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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과 문화를 찾아 떠난 휴식 여행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얼굴을 맞대고 있는 홋카이도(北海道) 하코다테(函館)와 아오모리(靑森) 현. 세계에서 가
장 긴 해저 터널인 세이칸(靑函) 터널로 연결된 두 지역은 바다로 단절돼 있어서인지, 개성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하코다테에는 항도의 낭만이 서려 있고, 아오모리 현은 문화와 자연 유산이 풍부하다. 거리는 160㎞, 열차로 2시
간 안팎이면 닿는 하코다테와 아오모리 현은 짧은 시간에 많은 추억을 만들려는 길손에게 추천하고픈 여행지이다.
글·사진 박상현 기자, 협찬 일본 국토교통성 홋카이도 운수국, 북도호쿠 3현·홋카이도 서울사무소

하코다테
동서양의 조화로 탄생한 미항

하코다테의 낭만은 기차역에서 전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베이 에어리어(Bay Area)와 모토마치(元町)에서 만끽할
수 있다. 붉은 벽돌로 높이 쌓은 건물들이 항구를 따라 늘
어서 있는 베이 에어리어는 1910년을 전후해 조성됐다.
홋카이도가 개발되고 인구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던 시기

역사는 종종 아이러니하다. 굴욕이 아름다움을 낳고, 승리가 몰락을 부르는 탓이다. 폐쇄적인 일본 정부는 서구의 압력에 시달린 나머지 1859년 3개
항구를 개방했다. 도쿄 인근의 요코하마(橫浜)와 규슈(九州)의 나가사키(長崎), 홋카이도의 하코다테이다. 현재 세 곳은 모두 유럽의 건축물이 남아 있

에 지어진 창고, 우체국, 은행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쇼핑

는 미려한 도시로 변모했다. 개항 150주년을 맞은 하코다테에는 1세기 전의 서양식 교회와 영사관, 창고가 오밀조밀하게 들어서 있다.

시설과 레스토랑으로 바뀌어 있다.
내부가 아기자기하게 개조된 베이 에어리어의 가나모리
요부쓰칸(金森洋物館)과 하코다테 메이지칸(明治館)은

겨

울이면 새하얀 눈이 대지를 뒤덮는 홋카

기념품을 구입하기에 좋은 곳이다. 유리 공예 제품, 액세서

이도는 일본의 다른 지방과는 달리 고즈

리부터 치즈 케이크나 건어물 같은 먹을거리까지 품목이

넉하고 평온하다. 그래서 번잡한 일상에

다양하다. 원하는 재료를 사서 오르골을 제작해볼 수 있고,

치여 사는 일반인들이 동경과 환상을 품

독일식 맥주를 파는 카페에서 잠시 목을 축일 수도 있다.

는 곳이다. 유럽, 북미의 근대 건축양식과 문화가 이식된
점도 독특하다. 홋카이도 최대 도시인 삿포로(札幌)는 초

모토마치에서의 이국적인 거리 산책 베이

기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 아래 형성돼 시내의 도로가 격

에어리어가 산업과 경제 지구였다면, 300m 정도 떨어진

자형으로 놓여 있다.

모토마치는 각국의 영사관과 교회가 위치한 정치와 외교

하코다테는 이러한 홋카이도를 여행할 때 기점으로 삼을

의 장이었다. 그 결과 하코다테 항이 보이는 낮은 언덕 마

만한 곳이다.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인 혼슈(本州)에서 터널

을인 모토마치에는 고색창연한 건물 10여 채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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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코다테 앞바다를 순회하는 유람선이 정박해 있는 베이 에어리어에서 연인이 사진을 찍고 있다. 4 베이 에어
리어 내‘하코다테 팩토리’에 전시돼 있는 닻. 5 낮이든, 밤이든 하코다테 베이 에어리어에는 관광객이 끊이지 않
는다. 해 질 무렵, 가나모리 창고군 앞 풍경.

을 지나 홋카이도에 다다른 열차의 종착역이 하코다테이
고, 수질이 좋은 온천과 풍광이 매혹적인 호수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코다테에는 삿포로나 오타루
(小樽)보다 훨씬 많은 옛 건물이 보존돼 있다. 시가지가

5

바다와 맞닿아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여행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하코다테의 교통수
단은 전차이다. 덜커덩거리며 시내 곳곳을 누비는 전차는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노선은 두 개뿐이지만, 정류
장 간격이 짧고 웬만한 명승지는 대부분 경유하기에 무척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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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다를 통해 들여온 하물을 보관하던 가나모리 창고군은 수십 년 뒤 로맨틱한 여행지로 변했다.‘창고의 대
변신’이라 할 만하다. 2 하코다테 메이지칸 앞에는 작은 우체통들이 가지런히 서 있다. 메이지칸은 1911년 하
코다테 우체국으로 설립된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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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ic Hill in Motomachi
시원스레 뻗은 대로 너머로 바다와 항구가 보이는 하치만 언덕은 모토마치에서 전망이 가장 훌륭한 지점이다. 가끔 멀리서 전차가 지나갈 뿐,
자동차도 거의 다니지 않는 평화로운 곳이다. 언덕 위에는 소설‘냉정과 열정 사이’를 쓴 쓰지 히토나리가 재학했던 하코타테니시(函館西) 고등학교가 있다.

1 르네상스 양식의 옛 홋카이도청 하코다테 지청 건물은 모토
마치 공원 안에 있다. 1909년 건축됐으며 1층은 관광 안내소,
2층은 하코다테 시 사진역사관으로 쓰이고 있다. 뒤쪽에는 옛
하코다테 공회당이 자리한다. 2, 3 모토마치에는 예쁘게 꾸며
진 상점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 예스러운 건물에서 커피와 디
저트 메뉴를 맛볼 수 있다.

3

20세기 초반 하코다테에 들어온 외국인의 국적이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는 이곳
의 교회이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러시아정교회, 영국 성공회의 교회가 자리해 있다. 게다가
1915년에 개축된 사찰도 있으니 좁은 공간에 여러 종교의 사원들이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모토마치 공원에서 출발하는 모토마치 여행은 산책이나 다름없다. 예쁜 상점과 울긋불긋하게
단풍이 든 가로수, 널찍한 길 등 눈길을 사로잡는 경관마다 매우 이국적이다. 하코다테의 특산
물인 우유나 아이스크림을 맛보며 거리를 거닐면 더욱 즐겁다.
옛 하코다테 공회당은 모토마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다. 1907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3년
뒤에 재건했는데, 2층의 발코니에 올라서면 베이 에어리어와 기차역이 펼쳐진다. 실내에는 하
코다테의 직공들이 만든 가구와 테이블로 장식된 방과 연회가 열렸던 콘서트 홀 등이 초창기의
모습 그대로 복원돼 있다.
공회당을 빠져나와 가톨릭교회까지 곧게 뻗은 골목을 걷다 보면 전망이 탁월한 내리막길이 나
타난다. 길에는 모두‘언덕(坂)’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하코다테에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언덕이 유독 많은 편인데, 그중 명성이 자자한 세 곳이 모토마치에 있다. 공회당 아래쪽으로 나
있는 모토이(基) 언덕과 교회에 둘러싸여 있는 다이산(大三) 언덕, 영화와 광고에 자주 나오는
하치만(八幡) 언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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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노카와 온천에서 모토마치까지 달리는 전차. 2 단풍이 들
기 시작한 모토마치의 다이산 언덕을 걷는 연인. 3 고료카쿠
전망대에서 바라본 하코다테 시내 풍경. 4 모토마치의 하리스
토스 정교회. 러시아 영사관의 예배당으로 건립됐다.
1

도심의 비즈니스호텔도 좋지만, 하코다테에서는 고료카쿠와 가까운 유노카와 온천에서 투숙하
는 것이 최선이다. 360년 전쯤 발견돼 에도(江戶) 시대에는 병사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찾
기도 했던 유노카와 온천에는 현대식 호텔이 즐비하다. 바다와 면한 노천온천에 몸을 담그고,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즐기면 행복감이 깃든다.
하코다테 여행의 마무리는 야경이다. 나가
사키, 고베(神戶)와 함께‘일본 3대 야경 명

외국의 자취는 모토마치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도 있다. 모토마치의 교회만큼 화려하지는 않지

2

4

소’로 꼽히는 하코다테의 밤풍경을 감상하

만, 옛 러시아 영사관과 일본의 전통 건물과는 확연히 다른 점포나 사진관이 하코다테 서부에

기 위해서는 로프웨이를 타고 모토마치 뒤

몰려 있다. 한편 조용한 분위기에 빠져보고 싶다면 전차를 타고 도쿠마에(どっく前) 정류장에

편의 하코다테야마(函館山) 꼭대기로 향해

내리면 된다. 정류장에서 1㎞ 거리에 청교도, 러시아인, 중국인 등 다양한 종교와 국가의 사람

야 한다. 이곳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면 고층

들이 묻혀 있는 외국인 묘지가 있다.

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홍콩과는 달
리, 장난감 같은 작은 건물이 옹기종기 모여

전차 타고 유노카와 온천으로 베이 에어리어와 모토마치를 돌아보는 데는 서너

있다. 또한 모래시계처럼 가운데는 잘록하

시간이면 충분하다. 다음에는 유노카와(湯の川) 온천 행 전차에 몸을 싣고 하코다테의 동쪽으

고 위와 아래는 넓게 퍼진 지형과 먼 바다에

로 이동할 차례다. 일본 최초의 서양식 성곽이자 공원인 고료카쿠(五稜郭)가 목적지다. 고료카

떠 있는 어화(漁火)도 인상적이다.

쿠 정류장 주변은 백화점과 고급 식당이 있는 하코다테 최고의 번화가이다.

다만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로프웨이는 일

고료카쿠는 해자에 에워싸인 평범한 요새 같지만, 높이 90m의 전망대에서 보면 오각형의 별 모

몰 직전에 탑승하는 것이 좋다. 30분 남짓이

양이다. 19세기 중반에 하코다테를 방문하는 외국인과의 외교, 홋카이도의 개척과 경비를 위해

면 하늘이 붉게 물들다 서서히 어스름해지

축조됐고, 실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지금은 너무나 여유로운 시민들의 휴식처이다.

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11월부터 이듬해

전망대는 오후 6〜7시까지 운영되는데, 고료카쿠를 눈에 담기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3시쯤이

2월에는 오후 4시 30분을 전후해 해가 지므

다. 평상시에는 공원의 조명이 켜지지 않으므로, 어두워지면 별의 윤곽을 살필 수 없다.

로 일찌감치 올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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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Cultural Spots

in Aomori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고장이지만, 아오모리 현의 문화 명소는 면면이 매우 다채롭다. 선
사시대에서 현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시공간의 범위가 매우 넓다. 그래서 어떠한 여행자든 관심을 갖
고, 흥미를 느낄 수 있다. 그중 거대한 강아지의 동상인‘아오모리켄(あおもり犬)’이 있는 아오모리 현립 미술관
은‘시골의 미술관’에 대한 통념을 거부하는 매우 세련된 시설이다. 아오모리 현에서 태어난 나라 요시토모(奈良美智)
가 제작한 높이 8.5m의 아오모리켄은 미술관의 상징물로 잠결에 빠진 듯,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동상은 미술관의 외벽처럼
흰색인데, 눈이 내린 날이면 더욱 깨끗한 느낌이 든다. 또한 아오모리 현립 미술관에는 프랑스의 화가인 샤갈을 비롯해 다양한 작가의
미술품이 전시돼 있다. 12월 25일까지는 파블로 피카소의 판화와 앙리 마티스, 파울 클레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4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
석기시대 사람들의 흔적을 좇다
아오모리 현립 미술관에서 지척에는 석기시대의 유적지가 있다.‘산나이 마루야마(三內丸山)’라 불리는 이곳에는 약 5천 년 전에 선
인들이 마을을 형성하며 남겨 놓은 흔적들이 보존돼 있다. 일본 열도에서 토기 문화가 꽃피웠던 조몬(繩文) 시대의 산물인 산나이 마
루야마에서는 색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2

유

적지를 안내한 해설사는 산나이 마루야마의 특징을 간단히‘길고, 넓고, 많다’고
설명했다. 역사가 재미없다고 간주하는 범인들을 위해 세 가지만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곳은 인류가 여기저기 떠도는 유목에서 벗어나 한 장소에 오래 머무
르는 정주 생활을 시작했다는 증거이며, 도쿄 돔의 7배에 달할 만큼 광대하고, 화

수분처럼 출토되는 유물의 양이 많다는 것이다.

산나이 마루야마의 입구에 해당되는 조몬지유칸(繩文時遊館)을 통과해 드넓은 부지로 나서면 멀리
목조 건물 몇 채가 보인다. 당시의 주거지와 창고, 집회소 등을 복원한 건축물이다. 산책로를 따라
서는 어른과 아이의 무덤, 쓰레기를 버리던 계곡, 일정한 간격을 두고 깊은 구멍 6개를 파낸 유적
등이 배치돼 있다. 유적지 주변으로 봄에는 화사한 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억새가 바람에 흩날
린다.
현재까지도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산나이 마루야마의 유물은 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의
식생활을 유추할 수 있는 단초인 동물과 생선의 뼈, 씨앗과 화분은 물론 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진 토
1, 2.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에는 조몬 시대의 가옥과 집
회소가 복원돼 있다. 집회소는 생각보다 넓어서 이곳에
거주하던 인구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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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석기들이 진열돼 있다. 특히 이목을 끄는 유물은 토우(土偶)이다. 흙으로 사람의 얼굴을 빚은
모형에는 원시의 종교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장난감과 부장품으로 쓰였던 토우는 인류가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유희’와‘사후’를 고민했음을
반증하는 유물이다. 산나이 마루야마에서는 표정이 제각각인 조몬 시대의 토우가 많이 발견됐다.

Travel Japan

네푸타무라
히로사키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다
아오모리 시에서 멀지 않은 히로사키(弘前)는 17세기 성이 들어설 정도로 번성을 구가했으나, 현재는 인구가 20만 명도 되지 않는 작
은 도시이다. 하지만 여름이 절정에 이르는 8월 1일이면 조용한 거리가 떠들썩해진다. 용맹한 무사가 그려진 부채꼴 모양의 가마 수
십 대가 행진하는 네푸타(ねぷた) 축제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2

1

1. 히로사키를 중심으로 하는 쓰가루(津輕) 지방의 샤미센 연
주 명인들. 2 네푸타의 그림 소재가 되는 장수들. 대개는 중국
소설인‘삼국지연의’나‘수호전’에 등장하는 인물이 차용된
다. 3 네푸타무라의 외관. 히로사키 공원에서 멀지 않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하며, 입장료는 500엔이다.

히로사키의 구시가에는 곧게 뻗은 도로가 거의 없다.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일부러 길을 삐
뚤빼뚤하게 닦아놓은 것이다. 기차역에서 성이 있는 히로사키 공원까지 이어지는 추오도리(中
央通り)도 미묘하게 틀어져 있다. 벚나무 2천600여 그루가 자라고 있는 히로사키 공원은 꽃놀이
로 유명한 곳이자 네푸타 축제의 출발점이다.
네푸타 축제는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의 3대 축제로 일컬어지는 아오모리 시의 네부타(ねぶた)
축제와 명칭이 흡사하지만, 여러 점에서 구별된다. 무엇보다도 가마의 형태가 다르다. 소재가
장군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네부타는 입체적인 인형이고 네푸타는 커다란 부채에 그려진 회
화이다. 또한 네부타 축제에서는 가마꾼들이 춤을 추거나 활기 있게 움직이는 반면, 네푸타 축
제는 조금 더 엄숙하고 장중하게 이루어진다.
네푸타무라(ねぷた村)는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네푸타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높이 10m가
넘는 대형 네푸타 두 대가 전시돼 있고, 흥겹고 신명 나는 타악 연주도 들려준다. 또한 연과 도
자기, 완구 등을 손수 만드는 장인을 통해 히로사키의 전통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방도 있다. 수
령 300년이 넘은 나무와 연못이 어우러진

3

정원도 볼만하다.
네푸타무라의 또 다른 특색은 일본의 대표
적인 현악기인 샤미센(三味線)을 배워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줄이 세 개여서‘산겐(三
弦)’이라고도 불리는 샤미센은 가부키를
비롯한 일본의 전통 예능에 두루 쓰이는 악
기로 음색이 구슬프고 잔잔하다. 샤미센 연
주 체험은 30분 동안 계속되는데, 처음에는
청명한 소리를 내기 어렵지만 이내 익숙해
진다. 수업이 끝나면 강사들이 연주자로 변
신해 멋진 샤미센 공연을 펼친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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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사키 국화와 단풍
축제 히로사키 공원의 중
심에 위치한 히로사키 성
식물원에서 10월 23일부
터 11월 8일까지 국화와

신센이치바(新鮮市場) 아오모
홋카이도

리 시의 중심 거리인 신마치(新

단풍 축제가 개최된다.

町)에 있는 쇼핑몰 아우가(アウ

아오모리 현과 하코다테

ガ)의 지하에 자리한 시장이다.

는 기온이 서울보다 낮아
서 단풍이 일찍 드는 편

수산물을 비롯해 과일 가게와
하코다테

아오모리 시
히로사키

정육점 등 점포 87곳이 모여 있다. 새벽 5시부터 개장하며, 아오모리 시민들이 찬

이다. 이 축제에서는 시민들이 만든 국화 전시회가 개최되고 국화 오층탑이 만들

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자주 들른다. 시장에서 운영하는 마루아오(丸靑) 식당에서

어진다. 식물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하며 입장료는 성인 300엔, 중

는 성게, 가리비 등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내놓는다. 017-721-8000

학생 이하 100엔이다.

트라피스틴(トラピスチヌ) 수도원 1898년 프랑스에서 파견된 여수도사들이 창

아오모리 현

아스팜(ASPAM) 아오모리를 상

고세쓰엔(香雪園)‘향기와 눈의 정원’이라는

징하는 삼각형 건물로 역에서 도

뜻을 가진 고세쓰엔은 하코다테 미하라시(見

기반을 두고 수녀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정원은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으나,

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시내를

晴) 공원 내에 있다. 니가타(新潟) 현에서 하코

내부는 공개되지 않는다. 수녀들이 제작한 기념품을 사고, 사진을 관람할 수 있다.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와 아오

다테로 건너온 이와후네(岩船) 가문이 1898년

하코다테 공항에서 가까워 여행을 마치기 전 잠시 들르면 좋다. 0138-57-3331

조성했다. 홋카이도의 유일한 국가 지정 문화

가는 법 대한항공이 아오모리 시와 하코다테로 가는 직항편을 띄우고 있다. 아오

모리 현의 역사와 자연에 대한

모리는 수·금·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인천에서 출발하며, 아오모리 도착은 오

영상을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영

재 정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하코다테에서 단

전 11시 45분이다. 돌아올 때는 같은 날 오후 12시 55분에 이륙, 인천에는 오후 3

상관 등이 있다. 이외에도 사과,

풍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힌다. 하코다

시 55분에 닿는다. 하코다테 역시 화·목·일요일 주 3회 운항된다. 인천 출발은

마, 가리비 등 아오모리 현의 음

오전 9시 45분, 하코다테 도착은 오후 12시 5분이며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에 하

식 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먹을거리와 공예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

코다테를 떠나 오후 4시 20분 인천에 착륙한다.

전망대 관람 요금은 성인 400엔, 중고생 300엔, 초등학생 200엔이며 오전 9시부

테 역에서 버스로 40분 정도 소요되며, 유노카
와 온천을 경유해야 한다.

터 오후 10시까지 개장한다. 017-735-5311

다이몬 요코초(大門橫丁)

히로사키 쇼텐(弘前昇天) 교회 영국풍 외관이 눈길을

5분 거리에 있는 다이몬 요

용은 4천830엔이다. 아오모리에서 히로사키까지는 특급 열차로 약 35분, 보통 열

끄는 성공회 교회로 1921년 세워졌다. 내부는 아오모

코초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

차로 약 45분이 걸린다. 보통 열차의 운임은 특급 열차보다 500엔 저렴한 650엔

리 현의 노송나무를 사용했으며, 일요일에는 미사가

실 수 있는 포장마차 거리이

JR 하코다테 역에서 도보로

현지 교통 아오모리 시에서 하코다테까지는 기차를 타고 가야 한다. 매일‘슈퍼
하쿠초(白鳥)’와‘하쿠초’10편 내외가 운행되며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10분, 비

이다. 한편 히로사키와 쓰가루 지역만을 돌아볼 때는 쓰가루 프리패스를 구입하

열려 120년 전에 만들어진 오르간의 음색이 울려 퍼

다. 2005년 10월에 조성됐

는 것이 좋다. 구로이시(黑石), 고쇼가와라(五所川原) 등으로 가는 버스와 열차를

진다. 히로사키에는 쇼텐 교회 이외에도 아오모리 은

으며,‘빛의 포장마차’라는

이틀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성인 1천500엔, 어린이 750엔이다.

행 기념관, 가톨릭교회, 옛 도서관 등 고풍스러운 건축

별칭이 있다. 10명 내외를

물이 많이 남아 있다.

반면 아오모리 시는 역 주변에 볼거리가 모여 있으며, 아오모리 현립 미술관과 조

수용할 수 있는 작은 가게

텔이다. 이와키 산 아래에 있으며 주위가 숲이어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르다. 다른 가게의 음식을 가져와 먹을 수 있다는 점도 독특하다. 눈이나 비가 내

인 아오모리 현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히로사키이다. 이와키 산 관광 사

리는 날이면 분위기가 더욱 운치 있다. 0138-24-0033

과원은 히로사키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이와키 산의 중턱에 위치한 사

를 타면 유노카와 온천과 고료카쿠, 기차역, 모토마치에 쉽게 갈 수 있다. 기본 요

과 농원이다. 약 3만㎡의 대지에 2천 그루의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다. 40여 종류

음식 아오모리 현과 하코다테는 모두 음식이 맛있기로 정평이 난 고장이다. 아오

이와키소(いわき莊)
히로사키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의 햐쿠자와(百澤) 온천에 위치한 호

이와키 산 관광 사과원(岩木山觀光りんご園) 일본에서 사과로 가장 유명한 고장

몬 지유칸은 버스로 가야 한다. 하코다테에서는 아직까지 전차가 운행된다. 전차
금은 200엔이며, 일일 승차권은 성인 600엔, 어린이 300엔이다.

숙박

25곳 정도가 밀집해 있으며, 싱싱한 해산물부터 닭고기 꼬치까지 간판 메뉴가 다

시내 이동 히로사키의 명소는 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다. 그래서 히로사키
공원, 네푸타무라 등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100엔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온천욕을 하기에 좋다. 객실은 다다미가 깔린 방과 침대가 있는 방, 노천온
천이 딸린 방 등 다양하게 갖춰져 있으며, 레스토랑은 초원과 나무에 둘러싸
여 있다. 나트륨과 마그네슘 성분이 들어 있는 온천수는 신경통과 근육통 치
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ww.iwakisou.or.jp, 0172-83-2215

아이스118(あいす118) 하코

의 사과가 있으며, 수확은 7월부터 11월 상순까지 이어진다. 500엔을 내면 농원

다테 시 관광협회가 한국인

내의 사과를 마음껏 따서 먹어볼 수 있는 체험이 가능하다. 사과 열매를 딸 때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가장 인상 깊은 명

꼭지 부분을 위로 들어 올리면 되며, 씻지 않고 껍질째 맛볼 수 있다. 0172-83-2746

소로 선정된 아이스118은 다

모리 현은 사과, 하코다테는 게와 오징어로 잘 알려져 있다. 광어와 가리비, 성게,
꽁치 등 해산물도 매우 풍부하다. 또한 재첩과 야채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아오모

양한 유제품을 선보이는 곳

리 현과 하코다테에서는 초밥, 해산물 덮밥 등을 먹어보는 것이 좋다.

이다. 우유 본래의 맛을 살리

이부시긴(いぶし銀) 샤미센 연주를 듣고, 전통 공연을 감상하며 아오모리 현의 향

이 특징이다. 목장에서 기른

기 위해 공정을 최소화한 것
토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식당이다. 공연은 오후 6시 30분과 오후 8시에 진행된다.

젖소의 우유를 재료로 아이스크림, 버터, 치즈, 요구르트, 캐러멜 등을 판매한다. 4

가리비 구이와 닭고기 완자, 오징어와 참치 회가 대표적인 음식이다. 코스 요리가

월부터 11월까지는 공장 견학이 가능하다. 11월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천 엔이며, 아오모리 현에서 만들어진 여러 술도 마셔볼 수 있다. 017-775-5355

까지 개장한다. www.e-milk.co.jp, 0138-58-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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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한 일본 최초의 여성 수도원이다. 가톨릭의 엄격한 계율에 따라 기도와 노동에

유노카와 그랜드 호텔
바다와 하코다테 시내가 보이는 곳에 자리한 온천 호텔로 유노카와에서 온
천수 용출량이 가장 많다. 깨끗한 시설의 실내 온천탕과 호텔 옥상의 노천온
천에서 온천욕을 할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을 위한 다채로운 미용 프로그램도
마련해놓고 있다. 홋카이도의 음식 재료를 정성껏 조리한 음식을 맛볼 수 있
는 식당과 일본 전통 찻집이 있으며, 호텔 외부에 족욕 시설도 설치돼 있다.
www.yunokawa.com, 0138-57-9161

여행 문의
북도호쿠 3현·홋카이도 서울사무소(www.beautifuljapan.or.kr, 02-771-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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