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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전통예능과�대지의�신비
온천의�고장 ‘하나마키’로

하나마키�온천지 하야치네카구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하나마키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온천지. 온천지역 
산책, 계곡을�바라보며�즐기는�노천탕�등, 풍부한�자연을 
가진�이와테이기에�가능한�온천은�최고의�휴식.

신께� 봉납하는� 가무인� 고전예능 ‘가구라’. 하야치네 
산자락에서 500년� 이전부터� 전해져� 오는� 하야치네 
카구라는�유네스코의�무형문화유산입니다.



하나마키
피로를� 풀어주는� 온천에� 몸을� 담그고, 이와테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골음식과� 전통 
요리가�입맛을�돋우는�곳. 유카타를�입고�숙소�주변을�산책하거나, 다다미�바닥�위에서 
뒹굴거리기도� 하고, 대자연에� 둘러싸인� 하나마키의� 온천여행관에서� 최고의� 휴식을 
체험하세요. 하나마키�온천지가�손님맞이�정신으로�여러분을�기다립니다.

온천여행관에서�이와테의�매력을�체험
하나마키의�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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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키

하나마키의�풍토와�문화를�만난다

동화�작가이자�시인인�미야자와�겐지가�농업과�예술에 
대해�지역�주민들에게�강의를�했던�사숙.

고장의�시조를�숭상하기�시작한�후 400년의�역사를�가진�축제. 
화려한�수레와�기모노를�입은�사람들이�거리를�행진합니다. 

석기시대의� 발굴품부터, 무사의� 생활용품� 등, 
하나마키의�역사문화를�소개하고�전시합니다.

사슴의�공양�춤이라고�일컬어지며, 사슴을�모티브로 
한� 특징적� 의상과� 사슴탈을� 쓰고� 춤추는� 이와테 
굴지의�향토예능.

“바람의� 마타사부로”나 “은하철도의� 밤” 등� 겐지 
동화의�세계관을�모티브로�한�전시관.

하나마키�마쓰리(축제)

라스치진�협회 미야자와�겐지�동화촌 하나마키시�박물관

시시오도리�춤



명물 ‘완코소바’로도� 알려져� 있으며, 메밀� 생산량이� 많은 
하나마키시. 하나마키� 문화촌에서는� 메밀을� 절구로� 빻아 
메밀가루를� 반죽하는, 메밀국수�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마키만의�음식문화를�체험하세요.

하나마키�명물�메밀국수�만들기�체험

하나마키�문화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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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키

하나마키의 
풍경 

둘러보기

에델바이스와� 닮은 ‘하야치네� 왜솜다리’ 등� 고산식물이 
풍부하여, 등산객에게�인기가�많은�꽃의�명산.

40년� 정도� 전까지� 사용되었던 
증기� 기관차를� 복원. 주로 JR
가마이시�선을�달리는�관광�열차.

높이 8.5m, 폭30m의� 암반을 
따라� 흐르는� 폭포. ‘하나마키 
온천’ 근처에�있어, 자연�산책에 
추천합니다.

하야치네�산

SL긴가(은하)

가마부치노타키�폭포



동영상

작은�그릇에�담긴�메밀국수를�몇�그릇이나�먹을�수�있는지 
겨루는, 이와테의�독자적인�손님맞이�음식문화.

일본 3대�도지(술만드는�장인) 중�하나인 ‘난부토지’
에� 의한� 술� 만들기� 도구와� 역사,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난부토지(술만드는�장인)’ 발상의�고장인�하나마키는 
술� 만들기가� 왕성합니다. 양질의� 쌀과� 물, 장인의 
기술로� 만든� 사케는� 물론, 하나마키의� 포도로� 지역 
와이너리가�만든�일본�와인도�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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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키

하나마키의�음식

완코소바

난부토지�전승관

오랜�전통이�숨쉬는�하나마키의�음식문화를�체험

사케・와인



하나마키

편지지나� 카드� 뿐� 아니라� 가구� 등에도� 사용되는 
수제�일본�종이. 튼튼하고�소박한�느낌이�매력.

지역의 �소재를 �살린 �소박한 �민예품

일본� 종이로� 만든� 하나마키� 우산과 
하나마키�인형, 하나마키�고케시(일본 
목각인형) 등의� 민예품이� 인기있는 
기념품입니다.

나무껍질을� 원료로� 만드는� 전통� 제조� 방법으로 
나루시마� 와시(일본� 종이)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마키�인형

하나마키�고케시
(일본�목각인형)하나마키�우산

하나마키의�기술

나루시마�와시
(일본�종이)

하나마키의�기념품

일본�종이�만들기�체험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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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노�이야기”와�요괴의�마을
일본의�옛�풍경과�만난다

시골의� 전통적� 가옥인 ‘마가리야’가� 늘어서� 있으며, 
농촌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농작업과� 여행객 
맞이를�하는 ‘마부릿토슈(전통문화와�생활방식을�지키고 
이어가는�도노�사람들의�모임)’와의�교류도�매력.

도노�후루사토�무라

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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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노

띠지붕의�옛�민가나 “도노�이야기”에도�등장하는 ‘오시라사마’
를�모신�사당�등, 민간설화의�마을다움을�체험할�수�있습니다.

“도노� 이야기”를� 대표하는� 요괴 
‘갓파’가�산다고�전해지는�작은�강. 
전설의�갓파와�만날�수�있을지도?

에도시대의�기근으로�죽은�사람들의 
진혼을�위해�산길의�자연석에�나한상이 
새겨져�있습니다.

오시라사마

덴쇼엔

갓파부치�강

오백나한상

도노�미스터리�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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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노의�옛�풍습으로, 고령의�사람들이�여생을�보내는 
마지막�장소를 ‘데라데라노’라고�불렀습니다.

‘가구라(신께�봉납하는�가무)’나�사슴춤, ‘난부바야시�춤’ 등, 
도노의� 향토예능이� 모이는� 가을� 축제. 가구라가� 행진하며, 
시내에�신성한�분위기가�감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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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노�이야기”에도�등장하는, 절묘한�밸런스로�서있는 
거석. 고대인의�무덤�등, 여러�내력이�있습니다.

연분을�맺어준다고�전해지는�작은�신사. 붉은�천을 
한�손으로�묶어서�사랑이�이루어지기를�기원합니다.

도노의�자연, 생활, 역사,  “도노�이야기”의�세계를�알고�싶다면, 우선�여기로! 
알기�쉬운�전시와�영상으로 ‘일본의�고향�도노’를�배울�수�있습니다. 극장에서는 
민간�설화나�미즈키�시게루의 “도노�이야기” 애니메이션이�인기입니다.

일본의�고향�도노�마쓰리(축제)

데라데라노

우네도리사마

쓰즈키이시

도노시립�박물관

 “도노�이야기”의�무대로



역�앞의�관광안내소와�기념품�가게, 자전거�대여�등이�있는 
‘다비노쿠라�도노(도노시�관광교류센터)’나�역에서�도보 8
분�거리의 ‘도노�이야기관’이�여행의�거점으로�편리합니다. 
‘도노� 이야기관’은� 민화체험, 향토예술� 감상� 등이� 가능한 
종합관광시설입니다.

도노�역�주변에�관광시설이�충실

도노도노의�자연을�만끽

도노의�산골짜기�속�자연으로�둘러싸인 
액티비티�시설. 밤하늘�감상과�사이클링 
뿐� 아니라, 메밀국수� 만들기� 체험도 
즐길�수�있습니다.

가을의� 단풍� 명소로� 알려진� 관광지. 
계단형태로�이루어진�여러�개의�화강암 
위를�강이�흘러가는�계곡의�아름다움을 
마음껏�즐기세요. 

난부�마가리야(시골�전통�가옥)와�일본식�정원, 공중목욕탕을�갖춘 
숙박시설. 향토예능관이나�생활도구�전시관도�있어, 도노의�매력이 
한�곳에�모여있습니다. 

다카무로�스이코엔

주탄케이�계곡
가시와기다이라
레이크�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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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이에� 고형� 연료를� 넣고� 철� 냄비를� 올려서� 굽는 
와일드한�도노�스타일 BBQ. 양고기가�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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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친�밀가루�반죽과�채소�등�건더기를�듬뿍�넣고 
간장으로�맛을�낸�국물에�익혀�내는�향토음식.

달걀처럼� 보이는� 모양의� 향토음식. 달게� 조린 
팥앙금을�쌀가루�반죽으로�감싼�것.

도 노의 � 음 식

도노에�전해지는�오랜�시골음식을�맛보자

도노�징기스칸

힛쓰미

게이란



도 노 의 � 술

와인

지역�술즈모나�맥주

‘도벳코’라고도�불리는�도노의�지역�술. 
쌀을�발효시킨�심플한�술로, 일본�사케의 
원형.

도부로쿠나�사케�뿐�아니라�지역�맥주와 
왕머루�와인�등도�판매. 여행을�함께하는 
친구가�됩니다.

도부로쿠(일본�막걸리)

도노�도벳코�축제

도노의�기념품

음식문화�풍부한�도노는�맛있는�술도�매력

도노

겨울에�열리는�도노의�즐길거리. 실내�화로�곁에서 
향토음식을�안주삼아�도부로쿠를�마시는�이벤트. 

마셔보세요 !



신하코다테호쿠토

신아오모리

모리오카아키타

아키타�신칸센
도호쿠�신칸센

홋카이도�신칸센

센다이

후쿠시마

신하나마키

야마가타

신조

↓도쿄

↑
홋카이도

도노

하나마키

히라이즈미

오이라세�계류

가쿠노다테

야마데라

아이즈와카마쓰

마쓰시마

고이와이�농장

야마가타�신칸센

이치노세키

도호쿠�지역 
주요�관광지

【야마가타현】

【아키타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아오모리현】

【후쿠시마현】

이와테�유키마쓰리(눈축제)

가쿠노다테
【아키타현】

아이즈와카마쓰
【후쿠시마현】

【아오모리현】

야마데라
【야마가타현】

하나가사와� 마쓰리(축제)로� 알려진� 야마가타현. 
야마데라는� 하이쿠� 시인� 마쓰오� 바쇼가� 찾았다고 
전해지며, 1015개의�바위계단을�오르면�마치�공중에 
떠�있는�듯한�파노라마가�펼쳐집니다. 

나마하게(아키타현의�요괴)나�기리탄포(밥을�반�정도 
으깨어�꼬치에�끼워�구운�음식)로�유명한�아키타현. 
가쿠노다테는� 한� 때� 성곽마을로� 번성하여, 무가의 
저택들이� 늘어선� 운치있는� 거리들이 ‘미치노쿠의 
작은�교토’로도�불립니다.

‘숲의� 도시’ 센다이가� 있는� 미야기현. 일본3경� 중 
하나인�마쓰시마는 260개의�섬과�태평양이�보여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매력. 시다이칸에서� 바라보는 
마쓰시마�만(湾)은�그야말로�절경입니다.

미야자와� 겐지� 연고의� 땅으로� 유명한� 이와테현. 
고이와이� 농장에서는� 다양한� 어트랙션� 뿐� 아니라, 
눈축제나�일루미네이션�등�가족과�일년내내�즐길거리가 
있습니다.

네부타�축제로�알려진�아오모리현. 도와다코�호수에서 
흘러나오는�오이라세�계류는�다양한�폭포와�청류를 
즐기고, 장대한�자연을�가까이에서�느낄�수�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풍부한� 온천의� 고장, 후쿠시마현. 
아이즈와카마쓰의� 상징인� 쓰루가� 성은� 일본에서 
유일하게�적와(赤瓦)로�만들어진�천수각. 봄에는�약 
1000그루의�벚꽃이�핍니다. 

고이와이�농장
【이와테현】

오이라세�계류

【미야기현】

마쓰시마



이와테 하나마키 공항

센다이

아키타

야마가타

이치노세키

신아오모리

하코다테

삿포로

하치노헤

도쿄

모리오카

센다이 공항

신치토세 공항

하코다테 
공항

아오모리 공항

아키타 공항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일반사단법인  히라이즈미 관광협회
우편번호 029-4102

이와테켄 니시이와이군 히라이즈미초 히라이즈미 이즈미야 61-7
전화: 0191-46-2110　팩스: 0191-46-2117

http://hiraizumi.or.jp

일반사단법인  하나마키 관광협회
우편번호 025-0004

이와테켄 하나마키시 구즈 3-183-1
전화: 0198-29-4522　팩스: 0198-29-4447

http://www.kanko-hanamaki.ne.jp/

일반사단법인  도노시 관광협회
우편번호 028-0522

이와테켄 도노시 신코쿠초 5-8
전화: 0198-62-1333　팩스: 0198-62-4244

http://www.tonojikan.jp

교 통  안 내

신비의�여행, 이와테
히라이즈미・하나마키・도노�디지털�가이드북

아오모리 공항

아키타 공항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센다이 공항

신치토세 공항

하코다테 공항

약 3시간 20분~
약 2시간 30분~
약 3시간 40분~

히라이즈미 역
신하나마키 역

도노 역

약 3시간 30분~
약 2시간 50분~
약 4시간 ~

히라이즈미 역
신하나마키 역

도노 역

약 3시간 40분~
약 3시간 30분~
약 5시간 ~

히라이즈미 역
신하나마키 역

도노 역

약 3시간 20분~
약 3시간 10분~
약 4시간 20분~

히라이즈미 역
신하나마키 역

도노 역

약 1시간 30분~
약 1시간 30분~
약 2시간 40분~

히라이즈미 역
신하나마키 역

도노 역

약 2시간
약 1시간 ~
약 2시간 10분~

히라이즈미 역
이와테 하나마키 공항

도노 역

약 4시간 20분~
약 3시간 50분~
약 5시간 ~

히라이즈미 역
신하나마키 역

도노 역

도호쿠
본선

신하나마키 도노하나마키

히라이즈미

도호쿠
신칸센

이와테 
하나마키 공항

이와테현

하코다테

아오모리

하치노헤

아키타 신칸센

아키타 모리오카

이치노세키

센다이

도쿄

하나마키
도노

히라이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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