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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라: 아키타시의 거리 여행 가이드.
역사적인 명소･고적이나 스포츠레저시설, 
미술관, 공예품에서부터 음식점가이드까지
아키타를 걷는 법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지도와 편리한 정보를 모아
아키타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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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타시관광포털사이트
비비트채널 Akitachi

아키타시의 이벤트&
관광정보는 여기로!

http：//akitacity.info/

[아키타치]

※게재정보는 2015년5월 1월 기준입니다.
발행 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제회의 관광도시 아키타

유라라

아키타시에 어서 오세요.
교 통 안 내

츠루가

니가타

아키타

도마코마이

13시간
일

6시간 30분
화.수.목.
금.토.일

12시간15분
월.화.수.
목.금.토

12시간30분
월

6시간35분
월.화.수.
목.금.토

10시간20분
화.수.목.
금.토.일

신주쿠

아키타

센다이

플로라호 센슈호
1일 1편

8시간 30분
1일 10편

3시간 35분

■바닷길【페리】

■고속버스

■하늘길

도쿄 (가와구치 JCT)

아키타 (아키타중앙 IC)

동북횡단고속도로
약 5시간

아키타고속도로 
약 90분

기타카미

■고속도로

●일본도로교통정보센터
   (아키타정보)　
   TEL050-3369-6605

■철도

●JR동일본 문의센터
　TEL050-2016-1603
   (영어.한국어.중국어로 전화안내)

●ANA(전일본공수)
　TEL0570-029-222 
●JAL/J-AIR(일본항공 재팬)
　TEL0570-025-071 
●KAL(대한항공)
　TEL0088-21-2001 
●아키타공항터미널빌딩
　TEL018-886-3366 

※아키타공항에서 아키타역까지 차로 약 35분입니다.
■공항리무진버스
   공항행은 1일16편
   아키타역행은 1일18편(매일 운행)
　아키타중앙교통 TEL018-823-4411

●신일본해 페리
  아키타 페리터미널
　TEL018-880-2600 

●아키타 중앙교통
　TEL018-823-4890
●오다큐버스
　TEL03-5438-8511
●미야기교통
　TEL022-261-5333
●JR버스동북
　TEL022-256-6646

하네다공항
(도쿄)

羽田空港（東京）

오사카국제공항
(오사카)

大阪国際空港（大阪）

신치토세공항
(삿포로)

新千歳空港（札幌）

인천공항
(서울)

仁川空港（ソウル）

중부국제공항
(나고야)

中部国際空港（名古屋）

하네다공항
(도쿄)

羽田空港（東京）

ANA1일 5편
JAL1일 4편

65분

ANA1일 3편
JAL1일 3편

85분

ANA1일 2편
JAL1일 3편

55분

ANA
1일 2편

85분

ANA
1일2편
70분

KAL
월.목.토
주 3편
150분

도쿄

아키타

아키타
신칸센

야마가타
신칸센

신조

오우본선

조에츠
신칸센

니가타

우에츠본선

최단시간
3시간37분

최단시간
6시간26분

최단시간
5시간54분

아키타
공항

오다테
노시로
공항

空 路

鉄 道

フェリー

秋 田

東 京

秋田
空港

大館能代
空港

川口JCT

北上JCT

秋田中央IC

秋田

仙台

苫小牧

秋田

新潟

敦賀

新宿

高速自動車道



메이토쿠칸코지

히로코지

사타케코지 사타케사료관

구보타성 오스미야구라

공원

대형버스
전용

하치만아키타 신사

혼마루

아나몬노호리
(해자) 오테몬노호리(해자)

포켓파크

종루

공원
사무소

오비구루와몬 터(문)

츠치몬 터(문)

바바 터(승마장)

후조몬 터(문)

  히타치오타시
●자매도시기념
  백일홍(보호수)우라몬 터(뒷문)

우라몬사카(뒷문언덕)

붓꽃정원

오쿠니와 터(안뜰)

●
다몬나가야 터(집)

 오시라스 터(법정) 가노 교쿠호 송덕비
        ●

나가사카몬 터
(니노몬 터)(문)

나가사카

구로몬 터(문)
가라카네바시 터(다리)

오모테몬도리

구로몬노호리(해자)●
안라쿠인

사카이메카타야쿠쇼
간조쇼 터(민정･재정 담당 회계관청)

간조쇼 터(민정　　　　　　　　　　　　　　　　　　　　　　　　　　　　　　　　　　　　　　　　　　　　　　　　　　　　　　　　　　　　　　　　　　　　　　　　　　　　　　　　　　　　　　　　　　　　　　　　　　　　　　　　　　　　　　　　　　　　　　　　　　　　　　　　　　　　　　　　　　　　　　　　　　　　　　　　　　　　　　　　　　　　　　　　　　　　　　　　　　　　　　　　　　　　　　　　　　　　　　　　　　　　　　　　　　　　　　　　　　　　　　　　　　　　　　　　　　　　　　　　　　　　　　　　　　　　　　　　　　　　　　　　　　　　　　　　　　　　　　　　　　　　　　　　　　　　　　　　　　　　　　　　　　　　　　　　　　　　　　　　　　　　　　　　　　　　　　　　　　　　　　　　　　　　　　　　　　　　　　　　　　　　　　　　　　　　　　　　　　　　　　　　　　　　　　　　　　　　　　　　　　　　　　　　　　　　　　　　　　　　　　　　　　　　　　　　　　　　　　　　　　　　　　　　　　　　　　　　　　　　　　　　　　　　　　　　　　　　　　　　　　　　　　　　　　　　　　　　　　　　　　　　　　　　　　　　　　　　　　　　　　　　　　　　　　　　　　　　　　　　　　　　　　　　　　　　　　　　　　　　　　　　　　　　　　　　　　　　　　　　　　　　　　　　　　　　　　　　　　　　　　　　　　　　　　　　　　　　　　　　　　　　　　　　　　　　　　　　　　　　　　　　　　　　　　　　　　　　　　　　　　　　　　　　　　　　　　　　　　　　　　　　　　재정 담당 회계관청)●
종루 터

마츠시타몬 터(문)

코인파킹 14대
(30분 / 100엔)

●
오다시쇼인 터(서원)

오사카

우치보리

오테몬 터(문)

●
해송(보호수)

나카도바시몬 터(문)

● ● ● ● ● ● ●

느티나무(보호수)

●
가네구라 터(금고)

바바노모미
(보호수)우즈미몬 터(문)
●

시립중앙도서관메이토쿠칸.
이시카와 다츠조 기념실

나카도바시도리

아키타현민회관

조이너스

P

S

R

RR

R

P

●
사타케 요시타카공 동상

●
요지로이나리 신사

고게츠연못

니노마루

●와카야마 보쿠스이 부자(父子) 노래비

●오모노가시라고반쇼

이야타카 신사  
●

다실 선암

구보타성 앞문

●
히노키 백그루 헌상비

S 매점
R 레스토랑 . 식당

정자

■1

■3

■4

■2아키타시의 볼거리 秋田市の
みどころ

아키타를 즐겁게 걷는다.

아키타 영주이자 재력가인 사타케 씨가 살던 구보타성의 성터. 
이곳에서 벚꽃, 진달래 등이 수놓은 아키타의 봄을 느껴 보십시오.

교  통

센슈공원가이드
千秋公園ガイド 시가지지도：A-6

（구보타성 유적）

아키타역에서 도보 약 10분

에리어 나카이치↓

거리 여행에 편리한 ‘순환버스’나 ‘구루링 일주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있습니다.

■1 구보타성 정문
久保田城表門
구보타성 본성을 엄중한 수비로 지켰던 
정문으로 목조 2층의 기와지붕이다.

■2 구보타성 오스미야구라
久保田城御隅櫓
망루와 무기고의 역할을 
담당했던 건물. 전망실에서 
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4 다실 선암
茶室宣庵
약 3m 크기의 배 모형 수수발(손 씻는 
물을 담은 그릇).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진다.

■3 사타케사료관
佐竹史料館
세이와 겐지의 피를 이어받은 영주로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사타케 씨의 자료를 전시.

아키타 난화 秋田蘭画
사타케 쇼잔 필 <홍련도> (아키타시립 센슈미술관 소장)

아키타시립 센슈미술관 (아토리온내)
秋田市立千秋美術館（アトリオン内）
국내외의 뛰어난 작품을 소개하는 기획전 등을 개최. 사타케 쇼잔･오다노 
나오타케 등의 아키타 난화 등 아키타에 연고가 있는 작가, 작품을 많이 
소장. 뉴욕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오카다 겐조의 기념관도 있음.
          아키타역에서 도보 약 4분 TEL018-836-7860교  통

시가지지도：B-6

아카렌가 향토관
赤れんが郷土館
구 아키타은행 본점으로, 메이지말기에 세워진 
서양건축물(국가중요문화재). 
전통공예품이나 가츠히라 도쿠시의 판화, 
인간문화재 세키야 시로의 기념실 등이 있다.
           아키타역에서 도보 약12분
TEL018-864-6851
교  통

시가지지도：B-5
시가지지도：B-5

민속예능전승관 네부리나가시관
民俗芸能伝承館 ねぶり流し館

간토축제와 츠치자키 히키야마축제 등 
민속예능을 소개. 간토 체험 이외에도  4
월에서 10월까지 토, 일, 공휴일에는 간토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아키타역에서 도보 12분 
TEL018-866-7091
교  통

●
　　　우마야 터(마구간)

※대형버스 전용주차장 
이용문의: 아키타시 공원과

　TEL018-866-2154



자연체험 自然体験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아키타의 자연과 놀이

교  통

다이헤이산 리조트공원 太平山リゾート公園
다이헤이산 자연에 둘러싸인 레저 명소. 온천풀과 스키장을 중심으로 
꽃공원과 캠프장, 식물원 등이 있어 아키타의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다.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30분  종합안내소 TEL018-827-2270（8：30～17：00）교  통

다이헤이산 리조트공원
다이헤이산 스키장
오파스 太平山スキー場 オーパス
고속 4인용 리프트와 나이트 조명 
등 완비. 스키 및 보드스쿨도 
준비되어 있어 초보자부터 
경험자까지 완벽 대응.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30분 
TEL018-827-2221
교  통

다이헤이산 리조트공원
쿠아돔 더 분
クアドーム ザ・ブーン

센터풀과 유수풀에서 놀거나 
노천온천과 전망 욕탕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연중 여름의 온천.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30분 
TEL018-827-2301
교  통

가츠라하마･
시모하마 해수욕장
桂浜・下浜海水浴場

일본해(동해) 쪽에 있는 잔잔한 아키타 
바다는 석양이 굉장히 아름답다.
              가츠라하마 :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35분. 
시모하마 :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40분.
교  통

골프장 ゴルフ場
아키타시 중심부에서 차로 아주 가깝다. 모든 골프장이 
독창적인 코스로 설계되어 있다.

모두 함께 레저를 즐기자

필드스포츠 경기

아웃도어 스포츠의 매력이 가득
아키타현립중앙공원
秋田県立中央公園

피크닉과 산책, 각종 스포츠와 
사이클링을 만끽할 수 있다. 
최대 140포인트의  필드스포츠 
경기도 가능. 2007년 아키타 
와카스기 국민체육대회 장소.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30분. 와다 역에서 차로 약 5
분.

교  통

전역지도：a-3 ●8

전역지도：a-3 ●9 전역지도：a-3 ●10

전역지도：c-1 ●11

전역지도：c-2・3 ●12

전역지도：c-1 ●13 ●14 

오모리야마동물원 미르베 大森山動物園 ミルヴェ
아키타시가 한 눈에 들어오는 녹음의 오모리야마공원 한 편에 위치하고 있다. 작은 
동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나카요시 타임’과 동물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맘마 타임’, 먹이주기 체험’(유료)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다. 개원기간3/21~11/30. 겨울철(1월~2월 토.일.공휴일)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30분  TEL018-828-5508

全域マップ：c-4 ●17

아키타 다이헤이산 컨트리클럽
秋田太平山カントリークラブ

<18홀 . 파-72>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20분 
TEL018-838-3333

아키타 리버사이드 그린
秋田リバーサイドグリーン

<9홀 . 파-36>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20분 
TEL018-829-0223

노스핸프턴 골프클럽
ノースハンプトンゴルフ倶楽部

<18홀 . 파-72>
아키타공항에서 차로 약 20분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40분 
TEL018-882-5071

리프레쉬 가든
リフレッシュガーデン

<9홀 . 파-29>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20분 
TEL018-826-1717

아키타컨트리클럽
秋田カントリー倶楽部

<27홀 . 파-108>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20분 
TEL018-863-6541

아키타 츠바키다이 컨트리클럽
秋田椿台カントリークラブ

<27홀 . 파-108>
아키타공항 및 아키타공항IC에서 차로 약 5분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30분 
TEL018-886-8888

미나미아키타 컨트리클럽
南秋田カントリークラブ

<18홀 . 파-72>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35분 
TEL018-873-3824

전역지도：c-2 ●15

전역지도：a-2 ●16

시가지지도：A-2

전역지도：b-3 ●18

전역지도：c-2 ●19

전역지도：c-2 ●20



선 물 おみやげ店
어패류, 산나물, 돈부리(댑싸리씨), 기리탄포
아키타의 자랑거리와 먹거리와 함께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아키타의맛과 솜씨가모두 모였다.

추천점포

■영업시간／9:30～19:30 음식점 정보는 문의해 주세요.
■휴일/연중무휴　■TEL／018-866-8001
■주소/아키타시 오로시마치2초메2-7
■대형버스 주차장 있음

■영업시간／9:30～18:30 
■휴일/설날, 재고조사･설비점검 등으로 인한 휴일 있음
■TEL／018-836-7830
■주소／아키타시 나카도리 2-3-8 아토리온 지하1층

■영업시간／1F ７:00〜22:00.2F ８:00〜20:00
3F ８:00〜22:00　■휴일／연중무휴 
■TEL／018-833-2416
■주소／아키타시 나카도리7초메1-2

■영업시간／５:00～18:00
■휴일/일요일(그외 임시휴업・임시영업 있음) 
■TEL／018-833-1855
■주소／아키타시 나카도리4초메7-35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아키타현 특산품플라자
■あきた県産品プラザ

■아키타 스테이션빌딩 토피코

■아키타 시민시장

■아키타 마루고토시장
어패류, 신선한 채소, 정육을 비롯하여 
아키타의 특산품과 공예품이 있는 대형점

기리탄포와 이나니와우동, 전통 공예품, 토속주 
외에도 신제품 등 다채로운 상품 판매중.

JR아키타역과 직결. 1층은 산지직송 마켓과 
패스트푸드, 2층은 각종 선물용 과자, 반찬 매장이 있음.

기리탄포
きりたんぽ
햅쌀로 밥을 지어 아키타산 삼나무 
꼬치에 뭉쳐 숯불에 구운 것이 기리탄포.
야채와 버섯, 히나이 토종닭을 같이 끓인 
후 기리탄포를 넣어 먹는 전골요리는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을의 맛.

토속주
地 酒
쌀의 고장이며 술의 고장인 
아키타. 40여 개의 양조장에서 
한냉다설의 토양을 활용하여 
‘간지코미’, ‘산나이토지’ 등으로 
알려져 있는 전통기법으로 
좋은 술을 만들어낸다.

이나니와우동
稲庭うどん 
에도시대 초기부터 유자와시 이나카와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건조우동. 가늘고 납작한 
면인데 식감은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다. 
옛부터 장인들이 손으로 정성 들여 만들고 
있다.

갓코
がっこ
소금 절임을 말한다. 무를 화로 위에 
매달아 훈제 시켜 만든 ‘이부리갓코’, 
손도끼로 거칠게 자른 ‘나타즈케’, 
‘된장절임’, ‘간장절임’ 등으로 아키타 
야채를 맛볼 수 있다.

아키타의 맛
맛따라 길따라

긴센 세공
銀線細工
얇은 은사를 사용하여 
섬세한 장식품이나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전통 
공예. 은사를 합쳐 
꼬아서 롤러로 누른 후 
말거나 엮는 섬세한 작업을 반복하여 은은한 광채를 
만들어 낸다. 아키타시지정 무형문화재

이코마칠기
生駒塗
오키나와의 류큐 칠기 기법을 
이어받아 기술연구를 거듭한 
옻칠 기술로, 주홍색을 칠해 
민무늬로 완성하는 칠기공예로는 
최상이라 불리고 있다.

아키타후키즈리
秋田蕗摺
아키타후키(머위)의 잎과 줄기의 
섬유질을  천이나 종이에 그대로 
압착하여 만든 염색 공예. 아키타후키의 
본래 모습 그대로 압착한 맹장지(盲障)
와 병풍 등이 있다.

아키타야키
秋田焼
유약을 바르지 않은 소박한 
질감과 유머러스한 입체조각이 
특징이며 오래 쓰다 보면 검은 
광택이 난다.

모쿠메가네
杢目銅
서로 다른 몇 개의 금속을 겹쳐 두들기며 
늘려서 만든다. 금, 은, 동이 풍부한 
아키타에서 생겨난 기법으로, 에도시대에는 
무기나 장식품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액세서리나 꽃 그릇 등이 인기.

공예품
장인정신으로 전해 내려오는 기법

아키타쌀 秋田米
풍부한 토양과 물, 밤낮의 기온차가 큰 아키타는 옛부터 대표적인 쌀의 고장. 기리탄포나 
말린 떡, 전병, 쌀가루를 얇게 부쳐 말아서 먹는 등 다양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시가지지도：B-6

시가지지도：B-7

시가지지도：B-6

시가지지도：D-5

아키타에서 잡은 신선한 어패류, 산나물, 버섯, 제철 
채소 등 약80개의 점포가 있는 활기찬 시장.

秋田の味 秋田市の工芸品



절벽 해안선에 울려 퍼지는 나마하게 전설

오가반도
구역

문의 : 오가시 관광협회 TEL0185-24-4700
         오가수족관 GAO(가오) TEL0185-32-2221
         나마하게관 TEL0185-22-5050

       오가수족관 GAO까지／아키타역에서 JR오가선 하행선 타고 하다치역 하차, 
버스로 약 60분.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75분.
교  통

나마하게관오가수족관 GAO(가오)

작은 교토의 운치와 호수의 전설이 손짓하는 곳

가쿠노다테 .다자와코(호수)
지역

아키타시를 거점으로
북으로 남으로

아키타시에서 
조금 더 멀리 광역관광안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세계자연유산

시라카미산지
구역 문의 : 후지사토마치 읍사무소 TEL0185-79-2111

        시라카미산지 세계유산센터 후지사토관 TEL0185-79-3001

           후지사토관까지／아키타역에서 JR오우본선 하행선
         후타츠이역 하차, 버스로 약 30분.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120분.
교  통

다케다이 자연관찰교육림 세계자연유산센터  후지사토관

문의 : 다자와코 관광정보센터 ‘포레이크’  TEL0187-43-2111
         가쿠노다테마치 관광협회  TEL0187-54-2700

白神山地エリア

男鹿半島
エリア

角館・田沢湖
エリア

横手・湯沢
エリア

요코테・유자와
지역

환상의 겨울 축제를 둘러본다

          가마쿠라 장소까지/ JR오우본선 요코테역에서 도보 약 10분.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60분.
아키타역 서쪽출구 10번 정류장에서 급행버스 요코테선으로 JR요코테역까지 약 90분.
이눗코축제 장소까지 /  JR오우본선・유자와역에서 바로.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90분.

교  통

가마쿠라
이눗코축제

　         가쿠노다테 부케야시키도리까지／아키타역에서 JR 아키타신칸센
(다자와코선)  가쿠노다테역 하차, 도보 약 20분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60분  
다자와호숫가까지/아키타역에서 JR아키타신칸센(다자와코선) 타고 다자와코역 
하차, 버스로 약 12분.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90분.

교  통

가쿠노다테 부케야시키도리(무사저택거리) 다자와코 다츠코상

문의 : 요코테시 관광협회 
　　  TEL0182-33-7111
         유자와시 관광협회
　　  TEL0183-73-0415

■기본요금 (1.5Km 까지)
●소형차……………………710엔
●중형차……………………730엔
●특정대형차(점보)………950엔

※심야조조(22시～익일5시)는 20% 할증 있습니다.
※택시는 시내 각 택시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지만,무료로 

지정장소대기 예약도 가능합니다.(전화)
※복지차량, 휠체어전용차량이 있는 택시회사 

이외에도 이동,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전에 
연락주시면 모든 택시회사에서 대응해 드립니다.

택시 タクシー

자전거 대여 レンタサイクル

정보 안내 インフォメーション

문의 ; 아키타현 콜택시 협회 아키타지부 TEL018-864-3631

아키타시 관광안내소 秋田市観光案内所　※하기참조
나카도리 7-1-2（아키타역구내）  TEL 018-832-7941
4～11월 무료 ※날씨에 의한 변동 있음

스포츠 스테이션 아키타 スポーツステーションあきた
나카도리 1-4-3(@4 - 3 1F）TEL 018-874-9591　정기휴일/토・일・공휴일 등
4월～10월／9:00〜18:00(열쇠 반납 18：30까지）
　　  11월／9:00〜17:00(열쇠 반납 17：30까지）

시가지지도：B-7

시가지지도：B-6

시가지지도：B-6

시가지지도：B-6

시가지지도：B-7

도요타 렌터리스아키타 아키타에키마에점 トヨタレンタリース秋田 秋田駅前店
아키타시 나카도리4-6-5 TEL018-833-0100  수신자 부담0120-41-0065

닛산 렌터카 아키타에키히가시구치점 日産レンタカー 秋田駅東口店
아키타시 히가시도리나카마치4-1 아르베2F TEL018-835-1623  수신자 부담0120-33-4123

역 렌터카 아키타영업소 駅レンタカー 秋田営業所
아키타시 나카도리7-1-1 TEL018-833-9308

렌터카 レンタカー

공익재단법인 아키타관광컨벤션협회 TEL.018-824-8686

문의처  
아키타현 하이야협회 아키타지부
TEL.018-864-3631
아키타시 음식점조합 환동운영회
TEL.018-834-1809

http://www.acvb.or.jp/
QR 코드 Email:acvb@acvb.or.jp

먹고,마시고 Get!

관광 안내 観光案内

아키타시 관광안내소 秋田市観光案内所
■시간／4월～10월 9:00〜19:00
　　　　11월～3월 9:00〜18:00
■정기휴일/12월31일~1월2일
아키타시 나카도리7초메1-2
아키타역구내(아키타 신칸센 개찰구 정면)
TEL018-832-7941 영어대응가능 
버스종합안내 검색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키타시 관광물산과 秋田市観光物産課
■시간／8:30〜17:15
■휴일/토･일･공휴일 12월29일〜1월3일
아키타시 산노1초메1-1  TEL 018-866-2112

(공익재단법인)아키타관광컨벤션협회
（公財）秋田観光コンベンション協会

■시간／9:00〜18:00
■휴일/토･일･공휴일 12월29〜1월3일
아키타시 오마치2초메2-12  E–호텔아키타1F
TEL 018-824-8686  
FAX 018-824-0400

등록된 음식점에서 식사 시 3000엔마다 300엔의 
‘야도카에루티켓(택시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키타에 어서오십시오

토.일도
대응



교  통

전역지도：b-4 ●5소야쿄 (이와미쿄)
岨谷峡（岩見峡）
이와미강 상류에 300m에 걸쳐 이어져 있는 거암절벽은 
신록과 단풍의 계절에 가장 아름답다. 오마타강과 
고가타강 계류는 아웃도어족에게 매력넘치는 장소.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45분.
와다역에서 차로 35분

아키타시 포트타워 세리온
秋田市ポートタワー セリオン

높이 143m의 포트타워. 100m높이에서 360
도로 회전하는 파노라마로 일본해(동해)와 오가 
반도, 조카이산을 볼 수 있다. 
관람시간(9:00-21:00)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20분.
츠치자키역에서 도보 약 25분.

하나노사토 華の里
관광교류관 빌라 플로라를 중심으로 세계 14개국 약
700종의 달리아가 피어있는 아키타 국제달리아원, 
고택을 이축하여 만든 레스토랑인 사토노이에와 
치즈관, 고에츠도미술관 등.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40분.
Villa 플로라 TEL018-881-3011
교  통

전역지도：c-2 ●6
국제교양대학
国際教養大学
철저한 영어교육 환경과 소수 인원제 
영어집중 프로그램 등 유니크한 
교육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30분. 
와다역에서 차로 5분.
TEL018-886-5900

교  통

전역지도：c-3 ●7

ADAGP,Paris & SPDA,Tokyo,2015    C

 X0037

교  통

전역지도：c-2 ●4아키타후키 秋田蕗
민요 ‘아키타온도’에서도 나오는 아키타후키(머위)는 잎의 크기와 줄기의 길이로 유명한 특산품. 6월 중순경, 
니이다지구에서 개최하는 후키 베기 촬영회에서 ‘아키타오바코’ 차림으로 후키를 베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25분

가와바타 川反（かわばた）
아사히강가에 늘어선 옛부터 가와바타센켄이라 불렸던 번화가. 조카마치(성 아랫마을)를 나눌 
때 무사의 입장에서 보면 강의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가와바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아키타역에서 도보 약 12분

동북지방 내에서도 손꼽히는 운치 넘치는 번화가

시가지지도：B-5

교  통

도시 핫 플레이스
커뮤니티에리어「에리어 나카이치」

센슈공원 인근에 있는 4개의 시설
(아키타시니기와이교류관, 아키타현립
미술관, 상업･레스토랑동, 주택동)과 
광장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에리어 나카이치 
마스코트 캐릭터
요지로

아키타시 니기와이교류관

아키타현립미술관

니기와이광장

히로코지히로코지

←←센슈공원

30분까지 무료. 1시간당100엔나카이치주차장P

　　　 아키타역에서 도보 약 10분 
[문의] 아키타마치즈쿠리(주)
TEL018-874-7500

시가지지도：B-6
교  통

교  통

아키타현립미술관
<아키타의 행사>를 비롯한 
후지타 츠구하루의 작품 전시, 
다양한 예술문화활동 발표의 장, 
그리고 아키타의 새 상징으로서 
유명한 건축가 안도 다다오씨의 
설계로 새롭게 변신했다.
　　　 아키타역에서 도보 약10분
아키타현립미술관
TEL/018-853-8686

후지타 츠구하루 <아키타의 행사> 1937년 (공익재단법인 히라노 마사키치 미술재단 소장) 

후지타 츠구하루의 대벽화 <아키타의 행사> 藤田嗣治の大壁画「秋田の行事」
‘레오나르 후지타’라고 불리며 파리에서 활약했던 서양화가 후지타 츠구하루. 
아키타의 축제와 생활상을 그린 대벽화 <아키타의 행사>(높이 3.65m, 폭 
20.25m)는 새 아키타현립미술관에서 볼 수 있다.

시가지지도：B-6

세리온 야경

교  통

전역지도：b-1 ●1

아키타현립박물관
秋田県立博物館
아키타의 종합박물관. 홀치기 염색교실 
등과 두근두근 체험실 등이 인기.
　　　아키타역에서 차로 약 30분. 오이와케역에서 
도보 약 20분. TEL018-873-4121

전역지도：a-1 ●2

교  통

고이즈미가타공원・스이싱엔
小泉潟公園･水心苑
두 늪을 둘러싸고 있는 아웃도어 명소.일본식 
정원도 있음　　　   아키타역에서 차로 30분, 
오이와케역에서 도보 약20분 TEL018-873-5272

전역지도：a-1 ●3

교  통



간토축제  竿燈まつり  8월 3일〜6일
【야간･본공연】간토오도리

오후 6시 15분 교통통제 적용
 (아키타 중앙도로 역 동쪽 입구는 오후 6시)
      6시 50분  간토 입장 (예정)
      7시 25분  간토 연기
      8시 35분  교류의 시간
                     (사진촬영･간토 체험)
      8시 50분  간토 퇴장
      9시 30분  교통통제 해제
【한낮의 간토(묘기회)】
에리어 나카이치 니기와이광장
4일~6일
오전 9시 20분~오후 3시 20분(예정)

【먹거리 장터】
시청 무대
2일~6일 / 오후 3시~오후 10시 30분 
중앙 무대
3일~6일 / 오후 3시~오후 9시 30분
중앙광장
【아키타 명물요리 페스티벌】

E-호텔 맞은편
3일~6일 / 오후 3시~오후 9시 30분

［문의］아키타시 간토축제 실행위원회 TEL018-866-2112(아키타시 상업관광과)
홈페이지 http://www.kantou.gr.jp/
[간토관람석예약센터]  TEL018-866-9977

다이쇼지 오케사 축제
大正寺おけさまつり

츠치자키 히키야마축제
[츠치자키 신메이사 레이타이사이]
土崎港曳山まつり ［土崎神明社例大祭］

아키타시 여름축제

오모노강 불꽃놀이대회
秋田市夏まつり 雄物川花火大会

아키타의 축제아키타의 축제秋田の
まつり
秋田の
まつり

가와베지구의 단풍
河辺地区の紅葉

    천연온천 시설
※■¥ 온천 이용요금
　(소비세 포함)
※숙박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시간

아키타의 온천
秋田の温泉

미인 온천에서 기적 온천까지

아키타온천 프라자

삼림학습관 기코리노야도
森林学習館 木こりの宿

약알칼리성 니베츠온천
■¥ 이용요금은 문의해 주세요.
●10:00〜21:00(월요일은 12:00부터)
니베츠만타라메 210 TEL018-827-2111
          아키타역에서 버스 ‘니베츠리조트
공원선’으로 39분 ‘삼림학습관앞’ 하차
교  통

전역지도：a-3 ●23

아키타현 건강증진교류센터 유포레
秋田県健康増進交流センター ユフォーレ

산나이협곡 온천물을 이용한 온천 시설
■¥ 600엔 (수영장도 이용할 경우 1,000엔)  
●10:00〜21:00(수영장은 18：30까지) 
가와베산나이아자마루마이1-1 TEL018-884-2111
           아키타역에서 버스 ‘다이헤이선’을 타고
이와미산나이에서 환승 64분 ‘유포레’ 하차
교  통

전역지도：b-4 ●21

쿠아돔 더 분 クアドーム ザ･ブーン
연중 여름인 온천풀에서 리조트 기분 만끽.
■¥ <입관료>일반510엔 ※단체할인 있음 
●10:00〜20:00(휴일 있음. 문의 바람)
니베츠아자만타라메213 TEL018-827-2301
          아키타역에서 버스 ‘니베츠리조트
공원선’으로 35분 ‘쿠아돔 더 분 앞’ 하차
교  통

전역지도：a-3 ●9

유와 후루사토 온천 유아시스
雄和ふるさと温泉 ユアシス

냉증, 신경통에 효능 있음. 코티지 시설도 있음.
■¥ 어른360엔 ●오전6:00〜8:00, 9:00〜21:00
유와진가무라아자후나오로시145-2 TEL018-887-2575
              아키타역에서 차로 50분교  통

전역지도：d-3 ●22

슈퍼건강랜드 [하나노유]
スーパー健康ランド｢華のゆ｣

여러가지 온천과 온돌방을 즐길 수 있다.
■¥ <입관료> 일반 / 평일 780엔.
토・일・공휴일 880엔(평일/휴일 20:00이후는 
630엔)　●10:00〜24:00 나카도리5-2-1 
루트 인 그란티아 아키타 TEL018-825-5411
          아키타역에서 도보 15분교  통

시가지지도：B-5

천연온천 호텔 고마치
　　　　　　 天然温泉ホテルこまち
대노천온천이 자랑. 대중연극을 공연하는 달도 있습니다.
■¥ 일반 3시간 650엔/ 5시간 800엔/ 프리타임(10:00-24:00) 
980엔(관내복 또는 타월 세트)/ 심야 3시간(23:00-익일2:00) 
950엔 ●10:00-익일2:00, 5:00-8:00
오로시마치1-2-3 TEL018-865-0001
         아키타역에서 버스 ‘오노바단지선(야나기하라 
경유)’으로 12분 ‘오로시센터입구’ 하차4분
교  통

시가지지도：D-5

스파&건강랜드 유란도호텔
スパ＆健康ランド ゆ～らんどホテル

치유 효능이 있는 직접 만든 온천. 탄산온천, 철분 함유 
온천에 암반욕까지. 모든 탕에 몸에 좋은 FFC물 사용.
■¥ 3시간 650엔<세전 602엔>, 숙박 2,300엔<세전 
2,130엔>(타월 세트, 관내복 서비스)  ●24시간 영업 
야바세이사노 2-16-29 TEL018-863-7811
          아키타역에서 버스 ‘신국도경유 츠치자키선’으로 
12분 ‘운수지국입구’ 하차 도보5분
교  통

전역지도：b-1 ●25

아키타온천 秋田温泉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나트륨염화물 탕에서 매끈매끈한 피부로
          교통 아키타역에서 버스 ‘아키타온천선’으로 16분 ‘온천입구’ 하차 1분
아키타온천 사토미  秋田温泉さとみ
■¥ 1,000엔(수건 포함) ●(부정기휴일있음)11:00～18:00(접수 17:00까지)
소에가와아자케이다이카와라142-1 TEL018-833-7171
온천센터 릴랙스  温泉センターりらっくす
■¥ 540엔　●일・공휴일 8:30～22:00, 평일・토요일
8:30～10:15, 12:00～22:00(접수 21:00까지)
소에가와아자케이다이카와라142-1
TEL018-837-4126
아키타온천 플라자  秋田温泉プラザ
■¥ 540엔　●10:00〜22:00(둘째・넷째 월요일12:00부터)
※토・일・공휴일은 9:00부터(접수 21:30까지) 소에가와
아자케이다이카와라 142-3 TEL018-833-1919

교  통

전역지도：b-2 ●24

시가지지도：B-6

시가지지도：B-4

시가지지도：B-6

시가지지도：B-5

8월 셋째 일요일 <유와>

※이벤트 및 무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월20〜21일 <츠치자키항 혼마치도리> 8월10일 <오모노강 하천부지 (아라야)>

10월 하순 절정 <가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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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소토아사히카와

유리혼조시

일본해연안 동

북고속도로

쇼와오가반도I.C

이와키 I.C

미치카와역

우고카메다역

니베츠삼림박물관

아
키

타
대

교

아키타미나미대교

노스핸프턴
골프클럽

다카오산（383）

니베츠국민의숲

헤이와공원

센슈공원

다카시미즈공원

아키타현립 고이즈미가타공원

야바세운동공원

아라야해변공원

오모리야마공원

하마다삼림종합공원(매림원) 고쇼노종합공원

이시이로게츠암

우에츠본선 오모노강

7

7

7

아키타리버사이드골프장

히토츠모리공원

이와키미나토역이와키미나토역

※시가지는
   뒷면기재

다이헤이산 스키장 오파스후지쿠라수원지

쿠아돔 더 분다이헤이산 리조트공원

헤소공원

미나미아키타 컨트리클럽

아키타현립중앙공원스포츠존

다케노하나공원

아키타신칸센 오우본선

●3
●2

●16

●8 ●9
●10

●18

●11

●13

●14
●15

●6

●12
●7

●4 ●17

●5

●19

●20

●24

●25

●23

●22

●21

아키타시 전역지도가타카미시

가타카미시

오가방면
노시로방면

오가선
가나아시

덴노 아키타현립박물관분관(구 나라가(家))

오가타
아키타현립박물관본관·스가에 마스미 자료센터

시모신조
아키타현립대학

오이와케역

이지마 아키타키타I.C

가미이지마역

아키타마리나

가미신조

이카와마치

고조메마치

가미코아니무라

다이헤이산（1170.4）（奥岳）

니베츠

삼림학습관(기코리노야도) 

다이헤이산 현립자연공원

아키타항 츠치자키항츠치자키항
츠치자키역
츠치자키신메이사

아키타공업고등전문학교

아키타후생의료센터

쇼군노페리터미널

아키타성터동문
아키타성터출토품수장고

스가에 마스미의 묘

이즈미 다이헤이산 P.A

아키타온천 사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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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리야마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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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노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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