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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테 관광 코스북

!

이와테 명물로 만든 다섯 개의 캐릭터
완코 형제 わんこきょうだい

손님 접대의 상징인 이와테의 명물 완코소바, 여기에 일본 제일의 옻 생산지답게

옻칠기를 더해 탄생한 캐릭터가 완코 형제 중 메인 캐릭터인 ‘소밧치’다. 이와테 현에는
소밧치 외에 4개의 캐릭터가 더 있는데, 현을 4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반영해 만들어내다. 잡곡을 얹은 코쿳치와 두부를 얹은 토훗치, 성게알을
얹은 우닛치, 찹쌀떡을 얹은 오못치가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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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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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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도
4 이와테의 사계절
6 이와테 교통
8 코스 1 모리오카+츠나기 온천+하나마키 온천
Zoom in 1 모리오카
Zoom in 2 코이와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넉넉하게 계획하세요.

18 코스 2 카미이시+미야코+쿠지
29 코스 3 이치노세키+히라이즈미
Zoom in 이치노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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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피아
3 Iw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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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테

코스 2 카마이시+미야코+키타야마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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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3 이치노세키+히라이즈미

이와테 岩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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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테의 사계절
이와테현은 혼슈 최북단인 아오모리현 아래, 아키타현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일본 47개 도도

이와테현의 중심지 모리오카에는 3대 면으로 불리는 것이 있는데, 완코소바, 쟈쟈멘 그리고

부 현 중 홋카이도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충청도와 비슷한 넓이다.

모리오카 냉면이다. 모리오카 냉면은 재일교포가 만들어 팔기 시작하며 인기를 얻다가 이와테

현 내에 1만년 이상 된 유적이나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던 흔적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를 대표하는 음식이 됐다. 우리나라 냉면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히라이즈미는 당시 쿄토 다음으로 번영했던 도시다.

동북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와테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도쿄에서 신칸센으로 불과 2시간

면적이 넓어 지역별로 기후가 다르며 내륙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더운 것이 특징이다. 연안

거리에 있어서 접근하기 어렵지 않다. 자연이 풍부하고 해산물과 고기, 채소 등 신선하고 귀한

지역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도 적설량이 적은 편으로 내륙에 비해 춥지 않다.

먹거리가 넘치며 온천도 훌륭하니, 찾아가는 번거로움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여름

봄

가을

겨울

4월 말에 가까워지면 벚꽃이 피기 시작

8월에는 이와테에서 가장 큰 축제인 ‘모리

단풍이 절정인 시기, 게이비케이 계곡에서

2월에는 모리오카에서 눈축제가 열린다.

하고, 벚꽃 축제가 열리는 키타카미 텐쇼

오카 산사춤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에서

나룻배를 타고 사공이 저어주는 노에 리듬

7곳의 장소에서 설상과 불꽃놀이, 이글루

치와 코이와이 농장의 우뚝 홀로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대북을 연주하며 행

을 맡긴 채 경치를 보고 있노라면 신선놀음

와 비슷한 카마쿠라 등 마음껏 눈을 즐길

잇폰자쿠라를 보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

진을 하는데, 2014년에는 총 3,437명의 사

을 하는 기분이 들 것이다. 게이비케이 외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된다. 또 설경을 보

다. 또한 모리오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람들이 모여 행진해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에도 세계문화유산의 츄손지와 하치만타

며 즐기는 노천탕이나 온열선이 들어간

하나 있다. 모리오카 지방재판소 앞, 커다

웅장한 북소리는 물론이고 화려한 의상과

이도 단풍의 명소로 유명하다.

테이블 ‘코타츠’를 설치한 산리쿠 철도의

란 바위의 갈라진 틈에서 자라고 있는 수

아름다운 손동작이 여름을 더욱 가슴 설레

코타츠 열차, 게이비케이 계곡의 코타츠

령 360년 된 벚나무다. 천연기념물로 지

게 한다.

정되어 있으며 단체 관광객이 반드시 들

장마가 6월 중순부터 7월 말에 걸쳐 이
어진다. 장마가 끝나면 1년 중 가장 더
운 시기가 시작된다. 낮에는 30도를 웃돌지
만, 다행히 열대야는 적은 편이다. 8월 중순
이 가장 더우며, 그 시기를 지나면 조금씩
서늘해진다.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까지 가을비나
태풍의 영향을 받아 궂은 날씨도 보이
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맑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다.

러 구경을 하는 필수 관광 코스다.
1년 중 가장 강한 바람이 부는 시기이
며 산리쿠 해안 쪽에서는 초봄에도 많
은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다.

4 Iwate

배 등 겨울이 즐거워지는 다양한 체험거
리로 가득하다.
11월 중순에 첫눈을 볼 수 있다. 현의
서쪽 지역은 특히 눈이 많이 내리며, 모
리오카를 기준으로 한겨울에는 영하 5~6
도까지 기온이 떨어져 추위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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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테 교통
항공
한국

이와테현

JR토호쿠, 미나미홋카이도 레일패스

산리쿠철도 산리쿠프리 승차권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플렉시블 5일(패스 발행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1일

이와테켄포쿠버스 센다이 공항, 마츠시마,
히라이즈미, 하나미키선

일로부터 14일 이내 임의의 5일)

탑승가능구간 북리아스선, 남리아스선 전선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연속 5일

국내에서 이와테현으로 가는 직항 항공편은 없다.

탑승가능구간 JR홋카이도선(홋카이도 남부), JR

가격 북리아스선: 평일 3,700엔, 주말·공휴일

탑승가능구간 전선 유효, 센다이공항 ~ 우미노모

아오모리공항이나 센다이공항을 이용해 신칸센·

동일본선(토호쿠 지역), 아오이모리 철도 전노

2,500엔/ 남리아스선: 평일 2,160엔, 주말·공휴

리 수족관 앞 ~ 마츠시마 ~ 히라이즈미 ~ 하나마

고속버스를 타고 모리오카역으로 이동한다.

선, IGR 이와테 은하철도 전노선, 센다이공항 철

일 1,500엔 판매처 남리아스선: 사카리, 료리, 산

키공항 ~ 하나마키온천 가격 4,500엔

도 전노선 가격 일본 구입 20,000엔, 국내 구입

리쿠, 카마이시 각 역/ 북리아스선: 쿠지, 리쿠츄노

19,000엔 판매처 국내 주요 여행사 및 삿포로역,

다, 후다이. 타노하타, 토리고에 외 각 역

IGR·모리오카의 버스 스고e 티켓

신치토세공항역, 하코다테역, 신하코다테 호쿠토

홈페이지 www.sanrikutetsudou.com/kr

판매기간 1개월 전부터 이용 당일 유효기간 1일

인천공항
센다이공항

센다이역

아시아나항공
약 2시간 10분
센다이 공항철도

센다이공항
센다이역

650엔

신칸센 특급 하야부사 6,670엔,
고속버스 2,980엔
버스 2시간 43분/신칸센 39분

인천공항
아오모리공항
아오모리역

대한항공
약 2시간 30분
공항버스 700엔
약 35분
JR오우우혼선

약 5분
도쿄행 신칸센 5,940엔
약 1시간 10분

역,노보리베츠역, 아오모리역, 하치노헤역, 아키타
모리오카역

역, 모리오카역, 센다이공항역, 센다이역

탑승가능구간 IGR이와테은하철도(스고 ~ 모리오

버스

홈페이지 www.jreasthokkaido.com/

신아오모리역
모리오카역

모리오카역 앞 ~ 모리오카버스센터

tohokuhokkaido/kr

켄포쿠버스·산리쿠철도 106급행 버스·산리
쿠버스 관광 프리 패스

JR이와테 홀리데이 패스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이와테켄포쿠버스 7일간,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1일(주말·공휴일, 7월 20

산리쿠철도 임의의 2일간(비연속 가능) 탑승가능

모리오카도심순환버스 덴덴무시 1일 승차권

일 ~ 8월 31일, 12월 23일 ~ 1월 7일, 4월 29일

구간 산리쿠철도(쿠지~미야코), 이와테켄포쿠버스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1일 탑승가능구간 덴덴

~ 5월 5일) 탑승가능열차 보통열차(쾌속포함), 보

(모리오카역~미야코역) 가격 4,700엔 판매처 켄포

무시 전 구간 가격 어른 300엔 판매처 모리오카역

통열차의 자유석, 특급열차(모리오카~시즈쿠이

쿠버스 모리오카역 앞 안내소, 나낫쿠버스 안내소

앞 안내소, 모리오카버스센터, 프라자오뎃테

못함 탑승가능구간 이와테 내 JR 대부분의 선(BRT

이와테현 교통1일 프리승차권

포함), IGR이와테은하철도(모리오카~코마), 히가

이와테현교통 모리오카 원데이버스 패스포트

판매기간 사용일 10일 전부터 발매 유효기간 주

시니혼교통버스(모이치~이와이즈미 병원)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1일 탑승가능구간 덴덴무

말·공휴일 중 1일 탑승가능구간 이와테현 내에서

가격 어른 2,460엔 판매처 탑승가능구간 내 주요

시, 세이난루프200전선 가격 700엔

출·도착하는 이와테현 교통노선버스(고속버스, 장

역의 미도리노마도구치 및 뷰 프라자

판매처 모리오카역 앞 버스 안내소, 모리오카 버스

거리버스, 정기관광버스, 하야치네 등 제외 노선

센터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1일

있음) 가격 어른 1,000엔 판매처 모리오카역 외

탑승가능버스 하치노헤시버스, 난부버스, 토와다

아오모리공항
아오모리역

카), 이와테현교통, 이와테켄포쿠버스 지정구간,
가격 800엔 판매처 IGR스고역, 쿠리야가와역, 아
오야마역, 모리오카역에서 판매

시 포함) 는 특급티켓 필요, 토호쿠신칸센은 사용

열차
JR동일본패스 토호쿠 지역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플렉시블 5일(패스 발행
일로부터 14일 이내 임의의 5일)
탑승가능구간 JR동일본 전 노선, 이즈 급행 전노
선, 아오이모리 철도 전노선, IGR 이와테 은하철
도 전노선, 도쿄 모노레일 전노선, 센다이공항 철
도선 전노선 등 가격 일본 판매 20,000엔, 국내 판
매 19,000엔 판매처 국내 주요 여행사 또는 인터
넷 사이트 및 일본 아오모리역, 하치노헤역, 아키
타역, 모리오카역, 센다이공항 외
홈페이지 www.jreast.co.jp/kr/eastpass_t

IGR이와테은하 IGR홀리데이 프리티켓

관광철도버스의 하치노헤시내 지정노선

판매기간 연중(이용일 1개월 전 ~ 당일)

히라이즈미쵸 순환버스 ‘룬룬’ 1일 자유승차권

가격 300엔 홈페이지 www.city.hachinohe.

유효기간 1일(주말·공휴일, 8월 1 ~ 4일, 12월 30

운행기간 연중(연말연시 운휴) 유효기간 1일

aomori.jp/bus/teikikaisuuken/machi-pass300

일 ~ 1월 3일 중 매일)

탑승가능구간 룬룬 전 구간(히라이즈미역 앞 -> 모

탑승가능구간 IGR이와테은하철도 전선(모리오카

츠지 -> 유큐노유 -> 히라이즈미 문화센터 -> 츄손

~메토키) 가격 2,800엔

난부버스 1일 승차권

지 -> 타카다치기케이도 -> 무료코인아토 -> 미치

판매처 코츠나기, 토마이역을 제외한 각 역

판매기간 연중 유효기간 1일(주말·공휴일·매월 25

노에키 히라이즈미 -> 히라이즈미역 앞) 가격 400

홈페이지 www.igr.jp/wp/tickets/holiday

일 중) 탑승가능버스 난부버스 시내노선

엔(주말·공휴일 모츠지 주차장 이용자 200엔) 판

가격 어른 600엔 홈페이지 www.nanbubus.

매처 히라이즈미역 앞 관광안내소, 이와테이치노

co.jp/routebus/chicket.html

세키역 앞 안내소, 모츠지 주차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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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스 1
모리오카+ 츠나기 온천
+ 하나마키 온천

2박 3일 렌터카
이와테 현의 행정·경제 중심지인 모리오카 시내를 돌아보고, 츠나기 온천과 하나

Zoom in 2
Zoom in 1

마키 온천에서 묵으며 느긋하게 주변 관광지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는 일정
이다.

1일
인천공항

2일
센다이공항

고쇼 호수
15분

모리오카역

코이와이 농장

15분

모리오카성적 공원

20분

모리오카 수공예촌

7분

이와테 은행 박물관

50분

하나마키 온천

3분

미야자와 켄지의 청춘관
10분

3일

난쇼소 별장 정원
30분

센다이공항

인천공항

츠나기 온천 or 오슈쿠 온천

8 Iwate

9

Zoom in 1

모리오카 盛岡

Zoom in 2

코이와이 小岩井

모리오카시

10 Iw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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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1일

센다이공항

공항철도
요금 650엔

2

센다이역

이와테 은행 박물관 岩手銀行赤れんが館
1911년에 모리오카 은행 본점으

약 20~25분 간격, 공항철도 스케줄 www.senat.co.jp/timetable

로 건축됐으며 일본 도쿄역과 한국의 서울

신칸센 특급 하야부사 6,670엔, 40분

역을 설계한 작가(타츠노 킨고)가 설계해

센다이역

고속버스 2,980엔, 2시간 43분

모리오카역

각 건축물의 닮은꼴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
다. 근대 초기의 은행 형태를 그대로 잘 보
존 하고 있으며 옛 모습 그대로인 은행 카
운터와 서양의 영향을 받은 멋진 샹들리에
7분
2

1

3

등이 장식된 건물을 만날 수 있다.
맵코드 81 709 631*23
구글지도 GPS 39.700759, 141.155247
교통 모리오카역에서 버스로 10분(모리오카 버
스센터 나낫쿠 앞 하차), 모리오카성적공원에서
도보 5분 영업시간 10:00~17:00
입장료 무료(일부 유료구간 있음)
홈페이지 www.iwagin-akarengakan.jp

4

3분

1

모리오카성적 공원 盛岡城跡公園

15:00

모리오카성의 천수 등은 소실됐고 터만 남아있지만 성곽 돌담이 그 당시의 위엄을 알 수 있을
만큼 멋지게 잘 보존되어 있다. 사시사철 벚꽃, 신록, 단풍, 설경 등으로 멋진 경치 감상이 가능하며
각 사계 축제의 장이 되기도 한다. 조금 내려오다 보면 이와테 신사도 보인다.
맵코드 81 708 762*66 구글지도 GPS 39.700222, 141.150174
교통 모리오카역에서 도보 15분. 덴덴무시(でんでんむし)버스 탑승(15분 간격, 24분 소요/150엔）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city.morioka.iwate.jp/shisei/midori/koen/1010491.html

16:30

3

미야자와 켄지의 청춘관 もりおか啄木・賢治青春館

구제90은행 본점 본관건물을 리노베이션해 이 지역의 유명한
문인들을 위한 기념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야자와 켄지는 ‘은
하철도 999’의 원작소설인 ‘은하철도의 밤’으로 유명한 소설가이고,
타쿠보쿠는 이 지역이 낳은 유명한 시인이다. 은하철도를 모티프로
한 체험관이 마련되어 있으며 환상적인 은하의 밤을 느낄 수 있는
데, 출입문이 금고형식으로 되어 있어 재미가 있다. 입구에 자그마
한 카페도 있다.
맵코드 81 708 568*67 구글지도 GPS 39.699876, 141.154462
영업시간 10:00~18:00 입장료 무료
교통 모리오카역에서 버스로 10분(모리오카 버스센터 나낫쿠 앞 하차)
홈페이지 www.odette.or.jp/seishun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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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4

난쇼소 별장 정원 南昌荘

17:00

모리오카 출신의 실업가 세가와 야스고로의 저택으로 130년 정도 역사를 지닌 고저택이다.

5

일본 정원을 감상하며 전통 스타일 다실에서 여유로이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다. 말차·커피(410엔)를
주문하면 쿠키와 양갱이 세트로 나온다.

츠나기 온천 繋温泉

19:00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모리오카 시내에서 25분 만에 닿을 수 있는 온천으로, 료칸이나 온천호

맵코드 81 708 098*20 구글지도 GPS 39.695812, 141.148666 영업시간 10:00~17:00(동계는 16:00까지)
교통 모리오카역 12번 버스정류장에서 ‘스이도바시(水道橋)행’ 버스 승차 후 ‘시타노하시쵸(下の橋町)’에서 하차
도보 5분 모리오카역에서 도보 20분 입장료 200엔 홈페이지 www.iwate.coop/kankyou/nanshousou

30분

텔들은 큰 호수인 고쇼 호수를 중심으로 주변에 모여 있다. 여름에는 카누체험이 가능하고, 봄·가을에
는 벚꽃과 단풍을 감상하기에도 좋다. 주변에 코이와이 농장과 모리오카 수공예촌, 시즈쿠이시 스키·
골프장 등 다양한 관광시설이 있다. 또 하치만타이 국립공원과도 인접해 있어 트레킹하기에도 좋다.
맵코드 81 633 138*37 구글지도 GPS 39.679403, 141.025622
교통 모리오카역 동쪽출구에서 노선버스로 40분, 각 호텔 셔틀버스 이용가능.
호텔 모리노카제 ホテル森の風 www.morinokaze.com, 모리오카역에서 무료 셔틀버스 16:50 출발
호텔 시온 ホテル紫苑 www.hotel-shion.com, 모리오카역에서 14:45 또는 16:00 출발(예약)
쵸에이칸 長栄館 www.choeikan.com, 노선버스 이용
호텔 타이칸 ホテル大観 www.hotel-taikan.com, 모리오카역에서 14:45 또는 16:00 출발(예약)

후카쿠사 喫茶ふかくさ

샤몬 茶廊車門

모리오카 성적 공원에서 내려오다 보면 마주

이와테 은행·청춘관 인근에 있는 앤틱 카페로

치는 카페. 외관은 풀로 뒤덮여 폐가처럼 보이

로얄 코펜하겐 잔에 서빙되어 나오는 고급스

지만 내부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품으로

러운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커피와 케이크 세

꾸며져 있다. 웨지우드잔에 서빙되는 홍차와

트가 750엔 가량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

롤케이크 세트가 800엔 가량이다.

맵코드 81 709 452*22
구글지도 GPS 39.699179, 141.155356

맵코드 81 709 720*71
구글지도 GPS 39.701393, 141.15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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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슈쿠 온천 鶯宿温泉

약 450년 전, 휘파람새가 상처입은 다리
를 물에 담그고 치료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온
천. 호텔, 료칸, 민박 등 다양한 시설의 숙소가 마련돼 있어서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맵코드 81 571 782*82 구글지도 GPS 39.641136,
140.921300 교통 모리오카역 동쪽출구에서 노선버스로 55분 거리

15

3

2일
3

13:00
코이와이 농장 小岩井農場
이와테 산기슭, 드넓은 들판에 위치

한 종합테마파크. 우유짜기, 승마 등 여러 가
지 체험이 가능하며 전원적인 분위기 속에서 갓 생산된 신선한 유제품과 가공품을 맛볼 수 있다.

2

맵코드 81 872 308*68 구글지도 GPS 39.739143, 141.008174
교통 모리오카역 10번 승강장에서 코이와이농장 마키바엔(小岩井農場まきば園) 행 버스 또는 아미하리온천(網張
温泉) 행 버스 탑승(700엔) 운영시간 09:00~17:00(이벤트가 있을 경우 야간개장)
입장료 800엔 홈페이지 www.koiwai.co.jp/makiba/

1

50분
20분

1

2

10:45

15분

15:30

4

하나마키 온천 花巻温泉

동북 최대 온천마을로 호텔

10:10
고쇼 호수 御所湖

하나마키, 코요칸, 센슈카쿠, 카쇼엔

모리오카 시가지를 흘러 키타카미 강으

등은 같은 주인이 운영하다 보니 호텔

로 합류하는 시즈쿠이시 강에 있는 댐 호수다.

건물이 연결통로로 이어져 있어서 대욕

오우우 산맥의 웅장함과 사계절마다 변모하는

장이나 호텔 부지 등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

남부카타후지 산의 면모를 만날 수 있다. 여름

다. 매일 저녁 8시 반부터는 실내 광장에서 전통공연이 공연되

에는 불꽃놀이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

는 등 일본 전통문화와 자연, 온천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다. 이외

는 카누체험이 인기다.

에도 하나마키 이나리 신사와 삼림욕을 즐기면서 만나는 가마

맵코드 81 602 743*14
구글지도 GPS 39.675551, 141.004133

부치 폭포, 호텔 부지 내 카페 쿠라, 6,000그루의 다양한 장미가
피는 장미정원까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맵코드 626 113 830*75 구글지도 GPS 39.481981, 141.062630
교통 모리오카역에서 신하나마키역까지 이동 후(JR 760엔), 신하나마키
역에서 하나마키 온천 무료 셔틀버스 탑승.

모리오카 수공예촌 盛岡手づくり村
모리오카 공예품, 민예품, 음식 등의 전통기

술을 만나볼 수 있는 곳. 난부센베이 굽기, 모리오카
냉면 만들기 등을 관람하고 체험도 해볼 수도 있다.
맵코드 81 663 730*27
구글지도 GPS 39.693136, 141.024315
교통 호텔 셔틀버스 이용 및 노선버스 이용
운영시간 08:40~17:00 입장료 무료, 체험은 유료(메뉴에
따라 972엔~3,600엔) 홈페이지 tezukurimu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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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하나마키 온천

호텔 무료 셔틀버스 이용
(각 호텔 별로 정차시간 다소 상이)

켄포쿠 버스
3,200엔

신하나마키역

센다이공항

신칸센 하야부사
1시간, 5,710엔

센다이역

공항철도
약 30분, 650엔

센다이공항역

17

코스 2
카마이시+미야코+쿠지

5박 6일 렌터카
이와테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안
선을 따라 느긋하고 여유롭게 경

3일
모리카마도
60분

치를 감상하고, 특별한 열차를 탑
승해 보는 체험을 곁들인 여행 마

죠도가하마

니아를 위한 코스.

12분

미야코역(산리쿠 철도)
50분

호텔 라가소

1일
인천공항

아오모리공항

아오모리역

모리오카역

4일
키타야마자키 크루즈 관광선
15분(호텔셔틀)+

키타야마자키

2일

20분(관광택시)+

모리오카역

20분(관광택시)

카마이시역

52분

쿠지역

미피카페 카마이시
10분

카마이시관음
25분

호라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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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아오모리공항

인천공항

19

1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약 2시간 30분

아오모리공항

공항버스
약 35분, 700엔

아오모리역

홈페이지 www.aomori-airport.co.jp/access/map

아오모리역

JR오우우혼선

신아오모리역

아즈마야 東家 본점

작은 그릇에 한 젓가락 분량의 메밀국수에 담아
도쿄행 신칸센
약 1시간 10분, 5,940엔

모리오카역

페잔 フェザン

내오는 완코 소바를 맛볼 수 있는 곳. 한 그릇 먹
을 때마다 쉴 틈 없이 새 메밀국수를 담아주는
데, 마지막에 몇 그릇을 먹었는지 카운트하며

모리오카역과 연결된 쇼핑센터

누가 많이 먹었나 경쟁하는 재미가 있다. 모리

로 패션, 화장품, 식당가, 생활 잡

오카 시내 총 4점포 있다.
맵코드 81 709 636*02 구글지도 GPS 39.700602, 141.156811
영업시간 11:00 ~ 15: 30 / 17:00 ~ 20:00 교통 모리오카역에서 이와테켄 교통버스 모리오카 버스센터 행 탑
승 후 ‘모리오카 버스센터’ 정류장 하차, 도보 3분 이동 가격 완코소바 체험 2,920엔
홈페이지 www.wankosoba-azumaya.co.jp/index.html

화 등 다양한 점포가 입점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맵코드 81 706 803*75
구글지도 GPS 39.7027451,
141.1357794
영업시간 10:00 ~20:30(1~3
층), 10:00~21:00(지하 1층),
10:00~22:00(지하 1층 식당가)
홈페이지 www.fesan-jp.com/
fesan/index.php

푱푱샤 ぴょんぴょん舎 모리오카 에키마에 점

파이롱 白龍 본점

카이운톤 開運とん

김치와 수박 등 과일을 얹고 우리나라의 냉면

이와테의 크래프트 맥주 베어렌과 이와테 산

보다 굵은 면발을 사용한 것이 특징인 모리오

사케를 부담 없는 가격에 맛 볼 수 있는 역 부근

카 냉면을 더욱 유명하게 한 만든 곳. 고기구이

의 이자카야.

와 한국음식도 맛 볼 수 있다.

맵코드 81 707 841*08
구글지도 GPS 39.702653, 141.138513
영업시간 17:00 ~ 00:00
교통 모리오카역에서 도보 3분
홈페이지 www.vacheron.jp/store/kaiun/index.
html

맵코드 81 706 839*22 구글지도 GPS ????
영업시간 11:00 ~ 24:00
교통 모리오카역 앞 도보 3분 거리 위치
홈페이지 www.pyonpyonsya.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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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다 빵 福田パン

모리오카 냉면, 완코 소바와 더불어 모리오카

모리오카의 소울푸드라 불릴

3대 면 중의 하나인 쟈쟈면의 원조. 쟈쟈면은

정도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

넓적한 칼국수와 비슷한 면발 위에 돼지고기

받고 있는 명물 빵. 모리오카 시의

가 들어간 된장 소스와 오이채를 얹어 비벼 먹

마트, 편의점, 고등학교, 대학교의 매점에서도

는 요리로 모리오카 지역주민들의 소울푸드로

판매되고 있다. 손바닥 크기의 빵 사이에 60

도 불린다. 모리오카 시내 총 4점포가 있다.

종류가 넘는 잼이나 크림 또는 속 재료 중에서

맵코드 81 708 860*61
구글지도 GPS 39.702262, 141.152158
영업시간 11:30 ~ 21:00 (월~토), 11: 30 ~
19:00(일)
교통 모리오카역에서 이와
테켄교통버스 모리오카
도심순환버스 탑승 후
‘켄쵸·시야쿠쇼마에’ 정류
장에서 하차 후 도보 2분
홈페이지 www.pairon.iwate.jp

본인의 취향에 맞게 바르거나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선택의 폭이 넓은
데다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푸짐해 큰 인기다.
맵코드 81 708 860*61
구글지도 GPS 39.708135, 141.142159
영업시간 07:00 ~ 17:00(나가타쵸 본점), 09:00 ~
17:00(미타케점, 수요일 휴무) 교통 모리오카역 도
보 15분(나가타쵸 본점), 쿠리야가와역에서 도보
10분 아크로스프라자 내(미타케점)

코겐샤 코히칸 光原社 可否館

앤틱하고 레트로한 분위기가 안정감을 주는 카페. 대로변에
서 볼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 더욱 매력 있는 곳이다.
맵코드 81 736 359*45 구글지도 GPS 39.706085, 141.138133
영업시간 10:00 ~ 18:00(매월 15일 휴무) 교통 모리오카역에서 도
보 7분 홈페이지 morioka-kogensya.sakura.n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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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모리오카역

2일

토호쿠혼선
약 40분, 670엔

하나마키역

SL은하
1,660엔 + 지정석 820엔

1

카마이시역

네덜란드의 작가 딕 부르너가 그린 그림책의 주

SL은하는 4~10월(토·일 1일 1편 운행)
토요일 하나마키역

카마이시역

일요일 카마이시역

하나마키역

미피카페 카마이시 ミッフィカフェーかまいし

인공인 토끼 캐릭터 미피를 테마로 한 카페다. 내부 인
테리어는 그림책에 들어선 것처럼 미피와 관련된 인
테리어로 가득하다.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
료와 음식에서도 미피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16:20

2

맵코드 259 076 391*12
구글지도 GPS 39.273322, 141.880383
영업시간 평일 11:00 ~ 16:00 / 주말·공휴일 11:00 ~
17:00(매주 수요일, 3째주 목요일 휴일)
교통 산리쿠철도 남리아스선 카마이시역 하차 후 도보 15분
홈페이지 en-trance.jp/miffy

10분

카마이시관음 釜石観音

카마이시만을 조망할 수 있는 고지대에 높이
48.5m의 거대한 크기로 우뚝 서 잇는 관음상이다. 코르
코바도 언덕의 예수상과 비슷한 이미지로 웅장함과 자

SL은하 SL銀河

비로움이 느껴진다.

SL이 이끄는 4량의 객차에는 이와테현 출신의 문호 미야자와
켄지의 대표작 ‘은하철도의 밤’에 등장하는 별자리와 동물들을

모티프로 그림으로 꾸며져 있으며 4량의 색 농도가 조금씩 옅
어져 날이 밝아지며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하늘을 표현하고 있
다. 내부는 레트로한 느낌의 브라운과 붉은 계열의 색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스테인드글래스와 식물을 모티프로 한 파티션이 설치돼 있고, 플
라네타륨을 체험할 수 있는 작은 공간과 미야자와 켄지의 다채로운 재능을 엿볼 수 있는 갤러리 코

맵코드 259 017 476*02
구글지도 GPS 39.256699, 141.900754
개관시간 9:00 ~ 17:00(계절에 따라 변동 있음)
입장료 어른 500엔, 중고생 300엔, 초등학생 100엔
교통 카마이시역에서 버스로 11분 ‘카마이시다이칸논이리구
치’ 또는 ‘칸논이리구치’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10분
홈페이지 sekiohzenji.sakura.ne.jp

25분

너도 마련돼 있다.
정차 역 · 시간
역명
한자표기
카마이시
행
하나마키
행

하나마키 신하나마키 츠치자와

미야모리

토오노
遠野
12:13도착
13:31출발

花巻

新花巻

土沢

宮守

10:37

10:50

11:03

11:40

15:20도착

15:09

14:57

14:34

12:41도착
13:54출발

2019년 3월 기준, 스케줄 상시 변동 가능.
정확한 스케줄은 홈페이지(www.jr-morioka.com/noccha/train/slging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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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
아리스
上有住

리쿠츄
오오하시

카마이시

陸中大橋

釜石

14:17

14:40

15:08도착

12:02

11:39

10:58출발

3

호라이칸 宝来館

17:30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료칸으로, 눈과 입이 즐겁
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숙소다. 노천탕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
며 온천을 즐기고 각종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맵코드 259 288 103*06
구글지도 GPS 39.328865, 141.900108 교통 JR카마이시역에서
무료셔틀로 20분 소요 (사전 예약 필수) 홈페이지 houraika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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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15:00

대중교통 이용시
카마이시에키마에 정류장
야마다 정류장

노선버스 카마이시센에츠선

이와테켄포쿠 버스
약 65분, 830엔

약 50분, 650엔

3

미야코시 미치노에키

이와테현 산리쿠 연안을

미야코에키마에 정류장

www.iwatekenkotsu.co.jp/pdf/timetable/43_kamaishi/hunakoshi-akahama_20161226.pdf
www.iwate-kenpokubus.co.jp/uploads/300407_fu_mi.pd

산리쿠 철도 三陸鉄道

달리는 열차로, 쿠지~미야코 간
을 운행하는 북리아스선과 카마
이시~사카리 간을 운행하는 남

09:00

1

리아스선으로 나뉜다. 매년 12월

모리카마도 もりかまど

부터 3월까지 북리아스선에서 내

먹기 아까울 정도로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빚어진 화과자와 일본 전통 디저트
류 뿐 아니라 케이크까지 선택의 폭이 다
양한 곳이다. 점포 내 좌석들은 개별실로
구성되어 있어 주위의 방해를 받지 않고

맵코드 259 472 858*00
구글지도 GPS 39.385944, 141.935536
영업시간 09:00 ~ 19:00(1·3주 화요일 휴무)
교통 나미이타카이간역에서 242m

2

하는 코타츠 열차가 이벤트 열차
로 등장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열차를 타고 미야코역에서 타노
하타역까지 이동한다.
홈페이지 www.sanrikutetsudou.
com/kr

조용하게 티타임을 가질 수 있다.

12:00

부 좌석에 코타츠를 설치해 운행

12분

50분

16:10

60분

죠도가하마 浄土ヶ浜

명승지로 지정된 산리쿠부흥국립
공원에 속해 있는 해안으로, 다양한 형태
의 바위들이 우뚝 우뚝 솟아 있는 모양이
장관을 이룬다. 여름에는 해수욕도 가능하
다. 유람선을 타고 죠도가하마 주변을 돌

4

호텔 라가소 ホテル羅賀荘

객실에서도, 식사를 할 때도, 온천욕을 즐길 때도 탁 트인 바다 풍경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다.
식사 또한 해산물 파티를 연상하게 하는 신선함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을 맛 볼
수 있어 료칸 스테이가 더욱 풍성해진다.
맵코드 432 383 218*56 구글지도 GPS 39.938308, 141.940639
교통 타노하타역에서 무료 셔틀버스로 3분(사전 예약 필수) 홈페이지 www.ragaso.jp/index.html

아볼 수도 있고, 작은 소형 선박인 삿파선
으로 신비한 파란동굴도 관광할 수 있다.
맵코드 286 238 485*74
구글지도 GPS 39.652450, 141.978769
교통 미야코역에서 버스로 20분, ‘오쿠죠도가하
마’ 정류장에서 도보 1분
홈페이지 www.city.miyako.iwate.jp/kanko/
jyoudogaham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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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타노하타 관광택시

4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이라 택시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합승

1

택시 시스템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키타야마자키 10:30
크루즈 관광선

北山崎クルーズ観光船

츠쿠에하마, 키타야마자키 코스

산리쿠부흥국립공원을 대표하는 키

타노하타역 출발
츠쿠에하마
키타야마자키 도착
키타야마자키 출발
츠쿠에하마
타노하타역 도착

타야마자키를 바다 위에서 볼 수 있
는 크루즈 관광선이다.
맵코드 432 293 440*25
구글지도 GPS 39.914583,
141.945363
소요시간 50분 요금 1,460엔
운항기간 4월 27일 ~ 11월 4일
교통 시마코시역에서 도보 10분
홈페이지 www.vill.tanohata.iwate.jp/
kankou/see/dangai-cruise.html

1편

2편

9:10

10:20

4편

5편

6편

13:05

14:05

16:00

10:30

11:35
11:45

9:20
9:30

3편

13:15

14:15

16:10

10:40

11:55

13:25

14:25

16:20

9:50

11:05

12:35

14:35

15:30

16:55

10:00

11:15

12:45

14:45

15:40

17:05

10:10

11:25

13:00

14:55

15:50

17:15

우노스단가이(鵜の巣断崖) 코스

13:05 타노하타역 → 13:35 우노스단가이
14:25 우노스단가이 → 14:55 타노하타역

15분(호텔셔틀)+

요금 타노하타역 ~ 키타야마자키 편도 800엔, 타노하타역 ~ 츠쿠에하마역 편도 500엔
츠쿠에하마 ~ 키타야마자키 편도 500엔, 타노하타역 ~ 우노스단가이 편도 1,500엔
사전예약 출발 1시간 전까지 전화 예약(타노하타 택시 0194-33-2121)

20분(관광택시)

2019년 3월 기준, 스케줄 상시 변동 가능.
정확한 스케줄은 홈페이지(www.vill.tanohata.iwate.jp/kanko/kantaku_time.html) 참조.

12:00

2

키타야마자키 레스트 하우스
北山崎レストハウス

3

키타야마자키 北山崎

13:00

약 200m 높이의 절벽이 약 8km에 걸쳐 즐비

산리쿠 지역의 특산물도 판매하고 해안에서

한 키타야마자키는 기괴한 모양의 바위와 다이나믹

잡은 각 종 해산물을 재료로 한 요리를 맛 볼

한 해안선이 조화를 이뤄 자연의 웅대함을 느낄 수 있

수 있는 키타야마자키 전망대 부근에 위치한

다. 우드데크가 설치된 제1전망대는 단차가 없어 걷

휴게소다.

기 편하며, 해안선을 조망할 수 있는 제2전망대와 삼

맵코드 432 534 044*10
구글지도 GPS 39.978142, 141.950822
영업시간 4~10월 08:30~16:30, 3·11월
08:30~16:00/ 식당 4월 하순~11월 하순 영업,
매점 3월~12월 영업
홈페이지 www.kitayamazaki.com

26 Iwate

3분

림욕이 가능한 제 3전망대까지 골라 걸을 수 있다.
맵코드 432 534 265*01
구글지도 GPS 39.979383, 141.953503
교통 타노하타역에서 관광택시 이용 20분 소요
홈페이지 www.vill.tanohata.iwate.jp/kankou/see/
kitayamazak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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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3
이치노세키+ 히라이즈미

키타가와 식당 北川食堂

코소데해녀센터 小袖海女センター

조용한 마을에 유일하게 사람 많고 붐비는 곳으

‘최북단의 해녀’라 불리는 이와테현 쿠지시의

로 면요리에서 고기, 해산물까지 다양한 메뉴와

코소데해안에서 활약하는 해녀들의 활약상을

푸짐한 양 그리고 높은 퀄리티를 자랑한다.

만나 볼 수 있는 시설. 1층은 관광안내소와 산

맵코드 432 318 466*55
구글지도 GPS 39.924024, 141.901333
영업시간 11:00 ~ 22:00(매주 월요일 휴무)
교통 미치노에키 타노하타에서 차로 2분 거리
홈페이지 www.shokokai.or.jp/03/0348411113/
index.htm

지 직산품 판매장, 2층에는 해녀를 소개하는

Zoom in

전시 코너, 3층에는 식당이 있다. 매년 7월 ~ 9
월 사이의 주말 및 공휴일에 해녀들의 잠수 시
연을 볼 수 있다.
맵코드 610 897 801*28
구글지도 GPS 40.168619, 141.852776
교통 쿠지역에서 쿠지해안선 탑승 후 ‘코소데카이간’
정류장 하차(약 40분 소요, 380엔)
버스시간표 www.iwate-kenpokubus.co.jp/
uploads/2704_kosodesea.pdf
홈페이지 www.kuji-tourism.jp/ama/index.html

모카 モカ

골목 뒷길에 외관도 내부도 허름하고 오래된 다방과 같은 느낌의 카페다. 낮에는 카페로 밤에는 술
집으로 변신하며 인터넷과 입소문으로 유명한 계란샌드위치를 판매한다. 몽글몽글 부드러운 오믈
렛이 들어간 계란 샌드위치는 가격에 비해 양도 푸짐해 그야말로 혜자로움 그 자체다. 계란 샌드위
치 생각에 일부러라도 다시 가고 싶은 곳이다.
맵코드 296 077 296*08 구글지도 GPS 40.188927, 141.770780
영업시간 11:00 ~ 20:00(매주 수요일 휴무) 교통 쿠지역에서 도보 139m

5일

쿠지역

약 1시간 50분, 1,320엔

이치노세키시를 중심으로 히라이즈미, 겐비케이, 게이비케이 등 세계문화유산
하치노헤역

및 자연경관을 즐기는 코스다. 센다이공항과도 가까워 2박 3일 짧을 일정에도 충
분히 돌아볼 수 있다.

하치노헤역
28 Iwate

JR하치노헤선

2박 3일 대중교통

아오이모리철도
약 1시간 30분, 2,280엔

아오모리역

공항버스
약 35분, 700엔

아오모리공항
29

Zoom in

이치노세키 一関
1일

2일

인천공항

센다이공항

이치노세키 一関

츄손지

1시간 30분

12분

이치노세키역

작은 소도시로 주변의 히라이즈미, 겐비케이, 게이비케이 등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
경관을 즐기기 위해 거점으로 삼는 도시다. 이와테현 중에서도 최남단에 위치해 센
다이공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교통 JR신칸센 이치노세키역 하차

모츠지
8분

3분

탓코쿠노이와야

후지세이

5분

10분

겐비케이

세키노이치 주조
12분

이치노세키 쇼핑몰

3일

12분

이치노세키 온천마을

센다이공항

인천공항

켄포쿠 직통버스
센다이공항

히라이즈미역

츄손지

하나마키공항

하나마키 온천

센다이공항에서 하나마키 온천까지 켄포쿠(県北) 직통버스가 운행 중이다. 이 버스를 5일 동안 탑

승할 수 있는 프리패스가 4,500엔(1회 탑승 3,200엔)에 판매돼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하다. 히

라이즈미역과 츄손지, 하나마키 온천 등 주요 관광명소를 운행해 이 일정대로만 다녀도 충분히 좋
은 여행이 될 수 있다.
센다이공항에서 티켓 구입(인터넷 예약 가능)www.iwate-kenpokubus.co.jp/archives/1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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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센다이공항

공항철도
약 30분, 650엔

16:00

센다이역

2

배차간격 약 20~25분 공항철도 스케줄 www.senat.co.jp/timetable

세키노이치 주조 世嬉の一酒造株式会社

이 지역의 사케 주조장이자 기발한 기법으로
하우스 맥주를 제조해 금상 그랑프리까지 수상한 개

고속버스 승강장 32번

고속버스
이용 시

센다이역(서쪽 출구)

1시간 30분, 1,500엔

이치노세키역 배차간격 1시간

성 있는 시설이다. 부지 안에는 사케 주조와 관련된 박
물관, 자료관, 레스토랑, 카페, 연회홀, 판매숍이 있어

고속버스 스케줄 www.miyagi-bus-kyokai.jp/guide
기차
이용 시

센다이역

JR신칸센 야마비코
약 30분, 3,500엔

서 여러 사케를 시음해 보고 사케의 역사도 배우면서
이치노세키역 배차간격 1시간

이 지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주조장이라고 하기에
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멋스럽게 꾸며진 카페와 굴

무료 셔틀버스 온천호텔에 머물 경우, 센다이역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지 미리 알아보자. 하나마키
이용 시
온천 시도타이라 이용 시 센다이역 무료 셔틀버스 탑승 가능.
3

을 이용해서 만든 오리지널 맥주가 일품이다.
맵코드 142 046 370*45
구글지도 GPS 38.931570, 141.132452
영업시간 11:00~14:00/17:00~21:00(식당),
09:00~17:00(박물관)
교통 이치노세키역에서 도보 10분
입장료 박물관 무료
홈페이지 sekinoichi.co.jp

2

12분

1

10분

14:35

1

후지세이 三彩館ふじせい

3

이치노세키 쇼핑몰(이온몰)
이치노세키 역에서 3km 정도 떨어진 쇼

이와테 지방에서는 예로부터 떡을 간식이 아

핑몰로,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드럭스토어, 이온

닌 주식으로 먹는 풍습이 있었다. 그 영향을 받아 하

몰, 회전스시집, 모스버거 등이 밀집돼 있다. 가

얀 쌀떡 위에 여러 종류의 고명(팥, 흑임자, 녹차, 간

벼운 쇼핑과 식사가 가능한 곳이다.

장, 꿀 등)을 올려 먹는 떡정찬이 유명한 곳이다.
맵코드 142 046 027*03
구글지도 GPS 38.928336, 141.137456
운영시간 11:00~14:00/17:00~21:00
교통 이치노세키역에서 도보 2분
홈페이지 fujisei.co.jp/fuji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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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맵코드 142 073 088*15
구글지도 GPS 38.936819, 141.112877
교통 이치노세키역에서 버스로 40분 소요, 차로 10분
www.iwatekenkotsu.co.jp/ichinoseki_hiraizumi.
html(이치노세키 주요 노선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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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

4

이치노세키 온천마을 一関温泉卿 18:00

9:50 이치노세키역 서쪽출구에서 버스 승차

2일

백대자연경관인 이와테의 겐비케이 계
곡을 즐길 수 있는 온천마을이다. 강의 침식작
용에 의해 생겨난 기암들과 심연, 돌구멍으로부

히라이즈미-이치노세키 구역 원데이 패스
구입처 이치노세키역 버스정류장 가격 1,000엔
홈페이지 www.iwatekenkotsu.co.jp/freetiket-ondaypassport20160416.html

터 솟아나는 폭포를 감상하는 것이 포인트이며

1

2km거리 남짓으로 가벼운 삼림욕 및 산책을 하
기에 그만이다. 트레킹이 끝나면 하늘 나는 당고
(계곡 맞은편에서 밧줄 하나에 매달려 떡꼬치가

세계문화유산 히라이즈미는 불교와 일본의 자

강을 건너 배달되는 시스템)도 맛보고 글라스 파

연숭배가 융합된 독자적 건축물과 정원 및 유적

크도 가볍게 둘러볼 수 있다.

이 잘 보존된 곳으로, 2011년 6월 유네스코 세

맵코드 656 028 333*28
구글지도 GPS 38.941044, 141.106050
교통 이치노세키역에서 겐비케이 버스정류장(버스로
20분), 겐비케이 온천 이츠쿠시엔, 칸포노야도 이용
시 이치노세키역에서 15:00 출발 무료 셔틀버스 이용
홈페이지 www.ichitabi.jp/spot/data.php?no=8

4-1

마츠루베 온천 祭畤温泉かみくら

완벽하게 프라이빗 한 공간을 선사하며 대자연에 파묻혀 힐링할
수 있는 고급료칸이다. 오슈호를 끼고 있어 여름에는 카누가 가능하며, 마

세계 문화유산 히라이즈미
世界文化遺産平泉

계유산에 등재됐다. 히라이즈미는 헤이안 시대
에 지금의 교토인 헤이안쿄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일본 불교 정토사상의 중심지
였다. 헤이안 시대를 대표하는 사찰인 츄손지와
모츠지를 중심으로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10:12

2

12분

맵코드 142 254 031*12
구글지도 GPS 38.991265, 141.098853
홈페이지 hiraizumi.or.jp/kr/index.html

츄손지 中尊寺

지카쿠 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금색당, 본

츠루베산을 혼자 점유하고 있는 독특한 시설로 여름에는 트레킹 및 글램

당, 산코조(자료보관실) 등 유구한 역사를 자랑

핑, 겨울에는 스노 트레킹 및 눈썰매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하고 있다.

하는 거목들 사이에서 불교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맵코드 656 028 712*2 구글지도 GPS 39.009506, 140.862697
교통 이치노세키역에서 무료 셔틀버스 이용(16:30), 버스로 40분 소요

다양한 건조물들이 건립돼 있다. 헤이안 시대의
공예기술의 진수를 엿보는 금색당(콘지키도, 金
色堂)에서는 한국어 안내방송도 들을 수 있다.
맵코드 142 282 771*47
구글지도 GPS 39.001994, 141.102596
영업시간 08:00~17:00(동계 08:30~16:00)
교통 켄포쿠 버스 이용 또는 히라이즈미역에서 룬룬버
스 탑승(10분 소요) 또는 히라이즈미 원데이패스 이용
입장료 800엔(산책 및 본당 견학은 무료, 금색당 등 일
부 구간 유료)
홈페이지 www.chusonji.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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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테 철도 노선도

3

모츠지 毛越寺

13:18

지카쿠 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넓은 경내
에 금당과 문 등의 기단, 초석, 회랑 및 흙으로 쌓은
보루의 흔적만 남아 있지만 정토정원을 대표하는
큰 연못을 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다.
맵코드 142 253 099*03
구글지도 GPS 38.987489, 141.107622
영업시간 08:30~17:00(동계 16:30까지)
교통 켄포쿠 버스 이용 또는 히라이즈미역에서 도보 10
분 입장료 500엔 홈페이지 www.motsuji.or.jp/kr

14:18 탓코쿠노이와야 達谷窟毘沙門堂

15:23 겐비케이

16:36 이치노세키역

선택 관광지
게이비케이 猊鼻渓

일본 100경 명승지중 하나로 석회석이 침식되어 형성된 2km길이의 협곡
이다. 노 하나로 배를 젓는 뱃사공들이 여러분을 무릉도원으로 안내한다.
양쪽으로 기이하게 생긴 암석들을 구경하면서 뱃사공이 고요한 계곡 안에
서 일본 민요도 불러 준다. 계곡물은 1급 청정수로 잉어와 곤들매기 등도
만나볼 수 있다. 30분가량 배로 계곡을 내려가다 보면 사자코 같이 생긴
암벽을 만나볼 수 있는데 이것이 게이비케이 지명의 유래가 되기도 했다.
90분 동안 속세를 떠나 신선이 된 듯한 호사를 누릴 수 있다.
맵코드 308 241 225*01 구글지도 GPS 38.989502, 141.255326
영업시간 08:30~16:30(동계 16:00까지)
교통 이치노세키역 서쪽출구 버스 승차 승선료 1,600엔
홈페이지 www.geibikei.co.jp

이치노세키역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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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다이역

고속버스
1시간 30분, 편도 1,500엔·왕복 2,700엔
공항철도
30분, 650엔

센다이역

센다이공항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