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  4시간 정도 걸을 예정이므로, 복장과 신발 등을 잘 갖추고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천시에도 행사는 진행됩니다. 우천시에는 비옷 등을 지참해 주십시오.
•  각자의 쓰레기는 돌아가실 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한 참가를 위해 16:00까지 도착해 주십시오.
•  방한복과 방한화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의 흐름

도호쿠 신칸센　
‘하야부사(Hayabusa)’ 3호

도호쿠 신칸센　
‘하야테(Hayate)’ 111호

도호쿠 신칸센　
‘하야부사(Hayabusa)’ 5호

도호쿠 신칸센　
‘하야부사(Hayabusa)’ 11호

7:36도쿄역（영문 전용） 발 7:16 8:20 9:36

모리오카역（영문 전용） 착 10:119:52 10:31 11:47

도쿄역에서

옛 고을의 정취를 간직한 나타야초에 있는 용수. 
음료수와 생활 용수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잠시 쉬면서 맛있는 물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1월5일(금)~3월31일(토)일시

9:00~12:00접수시간

JR 모리오카역제일 가까운 역

이와테・ 모리오카 광역 관광 센터접수장소

약 4시간보행시간

약 7km보행거리

무료참가비

각자 지참하시거나 코스 내의 식당을 이용해 주십시오(유료).

기본적으로 가이드 동반은 없습니다. 각자 지도를 보면서 
자유롭게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점심

가이드

스기도테(백조 감상), 다이지시미즈 용수, 아사비라키(쇼와아사히구라), 핫라인 사카나초, 모리오카 다쿠보쿠・겐지 세이슌칸, 플라자 오뎃테, 바위를 
뚫고 피어난 벚나무(모리오카 지방법원), 오타야시미즈 용수, 오도리 상점가, 다쿠보쿠 신혼집, 가이운바시 다리, 마리오스 전망실

다이지시미즈 용수

1905년, 모리오카의 시인 이시카와 다쿠보쿠가 
아내 세쓰코와 신혼 시절 생활하던 집.
개관 시간/9:00~16:00
휴관일/화요일

다쿠보쿠 신혼집

1873년 창업한 일본주 ‘아사비라키’의 양조장으로 
1988년에 완성. 흰 벽과 검은 기와로 꾸민 순 일본풍 
양조장. 내부는 최첨단 설비로 명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조 공정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양조장 견학/9:00~15:30

아사비라키(쇼와아사히구라)

*증정되는 ‘캔 배지’는 게재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7년12월 현재.

[특전1]
아사비라키(쇼와아사히구라)
지도를 지참하면 일본주 1잔 서비스/양조장 견학

[특전2]
모리오카 다쿠보쿠・겐지 세이슌칸
입장 무료(기획전은 유료인 경우 있음), 지도를 지참하면 찻집 
‘아코가레’에서 커피 50엔 할인

*증정되는 ‘캔 배지’는 게재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벤트 당일（현지에서 접수）
영어가 가능한 스탭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이킹 출발!
자기만의 하이킹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公財）盛岡観光コンベンション協会（公財）盛岡観光コンベンション協会

모리오카에 오실 때 편리하고 경제적인 추천 패스ㆍ승차권모리오카에 오실 때 편리하고 경제적인 추천 패스ㆍ승차권

모 리 오 카 역 에 서
출 발 하 는  하 이 킹
모 리 오 카 역 에 서
출 발 하 는  하 이 킹
모 리 오 카 역 에 서모 리 오 카 역 에 서
출 발 하 는  하 이 킹

혼슈 혹한의 땅, 모리오카 걷기.

참가 방법

혼슈 혹한의 땅 모리오카에서 따뜻한 인정을 느끼며, 강인한 생명력을 
보이는 백조, 바위를 뚫고 피어난 벚나무를 감상하자. 

‘Ekikara Hiking’(역에서부터 하이킹)이란, 동일본 지역 내에 있는 
각 역에서 그 지역의 역사적인 건물과 풍부한 자연을 음미하면서 
산책하는 누구라도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는 1일 이벤트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이벤트 당일에 현지에서 접수를 마치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모리오카역에서 출발하는 하이킹’은 2018년1월5일(금)~3월31일(토)의 기간 중 원하시는 날짜에 참가하실 수 있는 기간형 하이킹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므로 일본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추천 열차

추천 관광지

들러볼 수 있는 관광지 일람

접수한 후 지도를 받는다  
영어 지도도 준비되어 있음.

코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멋진 특전 있음!

하이킹 개요

참가자 전원에게 선물 증정!

오리지널 캔 배지와
하이킹 지도

모리오카역 하이킹 한정 참가 특전

MAP

http://www.jreast.co.jp/kr/eastpass_t/
http://www.jreasthokkaido.com/tohokuhokkaido/kr/
http://www.jreasthokkaido.com/easthokkaido/kr/
http://www.jreast.co.jp/e/stations/e1039.html
http://www.jreast.co.jp/e/stations/e156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