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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닷치 んだッチ
아키타 사투리를 좋아하는 나마하게 모양을 한 로봇이다. 가까운 

미래에서 아키타를 PR하기 위해 찾아왔다. 밝은 성격으로 
사람들과 악수와 포옹을 하며 교류하고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아키타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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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일러스트 김영언

인쇄 · 제본 ㈜프린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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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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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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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타는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현 아래, 이와테현 왼편에 위치해 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숨겨진 비탕으로 불리는 온천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에는 이병헌·김태희 주연의 드라

마 ‘아이리스’ 촬영지로 알려졌다. 쌀이 맛있는 지역이다 보니, 쌀을 뭉쳐 꼬치에 끼워 구운 요리인 

‘키리탄포’나 아키타의 맑은 물로 빚은 사케가  유명하다. 

초봄까지는 겨울에 내린 눈이 남아있어 

벚꽃과 스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봄이 

되면 ‘카쿠노다테’로 가보자. 천연기념물

로 지정되어 있는 수양 벚나무가 흐드러

지게 피어 무사거리의 정취를 진하게 느

낄 수 있다. 인근 ‘히노키나이제방’에도 벚

꽃이 만발한데, 일본의 벚꽃 명소 100선

에 꼽힐 정도다.

4월까지는 쌀쌀하며 5월이 되어야 비

로소 얇은 긴팔 티 하나만 입어도 될 

정도의 기온이 된다. 

빨강, 노랑, 오렌지, 침엽수의 녹색이 조

화를 이루며 숲과 삼림이 울창한 아키타

의 가을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작은 교

토라 불리는 ‘카쿠노다테’는 벚꽃 시즌 뿐 

아니라 가을에도 그림 같은 풍경으로 사

랑받고 있다. ‘오야스쿄 계곡’, ‘센슈 공원’, 

‘다키카에리 계곡’ 등도 가을에 방문하기 

좋은 명소들이다.

아침·저녁과 한낮의 기온차가 커지기 

시작하며 11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

해 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가는 날도 있다. 

여름은 칸토 축제로 뜨겁다. 8월 초 아

키타 시내가 칸토 일색으로 열기를 띄

며 도시 전체가 들썩인다. 축제에서는 대

나무 봉에 벼 이삭 모양을 한 제등을 여

러 개 달아 벼를 표현하는데, 그 봉을 어

깨나 이마, 손바닥 허리 등에 올려놓으며 

기예를 보인다. 일본 3대 불꽃놀이 중 하

나인 오오마가리의 불꽃축제 역시 빼놓

을 수 없는 아키타 볼거리로, 이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평균기온이 30도를 밑돌지만 고온다습

한 편이며 가끔씩 열대야가 되기도 한다.

1월은 눈이 많이 내려 설국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눈에 뒤덮인 경관을 감상

할 수 있다. 요코테 지역에서는 2월이면 

눈축제가 열려 아키타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관광을 즐길 수 있다. 이글루와 비슷

한 카마쿠라를 만들어 손님을 맞이하고 

촛불과 미니 카마쿠라로 로맨틱한 분위기

를 만든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데, 거의 3

월까지 눈이 내린다. 연안보다는 내륙 

쪽으로 갈수록 강설량이 높아지고 계절풍

이 세게 불어 강풍이 부는 날도 있다. 

또 ‘아키타 미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인이 많은 지역으로도 알려졌다.

아키타에는 볼거리가 다양하다. ‘아이리스’에 등장하기도 했던 슬픈 전설을 가진 금색 동상이 

있는 ‘타자와 호수’와 눈물 흘리는 마리아상이 있어 성지순례하는 신도들에게도 인지도 높은 

‘세타이봉사회’ , 7곳의 온천 숙소가 모여 마을을 이룬 ‘뉴토 온천마을’까지 다양한 주제의 여

행지가 있다.

봄 겨울가을여름

아키타의 사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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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한국          아키타현

현재 국내에서 아키타로 가는 직항 항공편은 없는 

상황. 여러 도시를 경유할 수 있는데, 하네다공항

(도쿄)을 경유해 국내선을 타고 아키타공항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때, 일본항공(JAL)

의 ‘재팬 익스플로러 패스’를 사용하면 국내선을 

5,400엔에 이용할 수 있다. 

재팬 익스플로러 패스 

재팬 익스플로러 패스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저

렴한 요금제로, 일본항공이 취항하는 일본 내 30개 

이상의 도시를 비행기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가격은 지역에 따라 5,400~10,800엔이며, 토호

쿠 지방 출·도착 노선은 모두 5,400엔으로 이용 가

능하다.

열차

JR토호쿠·미나미홋카이도 레일패스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플렉시블 5일(일본 도착 후 발행한 날부

터 14일 이내의 5일을 선택)

탑승가능열차 JR홋카이도선(홋카이도남부), JR

동일본선(토호쿠지역), 아오이모리 철도 전 노선, 

IGR 이와테 은하철도 전 노선, 센다이공항 철도 전 

노선 

가격 일본 구입 20,000엔, 국내 구입 19,000엔 

판매처 국내 주요 여행사나 삿포로역, 신치토세공

항역, 하코다테역, 신하코다테 호쿠토역, 노보리베

츠역, 아오모리역, 하치노헤역, 아키타역, 모리오카

역, 센다이공항역, 센다이역

홈페이지 www.jreasthokkaido.com/

tohokuhokkaido/kr

JR동일본패스 토호쿠 지역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플렉시블 5일간(패스 발행일로부터 14

일 이내의 임의 5일간)

탑승가능열차 JR동일본 전 노선, 이즈 급행 전 노

선, 아오이모리 철도 전 노선, IGR 이와테 은하철

도 전 노선, 도쿄 모노레일 전 노선, 센다이공항 철

도선 전 노선 등

가격 일본 판매 20,000엔, 국내 판매 19,000엔

판매처 국내 주요 여행사, 인터넷 사이트 및 일본 

아오모리역, 하치노헤역, 아키타역, 모리오카역, 

센다이공항 외

홈페이지 www.jreast.co.jp/kr/eastpass_t

JR고노선 프리패스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연속되는 이틀

탑승가능열차 보통·쾌속 열차의 보통차 자유석(좌

석 지정차는 지정티켓 따로 필요)

패스구간 아키타~히가시노시로~후카우라~센죠

지키~고쇼가와라~카와베~신아오모리~아오모리

가격 어른 3,810엔

비고 특급열차 탑승 시 특급티켓 필요, 리조트시라

카미 탑승 시에는 지정티켓 필요

판매처 패스구간 내 창구 및 아키타 지역 내의 미

도리노마도구치 또는 뷰프라자 및 주요 여행사

아키타내륙종관철도 위클리 프리 티켓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평일 1일(주말 사용 불가)

탑승가능열차 보통·급행열차

패스구간 아키타내륙종관철도전선. 카쿠노다테~

마츠다~아니마타기~아니아이~타카노스

가격 어른 2,500엔

판매처 타카노스, 아이카와, 요나이자와, 아니마에

다, 아니아이, 카쿠노다테 각 역

아키타내륙종관철도 홀리데이 티켓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주말·공휴일 중 1일

탑승가능열차 

홀리데이 프리 전선 아키타내륙선전선(급행 승차가능)

홀리데이 프리 A 타카노스 ~ 아니아이 ~ 아니마타

기 ~ 마츠바(급행 탑승 시에는 급행티켓 필요)

홀리데이 프리 B 카쿠노다테 ~ 마츠바 ~ 아니마타

기 ~ 아니아이(급행 탑승 시에는 급행티켓 필요)

가격 홀리데이 프리 전선 어른 2,000엔, 홀리데이 

프리 A·B 어른 1,000엔

판매처 타카노스, 아이카와, 요나이자와, 아니마에

다, 아니아이, 카쿠노다테 각 역

유리고원철도 쵸카이산로쿠선 라쿠라쿠유

유승차권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주말·공휴일 중 1일 또는 

특정 기간(4월 28일 ~ 5월 6일, 8월 11일 ~ 8월 

18일, 12월 29일 ~ 1월 3일) 중 매일

패스구간 우고혼죠 ~ 야시마 가격 어른 1,100엔

판매처 우고혼죠, 마에고, 야시마 각 역

버스

아키타 시내 버스 1일 프리패스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1일

탑승가능버스 아키타츄오교통버스 아키타시내 노

선(구루루, 리무진버스 제외)

가격 어른 1,000엔

판매처 아키타역 앞, 아키타역 동쪽 출구, 나가사

키야, 아라야 각 버스 안내소 등

아키타시 중심시가지 순환버스 구루루

운행기간 연중

패스구간 아키타역 ~ 센슈 공원 입구 ~ 네부리나

가시관 앞 ~ 칸토오오도오리 ~ 호쿠토은행 앞 ~ 

미나미오오도오리 ~ 나카도오리로쿠쵸메 ~ 시민

시장 앞 ~ 카이모노광장 ~ 아키타역

슈호쿠버스 오오다테 시내 1일 프리패스 승

차권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1일

패스구간 슈호쿠버스의 오오다테 시내

가격 어른 880엔

판매처 슈호쿠버스 오오다테역 앞 스테이션, 이토

쿠 쇼핑센터 슈호쿠관광안내소

오오다테 순환버스 하치코호 1일 패스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1일

패스구간 오오다테 시내 순환버스 ‘하치코호’ 전 구간

가격 어른 400엔

판매처 버스 안

렌터카 

토호쿠 고속도로 패스

렌터카 이용 시 2~14일 간 지정 구간을 마음껏 이

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 정액 패스로, ETC사용 차량

에 한해 이용가능하다. 외국인 한정.

가격 2일 4,000엔 ~ 14일 12,000엔

홈페이지 www.driveplaza.com/trip/drawari/

tep2015/k.html 

아키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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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 즐길 거리 가득한 오가반도는 

아키타 시에도 가까우나 대중교통 이용이 

살짝 아쉽다. 렌터카나 오가반도 

합승택시인 나마하게 셔틀을 이용해 

느긋하게 돌아볼 수 있는 코스다.  

 3박 4일   대중교통 + 렌터카

1일

2일

3일

4일

한국  아키타현

아키타시  오가반도 

오가반도  아키타시 

아키타현  한국

오가종합관광안내소

나마하게관

오가수족관 GAO

아키타시민예능전승관

뉴도자키

센슈 공원

세리온

신잔전승관

아키타현립미술관 

 30분

 20분

 9분

 15분

 8분

 30분

 1분

칸푸산

나마하게 셔틀(오가반도 합승택시) 

대중교통이 불편한 오가 지역 내에서 사전 예약으로 버스처럼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다. 

(홈페이지에서 시간표와 탑승 장소를 선택) 

홈페이지 oganavi.com/namahage_shuttle/en(영어)

코스 1
오가반도+아키타시

     
Zoom in 1

Zoom in 2 

 25분



아키타 바닥 지도오가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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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 in 1   

오가반도 男鹿半島
 Zoom in 2   

아키타시 秋田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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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하네다공항  아키타공항

하네다공항과  아키타공항 간 국내선 일본항공(JAL) 1일 4편, ANA 1일 5편

아키타공항  아키타역 

도쿄역  아키타역

 

아키타역  오가역 

아키타시  오가반도

한국  아키타현

아키타시 오가반도 

약 2시간 

리무진 버스

35분, 930엔

신칸센 아키타코마치

약 3시간 50분, 17,460엔

JR오가선 

약 1시간 10분 , 760엔

렌터카로 40km

약 1시간

약 1시간 10분 

오가종합관광안내소 男鹿総合観光案内所 
오가반도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15m에 달하

는 거대한 나마하게상이 설치되어 있어 그 자체로도 볼

거리다. 오가의 이벤트 정보와 관광시설에 관련된 자

료를 볼 수 있으며 커피 소프트크림으로 유명한 아메야 

커피가 입점돼 있다.  

맵코드 610 897 801*28

구글지도 GPS 39.892472, 139.956449

운영시간 09:00 ~ 18:00(연중무휴)

교통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40분 소요   

1

2

3

나마하게(なまはげ)란?

신의 사자라고 불리는 나마하게는 도깨비와 비슷한 무서운 얼굴을 탈을 쓰고 짚으로 만

든 의상을 입고있다. 매년 오가 지역에서는 12월 31일에 액운을 물리치고 풍작, 풍어를 

빌어주기 위해 나마하게가 각 집을 방문하는 민속 행사가 열린다.

나마하게관 なまはげ館
오가시 각 지역에서 실제로 사용

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나마하게가 전

시돼 있으며 나마하게 의상과 소품을 입

어보기 체험도 가능하다.

맵코드 351 332 162*12

구글지도 GPS 39.929382, 139.767269

관람시간 08:30 ~ 17:00(연중무휴)

입장료 어른 500엔, 초중고 250엔

교통 오가종합관광안내소에서 차로 35분 소요

신잔전승관 真山伝承館
나마하게를 알아보고 체험하는 곳으로 나마

하게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한 번에 둘러보기 좋

다. 이 지역 주민이 아니면 접해보기 어려운 섣달 그

믐날의 나마하게 행사를 재연해 관광객들이 참관할 

수 있는 시설이다.

맵코드 351 302 882*70

구글지도 GPS 39.928792, 139.766786

관람기간 4월 ~ 11월(09:00 · 09:30 · 10:00 · 10:30 · 

11:00 · 11:30 13:30 · 14:00 · 14:30 · 15:00 · 15:30 · 

16:00 · 16:30)/ 12월 ~ 3월 사이의 주말 공휴일 및 12월 

31일(09:30 · 10:30 · 11:30 · 13:30 · 14:30 · 15:30)

※1월 1 · 2일(9:00 · 9:30 · 10:00 · 10:30 · 11:00 · 11:30 

· 13:30 · 14:00 · 14:30 · 15:00 · 15:30 · 16:00)

입장료 신잔전승관·나마하게관 공통입장권 800엔(4월~11

월)/ 1,000엔(12월~3월) 관람소요시간 각각 약 30분

홈페이지 www.namahage.co.jp/namahagekan/korean/

namahage.php

11:00

12:00

 30분

10:00

 1분

13

5

6
4

2

1일

2일



니니기 里山のカフェににぎ  

민가를 개조해 카페와 민박집으로 운영하는 

카페. 논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조용하고 농가

적인 느낌이 물씬 풍긴다.

맵코드 351 394 362*13

구글지도 GPS 39.948054, 139.781258

영업시간 11:30 ~ 16:00 (매주 수목 휴무)

교통 오가수족관 GAO에서 차로 15분

홈페이지 ninigi-cafe.com

커피 공방 카논 こおひい工房珈音  

아는 사람들만 찾아올 수 있는, 농촌 마을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매력적인 카페. 원두를 로스

팅하는 향을 맡으며 커피를 즐길 수 있다.

맵코드 351 463 592*10

구글지도 GPS 39.966603, 139.861335

영업시간 11:00 ~ 17:00(매주 월·화 휴무)

교통 오가수족관 GAO에서 차로 30분

홈페이지 tabelog.com/akita/A0503/

A050303/500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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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오가수족관 GAO

북극곰 고타와 펭귄, 바다표범 외에도 다양한 종류

의 바다 생물을 만날 수 있는 아키타현 유일의 수족관이다. 

맵코드 873 369 688*62

구글지도 GPS 39.942249, 139.704872

영업시간 09:00 ~ 17:00(시기별 변동 가능, 사전 확인 필요)

입장료 고등학생 이상 1,100엔, 초·중학생 400엔

교통 아키타시에서 차로 65분 또는 오가역에서 택시로 30분

홈페이지 www.gao-aqua.jp

칸푸산 寒風山

칸푸산 정상에는 경치를 360도 조

망할 수 있는 회전 전망대가 있다. 산 전체가 

잔디로 뒤덮여 있고 바람이 좋아 패러글라

딩의 메카로도 사랑받는다. 

맵코드 351 345 643*01

구글지도 GPS 39.934439, 139.875438

영업시간 회전전망대 08:30 ~ 17:00(3월 중순 ~ 

12월 초), 12월 중순~3월 초순 휴관

입장료 어른 540엔, 초·중·고 270엔

홈페이지 kagoya.akita-chuoukotsu.co.jp/

kanpuzan

오가 지역의 온천

오가 지역 온천 료칸에서는 이 지역 명물 요리인 이시야키를 제공

한다. 이시야키는 뜨겁게 달군 돌덩이를 생선과 채소가 담긴 전골

냄비에 넣어 끓여 낸 요리. 온천탕이나 로비 곳곳에서 나마하게와 

관련된 소품을 볼 수 있고 온천거리에 있는 극장에서 시기에 따라 

나마하게 대북 라이브도 관람이 가능하다.

나마하게 대북 라이브  나마하게의 복장을 한 연주자들이 무대 위에서 대북을 연주하

는 퍼포먼스로 흥겨운 북의 리듬과 독특한 복장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공연을 볼 수 있

다. 공연기간 4월 하순 ~ 11월 말(20:30부터 약 30·40분 정도)

입장료 중학생 이상 540엔, 초등학생 250엔(매주 토요일 오가온천향 숙박자는 무료)  

장소 오가온천교류회관 고후(五風)  홈페이지 e-ogaonsen.com/taiko

뉴도자키 入道崎 
넓게 펼쳐진 파란 잔디

와 깎아지는 듯한 절벽, 바다, 얼

룩말 무늬의 등대가 절묘하게 잘 

어울리는 곳. 바다 바람을 맞으

며 산책하기 좋다. 

맵코드 873 609 583*66

구글지도 GPS 40.006772, 

139.701176

홈페이지 oganavi.com/spot/4

5

13:00

15:30

16:30

 20분

 15분

 30분

미노코 美野幸  

오가 지역의 향토요리인 이시야키로 유명하다. 

맵코드 351 394 362*13 구글지도 GPS 39.948054, 139.781258

영업시간 11:00 ~ 17:00 교통 오가수족관 GAO에서 차로 15분 

홈페이지 oganavi.com/gourmet/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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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반도  아키타시
아키타시민예능전승관 

秋田市民芸能伝承館
‘네부리나가시관’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이곳

은 칸토를 비롯해 향토 민속행사와 예능의 보존 

전승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1층 전시홀은 아

키타의 대표적인 축제, 칸토 체험이 가능하다. 

축제 의상을 입고 다양한 사이즈의 칸토를 손

으로 들어보거나 등에 올려볼 수 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주말·공휴일 오후 1시 30분에서 2

시 10분까지 칸토 시연이 펼쳐진다.

맵코드 88 209 074*76

구글지도 GPS 39.720641, 140.117104

관람시간 09:30 ~ 16:30(12월 29일 ~ 

1월 3일 휴무) 관람료 100엔

교통 츄오교통버스 ‘토오리마치’ 정류소 

하차 후 도보 1분, 아키타역에서 도보 15분

홈페이지 www.city.akita.lg.jp/kanko/

kanrenshisetsu/1003644

2

아키타현립미술관 

秋田県立美術館
유명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건물로, 후

지타 츠구하루와 유럽 회화 작품을 상설 전시

하고 있다.

맵코드 88 179 689*45

구글지도 GPS 39.717604, 140.121538

관람시간 10:00~18:00(연중무휴,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해 비정기적 휴관) 입장료 어른 310엔 

교통 아키타역에서 도보 10분  홈페이지 www.akita-

museum-of-art.jp (한국어 선택 가능)

1

3

4

센슈 공원 千秋公園
옛 아키타번을 다스리던 사타케 가

문의 쿠보타성이 있던 성터로 벚꽃과 철쭉

의 명소다. 아키타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 

해 있어 조경을 벗삼아 조용하게 산책하기

에 좋은 곳이다.

맵코드 303 780 151*55

구글지도 GPS 39.722207, 140.123742

교통 아키타역에서 도보 10분

홈페이지 www.city.akita.lg.jp/kurashi/doro-

koen/1003685/1007159

세리온 セリオン
100m 높이의 무료 전망 시설을 즐길 수 있는 타워. 

맵코드 88 292 862*21  구글지도 GPS 39.752751, 140.061090 전망대 개방시간 09:00~21:00 

홈페이지 www.selion-akita.com 교통 아키타역에서 버스로 25분

 9분

 8분

11:00

13:00

15:00

17:00

1

2

3

4

25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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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마 Manma

아키타 지역에서 만들어 공장에서 바로 직송

한 크래프트 맥주 ‘타자와코’와 맛깔 나는 안

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맥주바다. 향토음식인 

훈제 단무지 ‘이부리갓코’에 크림치즈를 얹어 

먹는 안주가 인기.

맵코드 303 750 629*35

구글지도 GPS 39.717155, 140.129206

영업시간 11:00 ~ 22:00(연중무휴)

교통 아키타역 빌딩 토피코 3층

스타벅스 아키타역점

여느 스타벅스와 달리 아키타를 상징하는 삼

나무로 외관을 꾸며 아키타다움을 표현했다. 

맵코드 303 750 629*35

구글지도 GPS 39.716808, 140.129220

영업시간 07:00 ~ 22:00

교통 아키타역 서쪽 출구에서 도보 2분

08커피 08コーヒー 

주택가 호젓한 곳에 위치한 정갈함이 인상적

인 카페. 카페에서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맛 

볼 수 있으며 원두 구입도 가능하다.

맵코드 88 176 740*08

구글지도 GPS 39.718032, 140.093879

영업시간 평일 10:00~ 22:00, 주말·공휴일 08:00 

~ 18:00(수요일 휴무) 교통 아키타역 니시구치 정류

장에서 츄오교통 140현청중앙교통선, 120테라우치 

경유 츠치자키선 등 탑승 후 ‘현립체육관앞’ 정류장 

하차(약 10분 소요). 맞은 편 현립도서관 뒤 골목까

지 도보 이동. 홈페이지 08coffee.jp

니코 nico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팬케이크와 디저트

류를 맛 볼 수 있는 카페. 여행 중 떨어진 당을 

충전하기 좋은 카페다.

맵코드 88 177 499*06

구글지도 GPS 39.715676, 140.101907

영업시간 08:30 ~ 18:00(일요일 휴무) 교통 아키타

역 니시구치 정류장에서 아라야니

시 선 탑승 후 ‘시쵸손카이칸

마에’  정류장에서 하차(약 

10분 소요), 도보 2분

홈페이지 www.

facebook.com/nico.

cafe.sanno

스프 홀릭 スープホリック  

고르는 재미가 있는 다양한 빵과 스프의 조합이 맛과 양 모두를 만족시켜 주는 스프 전문점

맵코드 303 750 314*11구글지도 GPS 39.714144, 140.125745 영업시간 평일·토요일 07:30 ~ 19:30, 일

요일 09:00 ~ 18:00(수요일 휴무) 교통 아키타역에서 도보 11분 홈페이지 www.soupholic.com

카메노쵸 스토어 KAMENOCHO STORE 

갓 구운 빵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한 카페. 스

타일리시하고 세련된 분위기이다.

맵코드 88 179 046*16 구글지도 GPS 

39.711804, 140.118310 영업시간 월요일 08:00 

~ 17:00, 수~일요일 08:00 ~ 23:00(화요일 휴무) 

교통 아키타역 니시구치 정류장에서 아라야선 또는 

바라지마선 또는 카와지리와리야마선으로 이동 후  

‘오마치고쵸메’  정류장 하차, 도보 5분 

홈페이지 www.facebook.com/kamenochostore

아키타 시내  아키타공항

시간표 www.akita-chuoukotsu.co.jp/rimzin.html

요금 어른 930엔

소요시간 아키타역 -> 아키타공항 약 40분

아키타공항  하네다공항 

1일 ANA 5편, JAL 4편 운항

 

아키타현  한국
시야쿠쇼(시청) 정류장, 

아키타역 니시구치 정류장 등 탑승 

1시간 10분

마츠시타사료 松下茶寮

요정으로 사용됐던 건물이 리노베이션을 거쳐 

복합시설로 탄생했다. 큰 창 넘어 보이는 풍경

이 아름답다.

맵코드 303 780 126*47 구글지도 GPS 

39.721005, 140.123630 영업시간 화~금요일 

09:00~18:00, 주말·공휴일 07:00~18:00(월요일 

휴무) 교통 아키타역에서 도보 13분

홈페이지 tabelog.com/akita/A0501/

A050101/5007667

아키타 카와바타 이사리야사카바
秋田川反漁屋酒場 

유명한 아키타 술(사케)과 잘 어울리는 아키타 향토요리를 

즐길 수 있는 이자카야. 아키타 나마하게가 등장해 사진도 

찍어주고 술자리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줘서 인기다.

맵코드 88 179 428*40 구글지도 GPS 39.715255, 140.115740

영업시간 17:00 ~ 24:00(연중무휴) 교통 아키타역 서쪽 출구에서 

도보 18분 홈페이지 marutomisuisan.jpn.com/isariya-akita

4일



20 Akita 21 

인천공항  아오모리공항

아오모리공항  인천공항

하치만타이 오오누마 산책로

고쇼가케 자연 연구로 

산속 벌꿀가게

뉴토 온천마을 

토와다 호수 

후케노유 온천 · 고쇼가케 온천

서양풍식당 카에데

오오유 휴게소

 1시간 20분

 40분

 1시간 50분

 15분

 40분

 25분

 2분

 1시간 10분

 5분

타자와 호수 타츠코상

타자와 호수 온천마을

아오모리공항을 이용해 아키타 북

부를 돌아보는 코스다. 오오유 온천

을 거쳐 금빛 동상으로 유명한 타자

와 호수 인근을 비롯해, 아키타현에

서 가장 유명한 온천마을인 뉴토온

천향을 돌아볼 수 있다.

 2박 3일  렌터카

1일 2일

3일
     

Zoom in 

코스 2
카즈노 + 타자와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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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아오모리공항
대한항공

오오유 휴게소  湯の駅おおゆ
수제버거와 지역의 신선하고 아기자기

한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독특한 휴게소다. 무

료로 족욕도 가능해 장시간 비행으로 지친 몸을 

달래고, 가볍게 점심 한 끼 하기 좋은 곳이다.

맵코드 297 774 221*03 

구글지도 GPS 40.295454, 140.825484

영업시간 09:00~18:00(가게마다 다름) 교통 아오모

리 IC에서 1시간 소요, 토와다 IC로 진출 JR오오다테

(大館)역에서 1시간 탑승후 카즈노하나와(鹿角花輪)

역 하차 홈페이지 yunoeki-oyu.jp

후케노유 온천 · 고쇼가케 온천 蒸ノ湯温泉 · 後生掛温泉
하치만타이 국립공원에 위치한 후케노유에서 일본 전통 료

칸 그대로를 만날 수 있다.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 잡고 있

으며 호텔 주변 온천지옥계곡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기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호텔 주변 자체가 지옥계곡 체험이라 할 만큼 하치만타

이의 풍경과 원천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온천이다. 산에서 채취한 

나물로 차려진 건강식 밥상에서도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다. 

맵코드 657 160 455*67/ 657 186 283*03  구글지도 GPS 39.982530, 

140.800280/ 39.972282, 140.800187

토와다 호수  十和田湖 

아키타현과 아오모리현에 걸친 대형 칼

데라 호수. 핫카토오게 전망대에 오르면 이곳을 

조망할 수 있다. 전망대에서 토와다 호수를 감

상하고, 토와다 신사와 소녀상을 둘러본 후 호

숫가를 거니는 여유를 만끽해보자. 

맵코드 612 332 553*68 

구글지도 GPS 40.433364, 140.892234

교통 아오모리역에서 JR버스 이용(동계 운휴)

홈페이지 towadako.or.jp

1

3

2

1일
14:20

18:00

15:30

 

왜�사냐건�웃지요. 나를

 Zoom in   

타자와 호수 田沢湖

 40분

 1시간 50분

약 2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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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3

4

1

5

1

2

10:00 

12:30 

14:00

하치만타이 오오누마 산책로 · 고쇼가케 자연 연구로  

八幡平大沼遊歩道・後生掛自然研究路

후케노유에서 20분 거리에 오오누마 산책로와 고쇼가케 자연 연

구로가 있다. 진흙원천이 눈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기한 간헐온

천을 경험해 볼 수 있으며, 여러 다양한 온천을 구경하면서 가벼

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맵코드 657 186 283*03  구글지도 GPS 39.972164, 140.800693

교통 토호쿠 자동차도 카즈노 하치만타이 IC에서 차로 약 40분

홈페이지 www.akitafan.com/archive/tourism/829

서양풍식당  카에데  欧風食堂Kaede
햄을 직접 숙성시켜 제조하는 레스토랑. 

점심 메인 메뉴와 함께 간단한 와인 및 샐러드 

뷔페가 제공되어 지역에서 인기다.

맵코드 280 836 199*57

구글지도 GPS 39.729659, 140.718515

영업시간 11:30~21:00 

홈페이지 www.tazawako.co.jp

산속 벌꿀가게  山のはちみつ屋
이 지역 벌꿀 농가가 직접 재배한 양질의 벌꿀을 재료로 잼, 화장품, 

식초음료 등 다양한 벌꿀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슈크림빵과 소프트아이

스크림도 판매하고 있으며, 연결된 건물에서는 가벼운 점심식사도 가능

하다. 소프트아이스크림 구매 후 주사위를 돌려 숫자 ‘8’(하치=벌)이 나

오면 서비스로 벌꿀 모양 초콜릿 장식을 받을 수 있다.

맵코드 280 866 425*16  구글지도 GPS 39.740397, 140.714105

영업시간 9:00~17:30(동계 17시까지) 교통 타자와코역에서 북쪽으로 5km 

홈페이지 www.bee-skep.com, www.kyoeipalace.com

3

15:00

뉴토온천마을 츠루노유 乳頭温泉郷 鶴の湯
타자와 호수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온천

마을. 일본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수질이 우수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이곳 료칸에 머물며 온천을 즐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거나 숙박할 수 없다면 

잠시 들러 온천만 이용할 수도 있다. 당일치기 온천으로는 츠

루노유(학탕)를 추천한다. 유황성분이 함유된 우윳빛 수질 덕

분에 물빛이 탁해 대욕탕은 혼탕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여

성전용탕도 있으니 편하게 이용하자.

맵코드 435 452 140*88 구글지도 GPS 39.805380, 140.779706

교통 타자와코역에서 노선버스(뉴토온천마을 행) 탑승 후 ‘알파코마쿠

사’ 정류장에서 무료셔틀버스 이용 이용요금 온천 600엔(어른기준) 홈

페이지 www.tsurunoyu.com

4

 2분

2일

 1시간 10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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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신테이 료칸  아오모리공항

아오모리공항  인천공항 

아키타시  한국

3시간

 대한항공

5

6

16:00 

18:00 
타자와 호수 온천 카신테이 시라하마 たざわの湯花心亭しらはま 
타자와 호수 주변에 위치한 일본 전통 료칸으로 객실에서 타자와 호수를 전망할 수 있는 곳. 

전통 료칸답게 체크인을 하면, 방안으로 나카이(료칸 스탭)가 찾아와 웰컴 말차와 과자 등을 서빙 한

후 친절하게 시설을 설명해 준다. 객실과 분리된 객실 전용 다이닝룸이 있어서 고급스러우며, 전용탕

(가족탕)도 별도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맵코드 280 834 665*14  구글지도 GPS 39.734290, 140.698144

교통  타자와코역에서 버스로 12분 공원입구 하차, 택시로 10분/ 아키타공항을 이용시에는 에어포트라이너(합승

택시) 이용이 편리.

3일

센다이공항  인천공항

센다이공항으로 들어가 

렌터카로 요코테와 유자

와를 돌아보는 코스다. 

요코테에서는 온천과 자

연경관을 즐기고, 유자와

에서는 중요전통적 건조

물군 보존지구인 마스다 

클래식 로드를 걸어서 돌

아볼 수 있다.

 2박 3일  렌터카

1일

2일

인천공항  센다이공항

마스다 클래식 로드

오야스쿄 온천마을 도착

 2시간 30분 

 1시간 10분

다키가에리 계곡

카미하타 온천 사와라비

코스 3
요코테+ 유자와

타자와호 타츠코상 田沢湖辰子像
일본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담수호인 

타자와 호수. 이 호수에서 드라마 ‘아이리스’로 

유명해진 금빛 동상 타츠코상을 볼 수 있다.

맵코드 280 766 315*11  

구글지도 GPS 39.714344, 140.634225

교통 타자와코역에서 하차

홈페이지 www.tazawako.org

타츠코는 평생 늙지 않으려면 타자와 호수의 물을 마시라는 관음의 말을 듣고 호수의 물을 마신 뒤, 

용으로 변한다. 용이 된 타츠코는, 마찬가지로 사람에서 용이 된 하치로와 부부의 연을 맺고 호수를 

지키게 됐는데, 이 덕분에 타자와 호수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고 한다.

타츠코 전설

     
Zoom in 

3일

 약 2시간 30분

 
 1시간 30분

 40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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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다 클래식로드

인천공항  센다이공항

센다이공항  오야스쿄 온천마을 

아시아나항공

2시간 30분

항공

오야스쿄 온천마을 小安峡温泉卿 
오야스쿄 계곡을 둘러싸고 있는 온천마을. 오야스쿄 계곡은 미나세 강 상류에 위치한 약 8㎞에 

달하는 협곡으로, 가을 단풍 명소로 유명하다. 작은 폭포들이 흘러내리고 있고 절벽 바위틈 사이로 98

도에 달하는 온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대분화탕(大噴湯, 지옥가마)이 장관이며, 계곡물은 에메랄

드빛을 띠고 있다. 온천마을 내 료칸에 머물면서 여유롭게 온천을 즐기며 협곡도 산책해 보자.

맵코드 656 005 391*52  구글지도 GPS 39.006188, 140.664669 영업시간 9:00~17:00(계절별 상이) 교통 유

자와 요코테 자동차도로 유자와 IC에서 국도 398호 경유 약 40분 홈페이지 akitayuzawa.jp/midokoro0321.html

1
15:00

렌터카

모토유쿠라브  元湯クラブ 

오야스쿄 협곡까지 접근성도 좋고 세련되고 멋스

러운 료칸. 이 지역 재료를 사용한  정갈하고 푸짐

한 식사를 즐길 수 있어 더욱 인기다.  

홈페이지  www.motoyukurabu.jp

타로베에 료칸  旅館多郎兵衛 

비교적 많은 객실 수를 보유하고 있는 료칸. 일본 

전통적 분위기인 객실과 아키타 삼나무로 꾸며진 

다양한 수질의 노천탕으로 인기다.  

홈페이지  www.tarobee.com

 Zoom in 

마스다 클래식 로드 
増田クラシックロード 1일 2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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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마스다 클래식 로드 

増田クラシックロード
예로부터 상업과 물류의 요충지로 번성해 온 마

스다 마을.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 시대 초기까지 

상인들이 조성해온 거리와 거주 목적의 창고가 

잘 보존돼 있어 ‘중요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로 선정됐다. 일본의 근대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맵코드 212 740 088*26  

구글지도 GPS 39.203879, 140.546108

영업시간 9:00~16:00 휴무 부정기

교통 아키타 신칸센 오오마가리역 경유- 오우우 본선

(40분)- 쥬몬지역 하차

홈페이지 masudakanko.com/ko-kr

사토 요스케 상점 

佐藤養助
마스다 대지주였던 코이즈미고베에의 구

저택으로, 코이즈미 가문은 목재나 장류들

을 판매했던 가문이었다. 현재는 아키타의 

명물이자 일본 3대 면인 이나니와 우동을 

먹을 수 있는 식당과 자료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람료 무료 

사토 마타로쿠 가문 

佐藤又六家 
마스다 지구 특유 길고 좁은 부지에 가옥을 배치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 마스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창고집으로 현재도 자손

들이 거주를 하고 있다. 이 창고집의 가장 큰 특징은 본채 안에 또 

2층으로 된 상업용 창고가 배치돼 있다는 점인데, 2층 메인 룸에 

테라스가 딸려 있어서 그곳에 서면 마스다 창고 지구 거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관람료 300엔

히노마루주조 
日の丸酒造 

마스다 지구에 있는 유일한 주조장으로 주력 브

랜드는 ‘만사쿠노하나’다. 사케 판매와 함께 주

조장 견학도 가능하다(예약 필수). 문고 창고는 

마스다 지구에 있는 많은 창고 중에서도 의장과 

호화스럽고 섬세한 장식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관람료 무료 

이시다 리키치 가문 
石田利吉家

1937년에 지어진 전선에서 양조업을 담당했던 

가문으로 3층짜리 대저택이 장관이다. 현재 자손

들은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관람을 위해서만 개

방돼 있다. 전통적인 창고 틀의 큰 구조 아래에 전

통적 공간과 서양풍 공간이 함께 공존해 다양한 

모습을 관람하는 재미가 있다. 관람료 300엔

쇼쿠덴푸노사토 
しょくでんぷの里

사토요스케 상점에서 이나니와 우동을 가볍게 먹고 난 

뒤, 맞은편 앤틱 카페에서 티타임을 즐겨보자. 전통 오

리지널 홍차와 커피뿐 아니라, 가벼운 샐러드 또는 파스

타류 등 식사 메뉴도 가능하다. 규모는 작지만 서양앤틱

풍 분위기를 즐기기에는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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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키가에리 계곡 抱返り渓谷
타마가와 중류에 위치한 전체 10㎞에 

달하는 계곡. 30분~1시간 코스로 풍경을 감상

하면서 트레킹할 수 있다. 에메랄드빛 계곡물

과 곳곳에 숨은 폭포를 찾아보는 것이 관전포

인트! 특히 단풍이 아름답다. 여유가 있다면, 인

근에 있는 카쿠노다테의 무사저택거리도 함께 

둘러보자.

맵코드 280 378 586*33  

구글지도 GPS 39.609157, 140.652657

교통 카쿠노다테(角館)역에서 차로 15분 (단풍축제 

때는 셔틀 운행) 홈페이지 www.city.semboku.akita.

jp/sightseeing/spot/05_dakigaeri.html

카미하타 온천 사와라비  

上畑温泉さわらび 

요코테에서 동남쪽에 위치한 일본 

전통 료칸. 객실과 노천탕에서 자연

경관도 감상하며 마음 편하게 묵을 

수 있는 곳이다.

맵코드 280 378 586*33 구글지도 

GPS 39.123679, 140.64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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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20:00

사와라비  센다이공항

센다이공항  인천공항 

아키타시  한국

약 3시간 20분

 이사아니항공

3일

 2시간 10분

 1시간 10분

 1시간 30분

 아키타 철도 노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