00(10~3월)(1월 1일 휴무)
입장료 600엔 교통 고쇼가와라역에서 도보 5분
홈페이지 www.tachineputa.jp/pavilion

18 Aomori

11분

5

히로로 16:40
ヒロロ

히로사키역 인근에 위치한 쇼핑몰로 패션, 액세
서리, 서점, 게임센터, 푸드코트 등 다양한 종류
의 점포가 모여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맵코드 71 043 336*76 구글지도 GPS 40.597453,
140.481659 영업시간 10:00~20:20 교통 히로사키
역에서 도보 5분 홈페이지 www.hiror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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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3일

2
1

2

3

1

코미세 거리 こみせ通り

전통적인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본의 옛 모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거리.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가옥
에서 사케 양조장 견학과 고민가 카페 등
4

을 체험 해 볼 수 있다. 아케이드처럼 지

5

붕이 있어 눈이나 비가 와도 이동하기 편
28분
5

1

논아트 田んぼアート

09:30

하다.
맵코드 71 237 337*87
구글지도 GPS 40.645513, 140.596757
교통 코난버스 오오카와라선 탑승 후 ‘쿠로이시
에키마에’ 정류장 하차(약 15분, 370엔) 후 도
보 15분

한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도 등장해 공감하기 쉽고, 벼로 만든 그림의 세밀함과 정교함에 더
수 있다.
맵코드 71 171 373*28 구글지도 GPS 40.631437, 140.550252
관람기간 6월 초~10월 초 관람시간 09:00~17:00(기간별 상이) 관람장소 제1 논아트: 이나카다테마을 사무소 건
물 4층 전망데크 또는 6층 천수각/ 제2논아트: 미치노에키 이나카다테, 야요이노사토 전망소 입장료 제1논아트 4층
전망데크 300엔, 6층 천수각 200엔, 제2논아트 300엔 교통 히로사키역에서 코난버스 오오카와라선 ‘하타나카’ 정
류장 하차(약 20분, 660엔) 후 도보 3분 홈페이지 www.vill.inakadate.lg.jp/docs/2013050200014

4

츠가루전승공예관 津軽伝承工芸館

명장들의 공방이 한데 모여 있는 곳. 전통 기
술을 이어가며 제작 과정을 보여주고 판매도

물감 대신 색이 다른 벼를 심어 논에 그림을 그려 놓은 것처럼 작품을 만든다. 우리에게 친숙

욱 놀라게 된다. 매년 새로운 작품이 등장하고 전시장도 추가로 한 곳이 더 생겨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13:35

12:00

3

+

10분
30분

한다. 아오모리의 전통 공예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맵코드 804 666 315*74
구글지도 GPS 40.605879, 140.675922
쿠로이시야키소바 黒石焼きそば 영업시간 09:00 ~ 17:00(12~3월 16시까지)
‘쿠로이시 야키소바’ 는 이 지역의 대 교통 쿠로이시역 앞에서 코난버스 누루카와선 탑승, 약 30
분, 760엔 버스시간표 www.konanbus.com/1397.html

표적인 먹거리로 일반적인 야키소바와 다르

게 넓적한 면을 사용했다. 반 정도 먹은 후 함
께 나온 토핑과 단짠의 조화가 이루어진 국물
을 부어서 적셔 먹는다.

20 Aomori

21

+

14:30

10분
30분

츠가루 코케시관 津軽こけし館

5

코스 2
시모키타 + 오오마

얼굴과 몸통이 있는 사람 모양의 목각 인형으로 코케시는 지역

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쿠로이시시는 츠가루 코케
시의 산지로 눈썹 위 일자 앞머리에 짧은 일자단발의 머리모양과 몸체

3박 4일 렌터카

아래 부분이 넓게 퍼지고, 아오모리 지역의 유명한 네부타 축제의 영향
을 받아 네부타 스타일의 그림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1층에서는 코

일본 혼슈의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오오마 곶에서 잡히는 참치로 유명한 지역이

케시 채색 체험과 코케시 제작 과정을 볼 수 있으며, 코케시 관련 제품을

다. 저렴한 가격에 인생 최고의 참치 덮밥을 맛볼 수 있으며,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고

구입할 수 있다. 2층은 유료 코너로 약 4천개 이상의 코케시를 만나볼

있는 일본 원숭이와 아오모리 천연기념물 말도 만나볼 수 있다.

수 있다.

+

16분
20분

맵코드 804 666 408*55 구글지도 GPS 40.606588, 140.676490
운영시간 09:00~17:00 입장료 320엔 교통 츠가루전승공예관 내에 위치
홈페이지 tsugarukokeshi.com

16:20

6

아오니 온천 青荷温泉

아오모리현 내에서도 비경으로 불리는 아오니계곡 주
변에 본관과 3채의 별관으로 구성된 아오니 온천은 램프의 온
천으로 더욱 유명한 곳이다. 천장에 매달린 램프 하나의 밝기
가 전부이지만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특색 있는 경험을 하
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고 있다.
맵코드 323 867 236*16 구글지도 GPS 40.571687, 140.728931
요금 9,870~12,030엔 교통 코난버스 이타도메, 니지노코선 약 15
분소요 220엔 ‘니지노코코엔’ 정류장 하차 후 아오니 온천 셔틀버스 환승 셔틀버스 니지노코 09·10·15·16시 출발
(계절별 상이) 홈페이지 www.konanbus.com/1397.html, www.yo.rim.or.jp/~aoni(영어 선택 가능)

아오니 온천

4일

아오모리공항

아오니 온천 출발 셔틀버스 시간
4~11월 08:30, 09:30, 14:30
12~3월 08:20, 09:20, 10:30, 13:20, 14:20

09:00 니지노코

09:50 쿠로이시역

코난버스
약 30분, 760엔

코난철도 코난선 히로사키행

10:56 히로사키역

13:55 아오모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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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로이시역

약 30분, 460엔
리무진버스
약 55분, 1,000엔
대한항공

히로사키역
아오모리공항
인천공항

약 2시간 30분

23

1일

1일

3일

인천공항

아오모리공항

인천공항

대한항공
약 2시간 30분

아오모리공항

15:00

1

선 마모루 와이너리
1시간

요코하마쵸 유채꽃 페스티벌

시모후로 온천마을

밭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꽃을 심었다

통나무집 레스토랑 미나미카와

1시간 30분

요코하마쵸 유채꽃 페스티벌
横浜町菜の花フェスティバル
(계절한정)

가 인기 관광지가 된 곳. 유채꽃이 만발하

40분

며 미로로 구성돼 있어서 스릴을 느끼며 산

시리야자키

책할 수 있다.

1시간 40분

마카도 관광호텔

1시간 30분

2일

맵코드 437 885 575*25
구글지도 GPS 41.082086, 141.251439
시기 5월 초~5월 중 교통 JR오오미나토선 무
츠요코하마(大湊陸奥横浜)역에서 택시로 5분
홈페이지 www.town.yokohama.lg.jp/index.
cfm/7,2249,19,html

17:00

2

오오마 곶
50분

누이도 식당
10분

호토케가우라
50분

야생 일본원숭이 공원
1시간 20분

무츠그랜드호텔

4일
아오모리공항

시모후로 온천마을
下風呂温泉卿

일본 본섬 최북단에 위치한 온천마을.

인천공항

바다를 조망하며 앞바다에서 잡은 신
선한 해산물을 푸짐하게 대접하는 온
천료칸으로 유명하다. 주요 온천수는
유황성분이 강해 색이 탁하며 유황냄
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마을 공동으
로 운영하는 족탕도 있다. 온천마을 앞
에 작은 신사가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기에도 좋다.
맵코드 926 161 708*23
구글지도 GPS 41.467401, 141.092744
교통 JR시모키타(下北)역에서 시모후로온
천향 버스 탑승, 1시간 11분 소요 1,190엔
홈페이지 www.shimohu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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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30

3

2일

야생 일본원숭이 공원 野猿公苑

와키노사와에 있는 원숭이 공원은 일본원숭
이를 비교적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도록 조성한 원숭
2

08:30

1

이 전용 우리다. 산에 있어서 원숭이들이 자연스럽게

4

드나들 수 있게 했다.
맵코드 594 892 870*53
구글지도 GPS 41.169063, 140.803672
영업시간 08:30~17:00 교통 JR오오미나토역에서 JR버스
무츠 와키노사와 행 탑승, 1시간 25분 소요. 종점에서 차로
5분 홈페이지 wakinosawa.com

3

오오마 곶 大間岬

1시간 10분

4

오오마(大間) 곶으로 향하는 해안
도로에서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를 경험할

무츠그랜드호텔 陸奥グランドホテル

18:00

호텔이 높은 지대에 있어서 전망식당에서는 무츠시 시내를 한눈에 조망하기 좋다. 저녁이 되

수 있다. 사시사철 바람이 매우 강하니 반

면 카마후세 전망대에서 야경을 감상해보자. 맵코드 284 462 473*45

드시 방풍복을 준비할 것!

구글지도 GPS 41.298819, 141.228513 교통 JR시모키타역에서 택시로 8분
맵코드 580 769 238*81
구글지도 GPS 41.546504, 140.912591

1시간

13:00

2

1시간 30분

호토케가우라 仏が浦

최북단의 절경인 호토케가우라는
배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렌터카를 이용한
다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두고 해안가로
20분가량 내리막코스 등반을 통해서도 다
다를 수 있다. 가볍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산길을 내려가다 보면 탁 트인 해안가에 기
암절벽들과 푸르른 바다가 기다리고 있다.
맵코드 847 817 105*62
구글지도 GPS 41.432650, 140.857964
교통 무츠(陸奥)시에서 차로 1시간 40분
홈페이지 simokita.org/sight/hot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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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4:00

3

3일

시리야자키 尻屋崎

일본의 본섬 최동북단에 위치한
곶. 넓은 초원과 바다, 새하얀 등대를 중심

3

으로 일본에서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
는 칸다치메(추운지역에서도 잘 살아남는
농업용 말. 멸종위기였다가 현재 30마리

2

40분

가량 생존)가 방목되어 있는 오픈 사파리
와 같은 곳이다. 해안선을 따라 달리다 보

1

1

10:30

면 도로 옆에 오소리가 지나다니며, 칸다

선 마모루 와이너리
サンマモルワイナリー

치메가 사람들과 어우러져 울타리 없는 초
원에 뛰어 다니는 잊지 못할 풍경과 추억
을 선사한다.

시모키타 지역에서는 춥고 서늘한 기
후를 이용해 와인을 제조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와인을 맛보
고, 넓은 포도밭도 구경하자.
4

1시간

맵코드 629 082 375*16
구글지도 GPS 41.188578, 141.058821
홈페이지 www.sunmamoru.com

40분

맵코드 868 640 295*65
구글지도 GPS 41.430528, 141.462070
개장시간 8:00~15:45 또는 07:00~16:45(계
절별 상이) 교통 무츠(陸奥)시에서 버스로 60분
홈페이지 simokita.org/sight/siriya

16:30

12:00

2

통나무집 레스토랑 미나미카와 ログレストラン 南川

1시간 40분

4

마카도 관광호텔 まかど観光ホテル

노헤지에 있는 온천시설로 전객실이 다다미방이고 큰 노천탕을 갖추고 있다.

오직 자연산 광어만을 사용해, 스타일리시한 요리법으로 재해석한 광어 스테이크와 회 요리를

맵코드 519 443 690*40 구글지도 GPS 40.876218, 141.063289
교통 아오이모리 철도 노헤지(野辺地)역에서 셔틀버스 이용

즐길 수 있다. 독채 로그하우스에서 자연을 느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맵코드 798 705 110*12 구글지도 GPS 41.221682, 141.382555
영업시간 10:00~21:00 교통 히가시도오리무라(東通村) 구청에서 차로 25분

4일
28 Aomori

아오모리 공항

대한항공
약 2시간 30분

인천공항

29

코스 3
오이라세+하치노헤

2박 3일 대중교통
사시사철 자연경관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한 오이라세와 아오모리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하치노헤에서 일본 현지의 삶을 체험해 보는 코스. 아오모리 시내와 토와다시
에서는 문화·예술을 즐기고, 예쁜 카페도 만날 수 있다.
해협 참치집 海峡の店マグロ屋

누이도식당 ぬいどう食堂

주인이 직접 잡은 오오마참치를 맛볼 수 있는

1,500엔 정도의 금액으로 밥그릇 위에 빼곡히

식당이다. 2,000엔 정도의 금액으로 일본 최고

올라간 싱싱한 성게알 덮밥을 먹을 수 있다. 가

의 참치덮밥 및 스시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성비 최고인 식당이지만, 미리 예약을 하지 않

맵코드 580 770 181*82
구글지도 GPS 41.546336, 140.913378
영업시간 09:00~17:00
교통 JR시모키타역에서 버스를 타고 ‘오오마’ 하차,
100분 소요. 자동차로 60분 소요
홈페이지 oma-wide.net

으면 재료 양에 따라 주문을 못할 수 있다.
맵코드 847 877 023*56
구글지도 GPS 41.327869, 140.812163
영업시간 09:00~15:00
교통 JR시모키타역에서 차로 1시간 30분
홈페이지 saikanko.sakura.ne.jp/gourmet/nuidohtml

Zoom in

우마고야반 美味小屋蛮

독특한 햄버그 정식을 먹을 수 있는 곳. 햄버그
를 반으로 가르는 순간 치즈가 후루룩 떨어지
는 모양을 빗댄 ‘아라~! 드롱’(어머나! 후룩)을
이름으로 붙인 알랑드롱 버거로 유명하다.
맵코드 284 394 224*23
구글지도 GPS 41.280094, 141.158717
영업시간 10:00~20:00
교통 JR오오미나토역에서 도보 3분
홈페이지 www.higashidoorihirame.com

30 Ao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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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1일
인천공항

아오모리시 青森市
아오모리시

2일
아오모리 공항

핫코다 로프웨이 탑승 & 트레킹
10분

아오모리역

스카유 온천

7분

30분

핫코다마루

츠타 온천

3분

에이팩토리
1분

3일

와랏세
7분

토와다시 현대미술관
50분

아스팜
7분

10분

호시노리조트
오이라세 계류 호텔

호타테고야(가리비집) 후루카와 시장
10분

오이라세 계류

4일

32 Aomori

아오모리공항

45분

하치노헤 시내
20분

호시노리조트
아오모리야

인천공항

33

15:10

약 2시간 30분

1일

인천공항
아오모리공항

아오모리공항
JR버스, 700엔
35분

2

아오모리역

에이팩토리 A factory

아오모리 사과를 테마로 한 특산

품이 먹음직스럽게 진열되어 있으며 시

JR버스는 12:30~14:00 사이 30분 간격 운행, 이후 14:45 운행(2019년 3월 기준)

드레(사과 스파클링 와인) 제조탱크를

1

구경하고 시음(유료)도 할 수 있다. 가벼

TIP

운 파스타 종류 식사도 가능하며 베이커
리, 아이스크림 숍도 있어서 입맛에 맞게

아오모리공항 또는 아오모리역,

2

3

히로사키역에서 셔틀버스를 무료
로 제공하는 온천호텔 숙박을 예

즐길 수 있다.

4

맵코드 99 583 289*87
구글지도 GPS 40.830460, 140.735188
영업시간 09:00~20:00
교통 아오모리역에서 도보 3분
홈페이지 www.jre-abc.com/wp/afactory/
index

5

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호시
노리조트 오이라세 계류, 호시노
리조트 아오모리야, 츠타 온천, 그
란멜 산카이소, 애플랜드 호텔, 이
와키소 아소베노모리, 록우드호
텔(국내선 이용 시 유용), 스카유
온천, 모리노 호텔, 핫코다 호텔)
등이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5-1

1분

있다.

7분

14:40

1

핫코다마루 八甲田丸

오래 전 홋카이도까지 운항되었던 페
리가 현재는 박물관으로 꾸며져 관광객을 맞고
있다.
맵코드 99 583 474*70
구글지도 GPS 40.831791, 140.736423
영업시간 09:00~18:00(동계 ~16:30)
교통 아오모리역에서 도보 7분
입장료 아오모리 시내 관광지 패스를 구입하면 저렴
하다. 핫코다마루+아스팜 1,100엔/ 핫코다마루+아
스팜+와랏세 1,300엔
홈페이지 aomori-hakkoudamaru.com

34 Aomori

15:40

3

와랏세 ワラッセ

아오모리 대표 여름 등축제인 네부
타 축제의 상설전시관이다. 시간대 별로 다
양한 축제체험 프로그램과 제작프로그램
을 즐길 수 있다.
맵코드 99 583 202*20
구글지도 GPS 40.829794, 140.735875
영업시간 뮤지엄 5~8월 09:00~19:00, 9~4월
09:00~18:00, 레스토랑 5~8월 11:00~20:00,
9~4월 11:00~19:00 기념품점 5~8월
09:00~19:30, 9~4월 09:00~18:302
입장료 600엔 교통 아오모리역에서 도보 1분
홈페이지 www.nebuta.jp/warasse/foreign/
kankoku.html

35

7분

4

아스팜 アスパム 16:20

아오모리시의 랜드마크. 1층에

는 특산품 매장이 있으며, 2층에는 외국

2일

누구나 부담 없이 산책할 수 있는 코스다. 겨울에는 정상에

맵코드 99 584 220*07
구글지도 GPS 40.829973, 140.740993
영업시간 09:00~18:00(매장에 따라 상이함)
교통 아오모리역에서 도보 15분 거리
홈페이지 www.kr-aomori.com/
shopping-001.html

서 눈앞에 펼쳐진 수빙들과 함께 스노슈 트레킹이나 약간
의 눈밭 체험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된다.
10분

호타테고야(가리비집) 帆立小屋

로 주문해 먹을 수 있다. 한 마리도 못 잡을 경우
서비스로 2마리가 주어진다.
맵코드 99 583 170*62
구글지도 GPS 40.829292, 140.735476
영업시간 10:00~22:00 교통 아오모리역에서 도보 1분
홈페이지 retty.me/area/PRE02/ARE159/
SUB15901/100000991501/?utm_y_pc_res_title

5-1

후루카와 시장 古川市場

아오모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

맵코드 99 055 307*21
구글지도 GPS 40.680944, 140.831811 교통 JR버스 이용 ‘핫코
다로프웨이’ 정류장 하차, www.jrbustohoku.co.jp/route(아오
모리 -> 핫코다 노선 선택) 탑승료 왕복 1,850엔
홈페이지 www.hakkoda-ropeway.jp

11:30

아오모리 특산물인 가리비를 정해진 시간(3분에 500엔) 안에
가리비는 회나 구이, 스시 등 본인이 원하는 요리

핫코다 로프웨이를 타면, 10분 만에 핫코다산 정상

한 계절에는 산 아래 30분 산책코스를 추천한다. 남녀노소

있는데, 입장은 유료(400엔)다.

직접 낚시해 먹을 수 있는 식당이다. 이렇게 잡은

09:10

풍, 겨울에는 수빙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겨울을 제외

망층에서는 아오모리 시내를 조망할 수

5

핫코다 로프웨이 탑승 八甲田ロープウェイ

에 다다른다. 봄에는 꽃, 여름에는 신록과 늪, 가을에는 단

인을 위한 인포메이션 라운지가 있다. 전

7분

1

2

스카유 온천 酸ヶ湯温泉

4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탕치온천이며 혼
탕으로 운영되고 있다(여성 전용탕 있음, 여성 가운
착용가능). 천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욕조
를 자랑하는 센닌부로가 명물이다. 치료목적으로 할
만큼 온천수의 효능이 뛰어나 숙박동과 탕치동(장기
치료목적)으로 운영이 된다.
맵코드 704 522 703*12 구글지도 GPS 40.653587,
140.851521영업시간 07:00~18:00(당일치기 온천)
교통 JR버스 이용 ‘스카유 온센’ 정류장 하차.
홈페이지 www.sukayu.jp

30분
30분

츠타 온천 蔦温泉

15:30

골라 먹을 수 있는 ‘놋케동(해산물 덮밥)’을 먹

3

을 수 있다.

한 온천료칸. 붐비는 대형 온천료칸 보다는 프라이빗

맵코드 99 553 712*80
구글지도 GPS 40.826108,
140.735951영업시간 07:00~16:00
교통 아오모리역에서 도보 5분
홈페이지 www.aptinet.jp/Detail_
display_00001891.html

한 공간을 선호하는 관광객에게 안성맞춤이다.

는 시장으로, 본인 취향에 맞는 해산물 재료를

36 Aomori

츠타누마(츠타늪)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시피

맵코드 704 354 263*43
구글지도 GPS 40.597056, 140.953056
교통 JR아오모리역, 하치노헤역, 시치노헤토와다역에서 셔
틀버스 이용(숙박객만 이용 가능). 겨울에는 당일치기 온천
만 이용 가능.

37

12:50

2-1

3일
1

하치노헤 八戸

아오모리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산업과 공업도시이

지만 시내는 활기를 띄는 번화가이기도 하다. 하치노헤 시내의 뒷
골목 식당이 즐비해 있는 곳에서 현지인들이 즐겨먹는 안주와 술

토와다시 현대미술관 10:40
十和田市現代美術館

을 먹고 마시며 그 지역의 정취를 느껴보자.

다양한 조형작품을 감상하기 쉽게 전시해
놓은 수준 높은 미술관. 만지고 느끼고 들여다보면서 미술작품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다. 아오모리 현
립미술관과 쌍벽을 이루며, 아오모리현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꼽힌다. 1층 미술관 카페도 인기다.
맵코드 215 115 315*46 구글지도 GPS 40.614353, 141.209085
영업시간 09:00~17:00(매주 월요일 휴관) 교통 츠타 온천에서 숙박했다면, 토와다 온천마을까지 무료 셔틀버스
이용 후 토와다온천마을 버스정류장에서 JR버스 탑승 후 ‘토와다시겐다이비쥬츠칸’ 정류장 하차 입장료 510엔 (기
획전 요금별도) 홈페이지 towadaartcenter.com

50분

2

호시노리조트 오이라세 계류 14:50
星野リゾート奥入瀬渓流

맵코드 84 022 696*50 구글지도 GPS 40.509560, 141.431141
교통 ‘칸쵸가이도오리(官庁街通)’ 정류장에서 토와다관광전철버스(十和
田観光電鉄バス)탑승 후 하치노헤역 하차
홈페이지 https://www.aptinet.jp/Detail_display_00000339.html

하치노헤 카페·맛집
델리카페 퍼치 Deli café Perch
향채커피 미나미 香彩珈琲みな実
포장마차촌 横丁
핫쇼쿠 센터 어시장 八食センター

40분

호시노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아오모리의 개성

18:40

3-1

넘치는 숲속 별장 콘셉트의 호텔이다. 국립공원

호시노리조트 아오모리야
星野リゾート青森屋

호시노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아오모리의 개성넘치는

에 위치해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며 오이라세 계

대형 온천 리조트다. 시부사와 공원이라는 대형 부지

류의 자연을 독차지하고 있다.

안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아오모리의 전통적인 체험

맵코드 612 853 757*05 구글지도 GPS 40.576819,
140.981862 교통 JR버스 탑승 후 ‘오이라세케류칸’
정류장 하차, 도보 3분

을 모두 경험해볼 수 있다. 노천탕 우키유는 매년 일
본 전국 온천수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수질로
유명하다.

10분

3

오이라세 계류 奥入瀬渓流

맵코드 84 583 033*87
구글지도 GPS 40.661995, 141.355452
교통 하치노헤역에서 무료 셔틀버스 이용 또는 아오이모리
철도(青い森鉄道)로 하치노헤역 탑승 후 미사와(三沢)역 하
차, 호텔 셔틀버스 이용

15:30

아오모리현의 가장 대표적인 트레킹 지역이다. 사시사철
신록과 잔설, 단풍, 눈밭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트레킹 시간은
최장 4시간 정도이며 본인 일정에 맞게 산책로를 고를 수 있다. 이
끼와 30여 개의 폭포, 계류 물살을 찾아내는 것이 포인트. 2017년
부터는 겨울에도 빙폭 감상과 스노슈 트레킹 등을 즐길 수 있다.
맵코드 612 671 057*83 구글지도 GPS 40.526397, 140.974435
교통 도보 또는 호텔에서 운영하는 계류 셔틀버스 이용(1시간에 1대)
홈페이지 www.aptinet.jp/Detail_display_000003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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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모리역

4일

아오모리공항

JR버스는 11:30~14:00까지 30분 간격 운행

아오모리 공항

대한항공
약 2시간 30분

인천공항
39

아오모리 철도 노선도

토와다시 카페 산책
토와다시에는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많이 즐비해 있다. 비교적 퀄리티 좋은
디저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시로이모리 白い森
거리의 자작나무를 바라보

밀크 글라스 등의 레토르트한 콜렉션들이 가득

면서 느긋한 티타임과 간단한 식사를 즐길 수

한 카페. 차도 맛있지만, 여러 소품들을 둘러보

있다. 케이크와 티세트가 800엔가량.

는 재미가 있다.

맵코드 215 116 030*25
구글지도 GPS 40.617038, 141.213621
영업시간 10:00~19:30
교통 토와다시 현대미술관에서 도보로 6분

맵코드 215 116 041*33
구글지도 GPS 40.611766, 141.216300
영업시간 11:00~18:00(월화 휴무)
교통 토와다시 현대미술관에서 차로 5분

오르타 Orta

미루마운틴 ミルマウンテン

나미키 수제 젤라또 NAMIKI

토와다 시내에 있는

직접 키운 젖소에서 얻어낸 신선한 우유로 만

팜 카페. 농장에서 기른 신선한 채소들로 요리

들어낸 소프트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카페.

한 건강한 브런치를 맛볼 수 있다.

맵코드 215 440 616*58
구글지도 GPS 40.709579, 141.167864
맵코드 215 116 302*85
영업시간 10:00~17:00 교통 토와다시내에서 차로
구글지도 GPS 40.614210, 141.213773
20분 홈페이지 www.namiki-gelato.com
영업시간 12:00~16:00/18:00~22:00
교통 토와다관광전철버스로 ‘토와다시츄오’ 하차 도보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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