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키타 요코테와 가쿠노다테 2박3일 (단풍, 클래식로드, 카페) 

 

아키타는 현재 직항노선이 없는 관계로 센다이 공항 (아시아나)를 통해서 매일 들어갈 수 있습니

다. 센다이는 아키타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센다이 공항으로 갈 때에는 아키타의 서남단, 아

오모리 공항으로 갈 때에는 아키타의 동북단을 둘러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도 이와테 남

단을 둘러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센다이 공항을 이용하여 입국한 뒤 센다이역으로 가서 센다이역

에서 아키타현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택해 봅니다.  

센다이공항-센다이역-버스터미널 또는 JR 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http://www.beautifuljapan.or.kr/iwate/News.asp?page=VIEW&IDX=783&BD_SITE_GUBUN=&tb=con

tentsnews&search=&searchkey=&List_BD_GUBUN=3&start=31 

<센다이역에서 아키타 요코테/유자와 가는 교통편> 

 J  R J  R 
羽 後 

버스 

羽 後 

버스 

센다이역 동출구（73 番） 8:20 10:20 15:30 17:20 

히로세도오리 (広瀬通一番町) 8:30 10:30 15:40 17:30 

산나이 버스스탑山内バスストップ 10:55 12:55 18:05 19:55 

요코테 IC 입구横手インター入口 11:06 13:06 18:16 20:06 

요코테 버스터미널横手バスターミナル 11:13 13:13 18:23 20:13 

쥬몬지 안내소 十文字案内所 ∥ 13:30 18:40 ∥ 

유자와역 湯沢駅前角 ∥ 13:44 18:54 ∥ 

유자와 영업소湯沢営業所 ∥ 13:45 18:55 ∥ 

센난 せんなん 11:28   20:28 

롯쿄六郷 11:38   20:38 

오오마가리 버스터미널大曲バスターミナル 11:55   20:55 

<센다이에서 아키타 요코테/유자와 교통 요금> 

 센다이역 기준 

편도 

(어린이 /경로/ 장애인은 반액) 

 

왕복（10 일간 유효） 

 

http://www.beautifuljapan.or.kr/iwate/News.asp?page=VIEW&IDX=783&BD_SITE_GUBUN=&tb=contentsnews&search=&searchkey=&List_BD_GUBUN=3&start=31
http://www.beautifuljapan.or.kr/iwate/News.asp?page=VIEW&IDX=783&BD_SITE_GUBUN=&tb=contentsnews&search=&searchkey=&List_BD_GUBUN=3&start=31


산나이 버스스탑 

 
3,560 円 6,400 円 

요코테 IC 입구 3,680 円 6,620 円 

쥬몬지안내소 3,780 円 6,800 円 

유자와역/유자와영업소 3,880 円 6,980 円 

센난/롯쿄 3,820 円 6,880 円 

오오마가리 버스터미널 4,020 円 7,240 円 

 

이번 가을에 찾은 곳은 오야스쿄온천 단풍마을입니다. 오야스쿄(小安峡)온천은 유자와역에서 우고

교통버스로 1시간 가량 구비구비진 곳을 들어와야 하는 곳입니다. 아주 깊은 산속에 있지만 그만

큼 단풍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단풍 경승지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온천마을에서 밖으

로 걸어나오면 바로 단풍 협곡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야스쿄 온천마을까지 가서 짐을 푸는 것

이 급선무겠습니다. 

오야스쿄 온천마을에는 몇 개의 료칸들이 있는데 타로베에가 규모가 제일 크지만 이번에는 모토

유 쿠라브(元湯くらぶ)라는 곳으로 결정! 료칸들이 전부 옹기종기 모여있어서 온천마을에 숙박을 

한 후 다음날 단풍 꽃놀이를 하면 좋겠네요.  

밤늦게 들어간 모토유 쿠라브는 정갈한 느낌의 전통 온천료칸이었어요.. 



 

객실 천장이 높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따뜻한 베이지톤의 벽지와 다다미 그리고 블랙으로 마감

된 포인트 골조가 안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 객실은 8조에서 10조사이로 그렇게 넓지 않

지만 조용한 료칸여행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스펙입니다 

 

 



 

 

 

이렇게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실내에서는 모든 시설을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다다미의 따뜻한 기

운도 느끼면서 슬리퍼 신는 스트레스마저 벗어 던지는 진정한 힐링 스테이를 누려 봅니다. 

저녁 카이세키 한번 볼까요?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신선한 산해진미가 모두 개성 있는 소스들과 어우러져 싱싱하고 건강한 

맛이 나는 정찬이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다음 모토유의 진수를 맛보는 시간. 원천이란 뜻의 모토유라는 이름에 끌려 여기까

지 왔기 때문에 온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어요.  

수질은 특별히 미끌거린다던지 유황성분이 강하다던지 염분이 섞여있다는 식의 특이사항은 없지

만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앗 뜨거~ 온도가 높은 만큼 외부 공기도 엄청나게 싸늘하구요.  

싸늘한 공기와 뜨거운 온천수의 조화를 사랑하는 필자는 풍덩풍덩. 

욕조는 큰 탕과 개인 원통탕으로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복층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단풍이 노



랗게 잘 물들었습니다. 

 

숙면 취한 다음날 아침의 료칸 조식입니다. 방 호실 별로 이렇게 개별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답니



다. 

 

거친 질감 컵에 담긴 우유와 일본 식기에 담겨 나온 요구르트의 언발란스 조화가 저의  

눈을 끌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담은 아주 신선하고 깨끗한 유제품들로 조식을 마무리합니다. 

 

 

아침에 찾은 오야스쿄의 단풍을 둘러보아요. 

먼저 협곡 들어가기 전에 볼 수 있는 단풍 뷰 포인트들 



 

 

 

 

이런 단풍길과 호수를 지나 드디어 오야스쿄 협곡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대분화구가 있어서 

협곡과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들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강물이 에메랄드 빛인 것 같았으나 아침에 흐리고 비가 주룩주룩 오는 관계로 예쁜 강물 빛을 담

지는 못했네요. 

협곡의 어마어마한 규모가 가슴 벅찬 곳이었습니다. 

오야스쿄에서 40분거리에 있는 요코테 마스다쵸의 클래식로드를 구경하러 다녀볼까요. 

예로부터 산업과 교통, 물류의 거점으로 번성했던 마스다쵸의 클래식로드에는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 초기시대에 걸쳐 상인들이 다녔던 거리의 모습과 창고(쿠라)들이 잘 보존되고 있어 국가지

정 중요전통 건축물군 보존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00미터정도 되는 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옛

날의 번성했던 쿠라들이 즐비해 있고 이 쿠라들은 상점으로 개조가 되어 있거나 실제로 자손들이 

거주하거나 박물관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 들여다 보는 재미가 쏠쏠한 소도시 거리기행의 포인트

가 됩니다. 이 지도만 있으면 반나절 여유 있는 거리산책은 문제 없어요. 

 



 

파란색: 관광안내소 / 보라색: 견학 및 쇼핑 / 초록색: 카페 및 식사 

 

요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저기 옛날 창고 안도 들여다 보고 카페를 다니면서 차도 마실 수 있

는 컨셉입니다. 창고라고 하면 보통 물건을 그냥 보관하거나 쌓아두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지역에서 사용된 창고는 ‘상점 및 거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소

중한 자료들이나 유물들을 보관하는 자료 창고부터 시작하여 거주하는 창고까지 다양한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렌터카로 갈 경우에는 거리 중심부에 있는 마룬메라는 작은 마트 앞에 큰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토 마타로쿠 저택으로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내부를 모두 견학할 수 있고 2층집이에요. 황태자도 다녀가셨네요. 

집주인분이 막 친절하게 들어오라고 하셔서 얼떨결에 들어가 봤더니 견학료가 300엔 있었습니다. 

 

2층집이고 2층 테라스에서 밖의 거리들이 다 내다보이는 아주 재미난 공간을 지닌 쿠라였습니다.  

2층 다락방에 문을 열고 나가면 테라스 맞은편으로 비료상점이 보이네요. 자료관에는 진귀한 것

들이 많이 보관 되었는데 할아버지 대에서 사용했던 어린아이 목마 장난감이나 자전거, 증조할머

니가 시집올 때 가져온 혼수 인형 등이 인상적이었어요.  



 



 

그외 무료로 관람가능한 상점도 있습니다. 사토 가문 쿠라보다는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거리 풍경 스케치 



 

클래식 로드 창고 중에서 압권은 사토 코고베에 가문의 저택입니다. 대문을 여는 순간 3층 저택

으로 입이 쩍 벌어지는 규모와 화려함, 정원의 조경 등도 아름답습니다. 유료견학. 



 

 

 



 

 

이제 출출하니 점심을 먹으러 사토 요스케 료싱앙으로 갑니다. 아키타는 이나니와 우동으로 유명

한 곳! 그 이나니와 우동의 진수를 맛 볼 수 있는 사토 요스케 자료관 안에 위치한 레스토랑입니

다. 외관과 내부 모습입니다. 이나니와 우동이 나오기 전에 자료관을 둘러보면서 기념품 구입으

로 시간도 적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런치로 가볍게 가게에서 추천하는 880엔짜리 우동을 시켜봤습니다. 냉우동이고 츠유가 일반 간장 

츠유와 참깨 츠유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둘 다 정말로 맛있습니다. 

 



예쁜 카페가 있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 카페의 이름은 쇼쿠덴푸노사토. 가게 주인 아줌마도 

예쁘게 생기셨어요. 아키타 미인이란 말에 실로 납득납득.  

 

커피나 홍차는 500엔 정도면 먹을 수 있고 간단한 수프 및 샐러드 런치는 1500엔 정도입니다. 

맛이나 분위기는 설명이 필요 없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앤틱. 테이블이 3개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정말로 아기자기한 카페. 

 



 

 

 

 

그 외에도 반대방향 초입에 카페신잔 이라는 찻집도 있습니다. 이 찻집은 모던한 인테리어입니다. 



 

커피 원두를 파는 치다 유힌텐 

 

이 동네메밀국수 맛집이라는 하야시 료칸은 이미 예약이 다 차 있었습니다. 예약손님만 받는다네

요. 쿠라 주인분이 소개해 준 곳이어서 꼭 가보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아쉽아쉽.  

 

배도 두둑하니 다시 꽃놀이 장소로 이동해 봅니다.  



다시 1시간 거리를 달려서 도착한 단풍놀이 장소는 다키가에리 계곡(抱返り渓谷)! 

주차장에 다다르기 전에 요원들이 차를 불러 세우더니 주차요금을 미리 받습니다. 차 1대당 300

엔이에요. 다키가에리 계곡은 단풍철 등이 되면 가쿠노다테 무사저택 거리에서 정기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 가쿠노다테에 차를 세워 두고 셔틀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네요. 

미슐랭 그린가이드에도 등재된 다키가에리 계곡입니다. 계곡 길 따라서 폭포까지 1시간정도 트레

킹 코스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강물이 에메랄드 빛. 

 

 



 

다키가에리계곡에서 20분거리에 있는 가쿠노다테 무사저택거리의 단풍도 간 김에 구경해 봅니다. 

 



11월초 아키타현의 일몰시간은 4시30이에요.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대부분의 견학

장소들을 놓치게 되니까 동선을 잘 짜셔야 합니다. 벌써 해가 어둑어둑해 지려고 해서 다시 요코

테로 긴 여정을 떠나봅니다. 오늘 묵을 곳은 사와라비라는 전통 료칸입니다. 로비 라운지와 객실. 

화양실이라서 옆에 트윈베드가 따로 있고 다다미에서는 여유 있게 단풍 절경 보면서 티타임을 가

져 봅니다. 

 

 

석식 카이세키는 샤부샤부가 메인이었습니다. 

 

조식에는 햄 달걀후라이, 회, 절임반찬 등이 정갈하게 한 상 차려져 있고 세미 샐러드 뷔페를 이



용할 수 있어요. 

 

노천탕에 예쁜 단풍이 절정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한 츠리키치 산페이가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아침온천도 한 후 다시 센다이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도 온통 단풍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