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a beautiful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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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다하치만타이의�매력

도와다하치만타이�국립공원은�아오모리・이와테・아키타 �현에�걸친
산악・계곡・호수와�늪의�풍경이�펼쳐지는�공원입니다.

아오모리 ・ 아키타

도와다코�호수

아키타

뉴토�온천마을
이와테

와보목야의
잇폰자쿠라

도와다코�호반에는�아오모리�현, 이와테�현�두�현에�걸쳐
야스미야�지구의�온천지가�펼쳐집니다. 도와다코�호수의
남쪽�호안에는�많은�전망대가�있으며, 특히�시메이테이

전망대는�사람도�많지�않아�조용하게�도와다코를�바라볼
수�있는�숨겨진�명소입니다. 이곳에서는�호수가�하트
모양으로�보이는�것이�특징적입니다.

숨은�명탕으로�인기가�많은�온천�명소. 뉴토�산�기슭에 7
개의�온천지가�점재하며, 각각�고유의�원천이�있어�일곱
온천을�돌아볼�수도�있다.

웅대한�이와키산을�배경으로�푸른�들판에�의젓하게�서�있는
한�그루의�벚나무가�아름답다. 가는�길에�방목되어져�있는
소를�볼�수도�있어�평화로운�분위기에�마음이�힐링된다.
절정：5월�초순～중순

아오모리

오이라세�계류

아키타

기리탄포�나베
이와테

하치만타이
수빙

도와다코�호반�네노쿠치에서�야케야마�산으로�이어지는�약
14km의�계곡. 풍성한�수목에�둘러싸여�있으며�십여�개의
폭포와�다양한�기암, 기승�등�자연미를�느낄�수�있다.

쌀과�눈의�고장�아키타�북부의�향토�요리「기리탄포�나베」
는�지은�밥을�으깨어�나무�막대기에�붙여서�구워낸�것을

토종닭, 파, 버섯, 우엉, 미나리�등을�넣은�닭�육수로�끓인
찌개�요리입니다. 유명�브랜드�쌀인「아키타코마치」나

브랜드�닭고기「히나이�토종닭」, 이�고장의�채소�등을
사용한�아키타의�미식�요리입니다.

하치만타이는�아오모리토도마쓰의�서식�밀도에�있어서

세계�제일을�자랑하며, 수빙�또한�세계에서�가장�광대하게
만들어진다고�합니다. 백컨트리�스키나�스노슈로�견학할

수�있는�투어도�많이�있으므로, 이�시기에만�맛볼�수�있는
도호쿠의�감동을�체험해�보시기�바랍니다.

폭포�가이드�코스

도와다�하치만타이에서�체감하는

계절마다�다른�표정을�보여주는
도와다하치만타이의�대자연

��가지�콘텐츠

멀리�내다보이는�훌륭한�경관과�가까이

다가가면�수면�위로�비치는�나무들의

콘트라스트�그리고�수많은�고산식물들을
즐겨�보세요.

고풍스러운�기모노를�입고�거니는�작은�교토「가쿠노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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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기모노를�입고�무사들의
저택을�거닐다�보면 특별한�여행의
추억이�만들어집니다.

겔렌데에�드러누워�밤하늘을
바라봐요!다같이 3,2,1 카운트다운!

기모노를�걸치고�작은�교토로�불리우는

스키장의�겔렌데내의「자작나무�로지」

가쿠노다테로�산책폭포�가이드�코스을
떠나보지�않겠습니까?

로�마이크로버스로�안내합니다.

기모노를�걸치면 가쿠노다테의�산책이

돗자리가! 마음껏�팔다리를�쭉�뻗고

「자작나무�로지」앞에는�대형

기모노�입어보기�체험, 일본의�전통복장인
보다�즐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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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랏세�공방의�날

네부타�축제의�역사와�매력을
빠짐없이�소개하여�네부타의�모든
것을�체감할�수�있는�꿈의�공간입니다.
부모님�동반�참가도�대환영입니다.
금붕어�네부타

일찍이�오사리자와광산�발견의�계기가

네부타�문양�부채�색칠하기

네부타�가면
「시바라쿠」
제작

방울�만들기

핫코다�스노슈�하이킹

사 금 을 「 판（ 그 릇 ）」이 라 는 � 도 구 를
사용하여�선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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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부터�펼쳐지는�핫코다의

수빙사이를�산책하며�기상�상태에

참가하시는�모든�분들이�즐기실�수

따라서는�맹렬한�눈보라도�체험해�볼�수

있도록�자원봉사�가이드가�무료로�즐겁게

있습니다. 이�기회에�꼭�한�번�한겨울의

안내해드립니다. 자~ 함께�산책해�볼까요?

핫코다를�체험해보시지�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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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밤나무�숲에�둘러싸여�있는
호수를�캐나디안�카누로�산책하는
투어~!

밤하늘�별�관찰…시작됩니다♪
북도호쿠�지방에서�유일하게
로프웨이로�가는�밤하늘�별�감상�투어.

경치. 바다같이�넓은�호수와�하늘. 바람도

파도도�없는�호수의�표면은�마치�거울처럼

밤하늘의�수많은�별들을�만끽하세요.☆

숲과�하늘을�비춥니다. 안내�설명을�마치고

해드립니다. 깜깜한�밤에�하늘�가득

익숙해지면�호수에�손을�담가�보기도�하고

트랙터�트레인으로�가는�자연�만끽�투어 100년삼나무�숲속길�코스
흥미있는�투어로�고이와이�농장의
매력을�접해�보세요

트렉터가�이끄는�수제�객차를�타고

미공개�삼림지역을�순회합니다.

「장거리�도보는�좀�그렇지만�자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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彡밤하늘�가이드가�별에�대한�해설을

호숫가에서�유유히�나아가는�카누에
편하게�누워서�하늘을�올려다�봐�보세요!

감상하고�싶다」
하시는�분께�추천해드리는
투어입니다.

【A 풍경코스 약 �시간�코스】
【B 역사와�문화�코스 약 �시간 ��분�코스】
【C 맛과�쇼핑�코스 약 �시간 ��분�코스】

시즈쿠이시�은하로프웨이

물새의�눈높이로�느끼는�도와다�호수의

4

담아서�가져가실�수�있습니다.

아오모리시내를�느긋하게�산책.
거리에�있는�재밌는�이야기, 놀라운
이런�일, 저런�일! ！

코스는�로프웨이의�산정상역

도와다�호수�카누투어

이�곳에서는�이�채집기술을�체험할�수

있으며�채집한�순금�및�사금을�전용병에

아모오리마치테쿠

강설량이�많기로�손꼽히는�지대로
새하얀�수빙과�핫코다�산맥의
조망이�매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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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에는�따뜻한�음료수도�한�잔!

되었던�사금. 옛사람들은�밀도가�다른

미니�금붕어�네부타�만들기
네부타�가면�그림색칠

후, 밤하늘에는�한가득�별들이… .

현대판�금�채굴가가�되어�순금과
사금을�채집한다.

아오모리�네부타를�좀�더�가까이서!

제작물：

드러누워�봅시다. 순간�눈�앞이�캄캄해진

순금�및�사금�채취

오리지널�교재로�배우는�체험교실입니다.

2

사전예약 : �주전까지

겔렌데에�누워「은하철도의�밤」을�체험

유서�깊은�무사�다테츠�집에서�전통

1

실시기간 :�월부터�눈이�내릴�때까지 (��월정도)

퍼져있는�별들을�관측할�수�있는�절경의

10

천체�관측�장소. 도시의�불빛이�닿지�않는
해발 ���m부터는�평소에는�결코�볼�수
없는�감동적인�광경이�펼쳐집니다.

그�밖에도�매력�넘치는�콘텐츠가�가득한
도와다�하치만타이

자세한�내용은�웹사이트에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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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주모리야마

40
103

다�길

아키타

도와다�핫코다�지역

도와

아오모리

하치만타이�지역

[네이쳐익스피리언스

그린하우스]

가장�가까운�역에서�오시는�방법 : 도호쿠�자동차도�도와다IC에서
아오모리현�도와다시�오오아자�오쿠세�아자�도치쿠보 182 오이라세�용수관2F

5 트랙터�트레인으로�가는�자연�만끽�투어
100년삼나무�숲속길�코스

[고이와이�농장]

가장�가까운�역에서�오시는�방법 :
모리오카�역�앞「10번」
승강장에서「고이와이�농장�마키바엔�행」
또는「아미하리�온천행」버스�승차
（약30분）
이와테현�이와테군�시즈쿠이시쵸�마루야치36-1

1시간 10분

8 순금�및�사금�채취

[사적�오사리자와�광산]

가장�가까운�역에서�오시는�방법 : JR하나와선�가즈노하나와�역에서�택시로 10분
아키타현�가즈노시�오사리자와�아자�시시자와1-3-5

9 아모오리마치테쿠

[아오모리시�관광교류정보�센터]

가장�가까운�역에서�오시는�방법 :
아오모리�자동차도 아오모리IC 자동차（일반로） 15분
오우혼센 JR아오모리�역 도보 1분
아오모리현�아오모리시�신마치 1-1-25

10 시즈쿠이시�은하로프웨이

[시즈쿠이시�스키장, 프린스�호텔]

가장�가까운�역에서�오시는�방법 : 도호쿠신칸센�모리오카�역에서�택시로 40분
이와테현�이와테군�시즈쿠이시초�다카쿠라�온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