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타 후루사토무라 가이드 맵

http://www.akitafurusatomura.co.jp/

❶ 아키타 현립 근대미술관

일 년 내내 각종 장르의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관내에는 로댕 등 저명한
작가의 조각이 전시되며 하이비젼 갤러리에서는 세계적인 미술관의
명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전 이외의 전시나 시설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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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공예 전시관, 공예 공방, 수공예 스튜디오

❶ 秋田县立近代美术馆

全年举行着各种题材的企划展。馆内展示着罗丹等著名雕刻家的雕刻，
在高清画廊，您可欣赏到世界性美术馆里的名画。
＊您可免费参观特别展以外的展览，免费使用设施。
요금
상설전, 기획전 (무료)
특별전
일반 (창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❶
❷

아키타의 전통 공예품이나 생활 속에 뿌리내린 여러 가지 도구를
소개합니다. 늘어선 공예 공방에서는 공예가와 대화를 즐기며 쇼핑을
할 수 있으며, 공작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수공예 스튜디오에서
수공예 체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키타 현립 근대미술관
秋田县立近代美术馆

❹ 工艺展示馆、工艺工房、手工制作室

원더캐슬
惊奇城堡

为您介绍众多秋田的传统工艺品及植根于生活的道具。在栉次邻比的工
艺工房，您可边与工匠们聊着，边温馨购物，还可在制作设备完善的手工
制作室体验手工制作的乐趣。

门票
收藏品展、企划展（免费）
特别展
普通（请在售票窗口确认价格）

❸

❷ 원더캐슬

❹

1, 2층에는 대형 놀이기구와 거대한 공 수영장이 있고, 2층에서 1
층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높이 5미터의 낙하식 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 4층에서는 눈의 착각을 정교하게 이용한 트릭아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공예 전시관, 공예 공방, 수공예 스튜디오
工艺展示馆、工艺工房、手工制作室

❺

❷ 惊奇城堡

후루사토 시장
故乡市场

1楼、2楼有大型运动器械和巨大的球池，从2楼到1楼还有高达5米的自
由下落滑梯，在3楼和4楼您可欣赏到利用视觉错觉的幻觉艺术。

❻

요금
일반 (520엔)
학생 (410엔)
초, 중학생 (300엔)
＊유아 이하 무료

별하늘 탐험관 스페시아
星空探险馆 SPACIA

돔 극장
Dome 剧场

❽

츄츄 트레인
Chu Chu 火车

❺ 후루사토 시장

인포메이션 카운터
问讯台

❼

후루사토 요리관
故乡料理馆

门票
普通（520日元）
学生（410日元）
小学、初中生（300日元）
＊幼儿以下免费

❸ 별하늘 탐험관 스페시아

눈으로 만든 집「가마쿠라」를 본떠 만든 건물은 동북지방 최대의
플라네타륨「별하늘 탐험관 스페시아」입니다. 별이 가득한 환상적인
하늘과 마음에 남을 아름다운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❸ 星空探险馆 SPACIA

以“雪屋”为意象的建筑，是日本东北最大规模的天象仪——星空探险馆
SPACIA。请尽情欣赏幻想般的满天星空和留在心中的美好故事。
요금
일반 (520엔)
학생 (410엔)
초, 중학생 (300엔)
＊유아 이하 무료
 门票
普通（520日元）
学生（410日元）
小学、初中生（300日元）
＊幼儿以下免费

현 내 유수의 넓은 공간에 아키타 향토 술과 민예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이나니와 우동등 많은 토산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B급 식도락인
요코테 야키소바나 디저트 전문점 등 패스트푸드 코너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츄츄 트레인 타는 곳
Chu Chu 火车乘坐处

❺ 故乡市场

Welcome
to Akita!
❼ 후루사토 요리관

❽ 츄츄 트레인

아키타를 대표하는 향토요리
「키리탄포」
를 비롯하여 전통 있는 가게의
이나니와 우동의 맛과 창작요리 등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즐겁게 탈 수 있는 빨간 기차 모양의 버스입니다. 넓은 시설 안을 한
바퀴 도는데 15분 걸립니다.

❼ 故乡料理馆

❽ Chu Chu 火车

您可品尝到秋田的代表性乡土料理“切蒲英”、稻庭乌冬面的老铺味道及
创新料理等。

在县内屈指可数的广阔空间，荟萃
着秋田的地酒、民间艺术品以及作
为土特产品颇受欢迎的稻庭乌冬
面等众多土特产品。并设有B级美
食 横手炒面、甜点专卖 店等 快 餐
美食区。

这是鲜红的火车式巴士乘坐类游玩项目，在宽阔的村子里，15分钟转
一圈。
요금
일반, 학생 (410엔)
3세~중학생 (200엔)
＊2세 이하 무료
门票
普通、学生（410日元）
3岁～初中生（200日元）
＊2岁以下免费

❻ 인포메이션 카운터

시설 내의 안내나 주변 관광지 소개 등을 하는 종합정보 센터입니다.
＊외국어 팜플릿은 여기에 상비되어 있습니다.

❻ 问讯台

这是介绍设施内情况及周边观光
景点的综合信息中心。
＊这里常备有外语宣传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