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A

奈良縣

나라면
나라로 간다~
- 나라로 가는 길

실크로드의 종착점
서양과 동양을 이어서 각종 물품과 문물의 교류를 가져왔던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의 동쪽 종착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 긴 여정의 끝은 바로 일본의 나라였습니다. 사막과 고원,
한반도와 바다를 넘어 이어진 문명의 길은 고대 일본의 수도
였던 나라에서 기나긴 여행의 마침표를 찍었던 것입니다. 실
크로드라는 문명의 길을 통해 일본은 페르시아, 인도, 중국과
더불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한반도에서도 많은 것을
받아들였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의 아스카 지역에서‘아스카문화’
를
꽃피웠습니다.

공항 안 간사이 관광정보센터에서 나라 현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Air
나라 현으로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은 간
사이국제공항입니다. 공항에서 나라로 가는 가장
간편한 교통편은 리무진 버스입니다. 공항 1층에
있는 버스승차장 9번에서 탑승하면 되며 승차권은
1층의 자동매표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간사이국제공항에서 전철로 오사카로 진입한 뒤에
환승하여 나라 현의 곳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공항 바깥 1층, 승차장 부근에 승차권 판매기가 있다. 좌석제라서 만석이
되면 다음 차를 타야 한다.

| 리무진버스 |
행선지

소요시간

긴테쓰 나라 역 / JR 나라 역

80~90분

긴테쓰 가쿠엔마에(近鉄学園前) 역
갓켄케이한나플라자(学研けいはんなプラザ) 역

65~100분

야마토야기(大和八木) 역

65~75분

아름다운 교류의 시작
일본 최초의 대형 사찰 아스카데라 절과 거기에 모셔진 불상, 우리 교
과서에도 실린 담징의 금당벽화로 유명한 호류지(법륭사) 등, 나라의
유명한 문화재들이 백제나 고구려에서 온 기술자와 승려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로서는 바다를 건너 오가는 길이 목
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마음과 서로를
존중하는 정신으로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다는 점에서 고대 한반도와
나라의 왕래는 한일 교류의 기원이자 아름다운 모범이라 해도 지나
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나라는 전란을 피해 많은 백제 사람들이 건너와 새로운 보금
자리를 마련한 곳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우리와 관계 깊은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고향
나라는 일본의 수도였으며 710년부터 현재까지 천년 이상 도시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일본의 고향’
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 만큼 나라현 어디를 가도 문화유적지를 만날 수 있어서 유네스
코 지정 문화유산만 해도 3개나 될 정도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문화 도시답게 풍광을 가리는 높은 빌딩조차 드문
차분한 거리에 살짝 들어앉은 듯한 상점과 음식점들은 저마다 개
성을 가지고 여행자를 맞이합니다.
일본의 고도(古都)답게 전통문화의 향기가 물씬하면서도, 그것이
편안하게 다가오는 고장 - 그곳이 바로 이제 여행할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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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운행간격

2000엔

시간 당 1편

1900엔

*시간표 등 상세정보 www.kate.co.jp (한국어 지원) 참조

| 전철 |
소요시간

운임

(특급기준, 환승시간 제외)

(특급권 제외)

난카이(南海) 전철 → 난바(難波) 역 환승 →긴테쓰 나라 역

약 70분~

890엔+540엔

JR 전철 → 덴노지(天王寺) 역 환승 → JR 나라 역

약 65분~

1660엔

행선지

루트

긴테쓰 나라 역
JR 나라 역

Sea
부산에서 출발한 페리를 타고 온 여행객은 전철로 우선 오사카의 난바역이나 덴노지역까지 간 뒤, 환승하여
나라 현으로 가면 됩니다.

City
오사카는 물론 도쿄, 교토, 나고야 등 일본 대표 도시와 나라를 연결하여 여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출발지

교통수단

소요시간

오사카(난바역 또는 덴노지역)

전철

약 30~40분

도쿄(신주쿠)

야간고속버스

약 7시간 50분

교토(교토역)

전철

약 35~45분

나고야(나고야역)

전철

약 2시간 20분

나고야(메이테쓰 버스센터)

고속버스

약 2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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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ket
to the NARA

하나와 로쿠의
추천 여행 코스

- 나라 관광이 더욱 편리해지는 교통패스

로쿠
간사이 와이드 에리어 패스

간사이 스루 패스

간사이 와이드 에리어 패스 & 간사이 에리어 패스 Kansai Wide Area Pass & Kansai Wide Area Pass
간사이 와이드 에리어 패스는 나라를 포함한 간사이 지역, 오카야마, 난키 지역의 JR서일본 열차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칸센과 특급열차(자유석)도 탈 수 있고 인기 관광시설과 호텔의 할인혜택까지 제공합
니다. 4일용 7000엔.
간사이공항 특급 하루카(자유석)와 간사이 지역의 신쾌속, 쾌속, 보통열차를 자유 이용할 수 있는 간사이 에
리어 패스도 있습니다. 가격은 종류에 따라 2000~6000엔(1일용~4일용).
두 패스 모두 한국 여행사에서 교환증을 구입하여 일본에서 실물로 교환하든가, 일본 지정 발매소에서 여권 및
귀국 티켓을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입해야 합니다. www.jr-odekake.net/global/kr/jwrp (한글) 참조.

1일
‘처음 와보는’

하나

나라공원 주변→ p.6
간사이공항 또는
오사카 항에서
나라 역으로

도다이지 절

나라

나라의
대표 관광지는
꼭 보세요

아녜요~.
유명 사찰엔 반드시
아름다운 자연과 아기자기한
주변 상가가 함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절이
많아
보인다고요?

가스가타이샤 신사

.
→ p.21
사이다이지 니시노쿄

2일

나라 역에서
간사이공항 또는
오사카 항으로

간사이 스루 패스 スルッとKANSAI
나라, 오사카, 고베, 교토에서 긴테쓰 소속의 전철·지하철·버스를 자유 승하차할 수 있으며, 관광 시설 350
곳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패스. 간사이 지역에는 긴테쓰의 교통망이 치밀해서 이 패스 하나만으로 대
부분의 교통이 해결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판매하므로 미리 한국 여행사에서 구입하거나 일본 지정 판
매소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3일권 5000엔, 2일권 3800엔. www.surutto.com (한글) 참조.

나라・이카루가・요시노 코스(奈良・斑鳩・吉野コース)

3일권

2800엔(오사카 난바)

나라・이카루가 코스(奈良・斑鳩コース)

2일권

1800엔(오사카 난바)

헤이조궁 유적지

나라 역 주변 상점가

야쿠시지 절

→p.12

아스카→p.31

1일

나라 세계유산 자유티켓 奈良世界遺産フリーきっぷ
오사카와 나라 간 왕복 전철권과 나라 현 세계문화유산 지역을 도는 전철과 버스의 자유 승하차권이 세트로
된 교통권. 관광시설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긴테쓰 주요역 등에서 구입 가능.

‘다시 찾아보는’

나라

간사이공항 또는
오사카 항에서
나라 역으로

더 흥미로운
나라를
보세요

아스카 렌터사이클

나라 역에서
간사이공항 또는
오사카 항으로
하세데라 절

오사카 난바에서 바로 나라 현 아스카를 관광하고자 할 때 유익한 티켓. 오사카에서 아스카 지역 왕복권에
아스카 부근 긴테쓰 전철을 자유승차권, 거기에 아스카지역 버스(나라교통) 1회 승차권, 자전거대여 200엔 할
인, 아스카지역 점포 및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엔 할인권(택 2)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교통 버스 1일 승차권 奈良交通 1日フリー乗車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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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현의 버스를 하루 동안 마음대로 타고 내릴 수 있는 승차권. 사용가능 지역
에 따라 3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것이 500엔인데, 나라 시내 버스요금이
최하 200엔이므로 충분히 경제성 있는 티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테쓰 나라 역과 JR 나라
역 앞에 버스승차장이 있으며, 그 부근에 자리한 나라교통 안내소에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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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나라!

나라 시내 균일구간(奈良市内均一区間)

500엔

나라・니시노쿄(奈良・西の京)

700엔

나라・니시노쿄・이카루가(奈良・西の京・斑鳩)

1000엔

p.2
호류지 →

만요문화관

다이마 → p.34

하세데라→p.28

2일

이시부타이 고분

고대 로망 아스카 일일 티켓 古代ロマン 飛鳥 日帰りきっぷ

1일권 1400엔(오사카 난바 발권). 오사카 긴테쓰 난바역 등에서 판매.

나라마치

→p.16

하세데라 참배길

다이마데라 절

4

p.3
다이마 →

이코마 →p.26

미와

→ p.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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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공원이라는 애칭을 가진
나라공원, 세계 최대급의 목조건물
도다이지 대불전 등 나라를
상징하는 관광지를 걸어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라공원 주변
JR 나라 역
JR奈良駅

나라 시 종합관광안내소 奈良市総合観光案内所
JR 나라 역 종합관광안내소 JR奈良駅観光案内所

① 나라공원 奈良公園
흔히‘사슴 공원’
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슴이 유명하지만, 실
제로는 도다이지 절, 고후쿠지 절, 가스가타이샤 신사, 나라
국립박물관 등을 통틀어서 나라공원이라고 부릅니다.
나라 현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연간 1300만 명이나 찾는 곳
으로, 연중 여러 행사가 나라공원을 중심으로 열리기도 합
니다. 수 백년 역사를 지닌 사슴 뿔 깎기(鹿の角きり) 행사를
비롯하여, 부드러운 호른 소리로 사슴들의 아침을 깨우는
사슴 모으기(鹿寄せ), 나라 등화회(燈花会)와 나라 루리에(瑠
璃絵)같은 야간 이벤트 등이 유명합니다.

신조도리 거리
三条通り

무료

24시간 개방

긴테쓰 나라 역에서 도보 5~10분

nara-park.com

나라 시 관광센터

奈良市観光センター

긴테쓰 나라 역
近鉄奈良駅

긴테쓰 나라 역 종합관광안내소

나라마치

近鉄奈良駅総合観光案内所

ならまち

③

사루사와이케 연못

고후쿠지 절

猿沢池

興福寺

사루사와 관광안내소
간고지 절

猿沢観光案内所

사슴 모으기는 가스가타이샤 경내에서 2월~3월 경(해마다 변경)
아침 10시에 행해진다.

나라 현청

④ 奈良県庁

元興寺

제1 도리이
一の鳥居

⑥

나라국립박물관
奈良国立博物館

요시키엔

⑤ 吉城園

나라 현 관광인포메이션센터

⑦

奈良県観光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

우키미도 당
浮見堂

⑧

유메카제 히로바
夢風ひろば 도다이지 절 난다이몬

②

도다이지 절 대불전
東大寺 大仏殿

東大寺 南大門

① 나라공원

N
100m 200m

도다이지 절 니가쓰도 당
東大寺 二月堂

二の鳥居

⑨ 가스가타이샤 신사
春日大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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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등화회는 매년 8월 상순에 10일 간 나라공원을 중심으로
시내 각지의 밤을 장식하는 여름 이벤트.

나라 상식

奈良公園

제2 도리이

가스가타이샤, 도다이지, 고후쿠지를 빛으로 연결하는 나라 루리에.
매년 2월 중순 열린다.

나라공원 뿐 아니라 나라 현 전체를 대표하는 마스코트 사슴. 그런데 왜 사슴일까요?
일본신화에 천둥신이자 무신인 다케 미카즈치라는 신이 하얀 사슴을 타고 나라에 왔다는 전설
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사슴을 신의 사자로 보고 옛날부터 소중히 여겨온 것
이지요. 현재 나라공원에는 약 1200마리가 야생 상태로 살고 있는데, 모두 천연기념물로서 사
슴을 다치게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원에서 판매하는 사슴과자(鹿せんべい)를 주어야 합니다. 마음껏 사서 먹여
주기에는 사슴과자가 조금 비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판매 수익금은 사슴 보호에 쓰인다고 하
니 양해할만 하지요?

7

③고후쿠지 절 興福寺 & 사루사와이케 猿沢池

② 도다이지 절 東大寺
도다이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가람으로,
먼저 거대한 대불전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불전은
지금도 세계 최대급 목조 건물이지만 8세기 처음 만
들어졌을 때는 높이 70미터가 넘는 7층탑이 동서에
서 있는 등, 현재 건물보다 더 굉장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도다이지는 지금도 국보 니가쓰도(二月堂) 등 여러
건물이 있습니다만, 그저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천
년 넘게 유지된 사찰인만큼 일본문화에 지대한 영향
을 끼친 곳으로 나라에서 으뜸 가는 관광명소입니다.
난다이몬. 남대문이라는 뜻으로, 도다이지의 정문이다.

대불전(500엔)

8:00~16:30(계절 따라 변동)

긴테쓰 나라 역에서 도보 20분

奈良県奈良市雑司町406-1

www.todaiji.or.jp

유난히 사찰이 많은 나라. 긴테쓰 나라 역에서 여행을 시작한
다면 아마도 첫 번째로 만나게 될 절이 고후쿠지일 것입니다.
8세기에 세워진 이 사찰은 전성기에는 건물이 무려 175채나 되
었다고 하며 지금도 5층탑 등 많은 국보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내의 국보관과 동금당에서는 국보를
포함한 불교 문화재와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데, 특히 국보관의 아수라상은 그것
을 보기 위해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드물지 않을 정도로 유명한 불상
입니다.
고후쿠지 절 옆에는 사루사와이케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둘레 약 360미터의 인
공 연못인데, 749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물 흘러들어오는 곳도 없고 흘러 나가는
곳이 없는데도 수위가 일정하고, 비가 오
거나 가물어도 물이 심하게 탁해지거나
맑아지는 일도 없는 신기한 연못으로 유
사루사와이케에서 보이는 코후쿠지의 5층탑은 나라 8경 중 하나.
명합니다.
경내 관람 무료, 국보관(600엔), 동금당(300엔), 공통권(800엔)
9:00~17:00

긴테쓰 나라 역에서 도보 5분

www.kohfukuji.com (한국어 지원)

奈良県奈良市登大路町48

④ 나라현청사 옥상 광장 奈良県庁舎屋上広場
대불전.

대불전 안의 대불상. 높이 약 15미터나 된다. 현
재의 불상은 18세기에 재건된 것이지만 좌대 등
은 원형 그대로다.

약간 특이한 건물이지만 관공서라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사실
나라현청도‘아는 사람들은 아는’
관광 스팟입니다.
우선 옥상 광장이 유명합니다. 별로 높지 않은 건물이라서 크게 기
대 하지 않던 사람들도 막상 올라가보면 360도로 펼쳐지는 광경
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현청 구내식당도 인기입니다. 구내식당인 만큼 아무 인
테리어도 없지만 건물 6층에 있어서 전망만큼은 최상급인데다가
음식 또한 저렴하고 맛있어서 니혼TV에서 숨은 맛집으로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현청 측에서도 관광객을 환영하여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붙여
놓을 정도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러봐도 됩니다. 매년 개방시간
에 변동이 있고, 주말 및 휴일에는 개방하지 않는 기간도 있으므
로 홈페이지(일본어)에서 미리 일정을 확인하면 편합니다.
무료

긴테쓰 나라 역에서 도보 5분

奈良県奈良市登大路町30

www.pref.nara.jp

옥상에 오르면 나라의 명소가 한눈에 들어온다.

평일 : 8:30~17:30, 18:00, 19:00(계절 따라 변동)
니가쓰도는 야간에도 개방하므로 나라 시내의 야경을 굽어볼 수도 있다.
대불전과 니가쓰도 당을 잇는 돌담길.

주말 및 휴일 : 9:00~18:00(10~11월), 19:00(4~5월), 그 외 행사 때만 개방
식당 : 11:30~13:00(차는 14:00 평일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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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요시키엔 吉城園

⑦ 우키미도 浮見堂

고후쿠지 절의 고승이 살던 곳이라는 요시키엔은 1919년에 지금
과 같은 건물과 정원이 조성되고 1989년부터 개방된 전통 일본
정원입니다.
일본 에도시대의 특징을 살려 만든 정원은 마당을 덮은 솔이끼
가 유명한데, 봄에는 새로 돋은 초록잎,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
다워서 나라 지역 사람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나라 현이 소유한 곳이어서 외국인은 여권을 보여주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겨울을 제외한 3월 초부터 12월 27일까지는 휴무 없이 개원하므
로 잠시 한가로운 산책을 즐겨 보기에 좋습니다.

연못 위에 세워진 6각형의 정자로, 건물 정자 자체는
수수하지만 산을 배경에 두고 수면 위에 비친 모습은
멀리서도 눈을 사로잡는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나라공
원에서 가스가타이샤 신사로 가는 길에 볼 수 있습니다.
무료
24시간 개방
긴테쓰 나라 역에서 도보 20분

입구

⑧ 유메카제히로바 夢風ひろば
예전 목조 건물을 리노베이션하여 만든 14개의 레스토랑
과 상점이 모인 복합시설. 간단한 먹을거리에서부터 일본
요리, 이탈리안요리까지 맛볼 수 있으며 지역 농산물이나
기념품을 파는 소박한 가게도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입구에는 감잎 초밥 파는 점포가 있다.

솔이끼 마당.

250엔(외국인 무료)

긴테쓰 나라 역에서 도보 10분

9:00~16:30(12월 28일~3월 초까지 휴원)

奈良県奈良市登大路町60-1

⑥ 나라국립박물관 奈良国立博物館

10:00~21:00(점포따라 다름)

0742-25-0870

긴테쓰 나라 역에서 도보 12분

www.yume-kaze.com

奈良県奈良市春日野町16

⑨ 가스가타이샤 신사 春日大社

나라공원을 가다보면 고풍스러운 서양식 건물이 눈에 들
어오는데, 바로 나라국립박물관의 나라불상관(なら仏像館)
입니다. 건물 자체가 중요문화재로, 1895년부터 100년 훨
씬 넘게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東)신관과 서(西)신관, 불교미술자료연구센터,
다실 등으로 구성된 나라국립박물관은 수많은 국보를 소
장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불교미술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나라에 사슴이 많은 까닭은 흰 사슴을 타고 온 신이
있다는 전설이 때문인데, 바로 그 신을 모신 곳이 가
스가타이샤입니다. 도다이지와 마찬가지로 8세기에
만들어진 역사 깊은 신사로서 일본 전국에 3천에 이
르는 분사를 거느린 총본산이기도 합니다.
붉은 색 건물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뒤편 원시림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곳입니다.
나라불상관(구 제국나라박물관 본관).

500엔(본전 특별참배. 경내는 무료)
6:30~17:00(계절 따라 변동)

500엔(특별전은 개별 요금)

긴테쓰 나라 역에서 도보 15분

9:30~16:30(매주 월요일 및 설날 휴관)
www.narahaku.go.jp
서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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奈良県奈良市登大路町50

긴테쓰 나라 역에서 도보 25분

奈良県奈良市春日野町160
www.kasugataisha.or.jp
점괘를 문 나무 사슴은 가스가타이샤만의 특별 판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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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집, 재밌는 집,
멋있는 집들이 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둘러보는 재미가 인공적인
쇼핑몰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라 역 주변
인기 상점
긴테쓰 나라 역

① 히요리 ひより
금박 만들기에 쓰는 종이 제작기술을 응용하여 100% 천연종
이에 조금의 화학약품도 쓰지 않고 만든 화장용 기름종이를
판매하는 상점. 품질이 뛰어나고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선물
용으로도 인기입니다.
10:00~19:00

출구 2

近鉄奈良駅

긴테쓰 나라 역에서 도보 5분

www.hiyori.jp

0742-20-0077
奈良県奈良市橋本町28
(総本店)

분수대

② 멘토안 麺闘庵
小西さくら通り

東向商店街

히가시무키 상점가

고니시사쿠라도리거리

모치이도노센터가는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가로, 그 입
구에 나라의 명물 우동집 멘토안이 있습니다. 이 집만의 주머
니우동(巾着うどん)이 각종 미디어에 소개되면서 이제는 관광
명소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 식사 때는 줄서기를
감수해야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주머니우동 700엔.

긴테쓰 나라 역에서
도보 5분 미만

JR 나라 역

산조도리 거리
三条通り

히요리 ① ④ 나카타니도
③
ひより
② 中谷堂 가메야 かめや

긴테쓰 나라 역에서 도보 6분

奈良県奈良市橋本町30-1

⑥

큰 유부 주머니
속 탱탱한 우동
면발이 인기.

일본식 부침개라고 할 수 있는 오코노미야키. 나라에서는 도다이
지의 대불을 연상시키는 지름 40센티미터의 대불 야키(大仏焼き)
를 맛볼 수 있습니다.
크기만 압도적인 것이 아니라 맛도 인상적인데, 보통 오코노미야
키보다 약간 얇아서 우리나라 부침개와 오코노미야키의 장점만
을 골라 결합시킨 듯한 맛입니다

TABI-JI

사루사와이케 연못

멘토안
모
치
이
도
노
센
터
가

もちいどのセンター街

麺闘庵

0742-25-3581

③ 가메야 かめや

JR 나라 역에서 도보 10분 미만
JR奈良駅

11:00~19:00(화요일 휴무)

猿沢池

유 나카가와·
나카가와 마사이치 다방

대불 야키 1500엔 등

⑦ 遊 中川·中川政七茶房

11:00~22:00

긴테쓰 나라 역에서 도보 5분

奈良県奈良市樽井町9

0742-22-2434

나라 상식
긴테쓰 나라 역에서 2번, 또는 3번 출구로 나가면 눈에 들어오는 스님 분수. 나라에 절
이 많아서 분수에도 스님이 서 있는 걸까요?
분수의 동상은 교키(行基)라는 고승으로, 귀족만 불교를 믿고 일반인에게 포교하는 것
은 법으로 금지했던 시절에 법을 깨고 서민에게도 불교를 알린 큰 스님입니다. 유명한
스님일뿐 아니라 도다이지 절을 건설할 때 실질적인 책임자였다고 하니 나라를 대표
할만한 인물이라 할 수 있겠지요. 분수는 196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나랏푸 ならっぷ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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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나카타니도 中谷堂

⑥ TABI-JI

산조도리 거리를 구경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몰려서 길이 막히는 광
경과 만났다면? 그렇다면 그곳이 나라의 명물 떡집 나카타니도 앞이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떡집에서는 때때로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떡메로 찹쌀을 찧어
즉석에서 떡을 만들어 내놓는데, 그때마다 구경 겸 갓 만든 떡을 사
먹기 위해 길이 막힐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10:00~19:00

奈良県奈良市橋本町29

긴테쓰 나라 역에서 도보 5분

0742-23-0141

www.nakatanidou.jp

일본 버선을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슈즈숍. 일본 버선은
다비라고 부르는데,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네 발가락이 나눠
진 형태가 특징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만 맨발에 가
까운 편한 감각이면서도 땅을 디딜 때 힘이 들어가는 구조
여서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타비 지는 일본 버선의 특징을 살려 디자인한 신발과 양말,
슬리퍼 등을 판매하는 기발한 아이디어의 가게입니다.
11:00~19:00(수요일 휴무)

0742-26-3588

긴테쓰 나라 역에서 도보 10분 미만

www.tabi-ji.jp

奈良県奈良市奈良市樽井町2 2F

⑦ 유 나카가와·나카가와 마사시치 다방 遊 中川·中川政七茶房
쑥 찰떡에 단팥을 넣고 콩고물을 묻혀 만든
떡-요모기모치. 1개 130엔.

⑤ 나랏푸 ならっぷ
이제는 값싼 화학섬유 모기장 때문에 전통 모기장 제조업이 쇠
락했지만, 한때 나라는 삼베와 삼을 이용해 만든 유명 모기장
생산지였습니다.
나랏푸는 나라의 삼베가 지닌 촉감과 따스한 자연미, 전통 제조
기법을 살려 독창적인 생활잡화를 만들어 파는 상점입니다. 나
라에 사는 일본화가, 전통공예사,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협업으
로 만들어낸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300년 동안 나라에서 삼베를 생산 판매해 온 역사를 지닌‘나카가와 마사시치 상점’
. 이 오래된 회
사가 나라 삼베와 거기에 담긴 일본 전통문화를 생활 속에 새롭게 되살리겠다는 기획으로 운영하
는 잡화·인테리어 상점이 유 나카가와입니다.
다품종소량 생산이 원칙인 이곳 상품은 기품과 실용성을 함께 갖추고 있어서 나라의 본점 외에도
도쿄를 비롯한 일본 주요 도시에 수 십 곳의 지점을 둘 정도로 인기입니다.
유 나카가와가 운영하는 카페로, 일본정원을 바라보며 가벼운 식사와 차 를 즐길 수 있는 나카가와
마사시치 다방이 함께 자리잡고 있습니다.
11:00~18:30(리뉴얼 관계로 2013년 4월 하순까지 휴무)
0742-22-1322

奈良県奈良市元林院町31-1

긴테쓰 나라 역에서 도보 10분 미만

www.yu-nakagawa.co.jp

10:00~19:00(연말연시 휴무)
긴테쓰 나라 역에서 도보 10분 미만

0742-22-8851
奈良県奈良市光明院町5
naramachi.nawrap.com

북 커버, 마우스패드 등
다양한 오리지널 디자인 상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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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나카가와 안에 자리한
나카가와 마사시치 다방.

15

일부러 숨은 듯 자리한
아담한 상점, 걷다 보면
방향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골목길,
불쑥 나타나는 작은 절.
나라마치는 길 잃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즐거운 동네입니다.

나라마치
긴테쓰 나라 역 방향
나라마치는 긴테쓰
나라 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입니다.

① 니코 스타일 ニコスタイル
소박한 가게 앞에 서면 먼저 초록색 제등이 눈을 끄는데, 초록 제등은
부근에서 재배한 식재료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로컬푸드 점포라는
의미입니다.
니코 스타일은 제철 채소를 이용해 만든 식사도 좋지만‘시카푸치노(사
슴을 뜻하는‘시카’
+ 카푸치노)’
라고 이름 붙인 커피와 투박하게 생겼지만
맛은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시폰케이크가 인기입니다.
11:00~17:30

0742-31-1557

奈良県奈良市高御門町13-1

www.nico-style.com

이 집의 진짜 명물은 명랑한 여 주인.
한국 여행객을 위해 카푸치노에 새길 한글
도 준비하고 있다고.

간고지 절
元興寺

ボリクコーヒー

①

3

나라마치 자료관

③ 요시다카야

⑦

吉田蚊帳

하루시카
春鹿

奈良町資料館

⑧

1 고료진자 신사
御霊神社

②

차노유

茶の湯

② 차노유 茶の湯

볼릭커피 ④ 나라마치공방 ⑤ ⑥ 카나카나
ならまち工房
カナカナ

니코스타일

ニコスタイル

나라마치

2 격자문 집
ならまち
格子の家

⑨

사라
紗羅

나라 특산 요시노스기 삼나무 통에 최고급 녹차나 유기재배 쌀겨를 넣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차를 즐길 수 있는 카페. 힐링을 테마로 한 카페
로서 여성의 경우에는 예약제로 마시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의 족욕에 음료를 더 한 A세트(1천 엔)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행복 스위트
아르카익
幸福スイーツ
アルカイック

11:00~해질 무렵까지(목요일 휴무)
0742-26-7100
奈良県奈良市元興寺町20-3
naramachichanoyu.web.fc2.com

나라 상식
나라마치를 걷다 보면 곳곳에 기묘한 것들이 문이나 처마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 뭉치에 작은 흰 뭉치가 붙은 헝겊 장식품인
이것의 이름은 미가와리 사루(身代わり申)로, 액운을 쫓고 집에 재난이 들어오
지 말라고 걸어두는 일종의 마스코트입니다.
빨간색과 흰색의 뭉치는 원숭이로, 원숭이가 대신 재앙을 받아준다는 뜻이라
고 합니다. 왜 원숭이며, 왜 나라에서만 이 마스코트가 사랑받느냐에 대해서
는 나라시대에 중국에서 경신(庚申)신앙이 들어온 영향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
습니다. 경신의 신(申)은 12지상의 원숭이(일본어로 사루)를 뜻하기에 미가와
리 사루가 만들어졌고, 그 신앙이 일본에 첫걸음을 내디딘 곳이 나라이기 때
문에 지금도 마스코트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③ 요시다카야 吉田蚊帳
카야(蚊帳)는 모기장이란 뜻으로, 실제로 요시다카야는 1921년부
터 모기장을 만들어 온 회사로서 이곳 모기장은 나라 특산품이기
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기장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모기장
을 만들던 기술을 활용하여 손수건, 식탁보 등 다양한 직물 상품
을 선보여 새로운 나라의 명물로 자리잡았습니다.
9:00~18:00(월요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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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2-23-3381

奈良県奈良市芝新屋町1

yoshidakaya.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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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볼릭 커피 ボリクコーヒー

⑦ 하루시카 春鹿
실크로드의 종착점이던 나라는 일본주(사케)의 발상지
이기도 합니다. 하루시카는 나라에서 1884년부터 양조업을 시작
한 유서 깊은 술도가로서, 지금도 부드러운 맛에 화려한 향기를
자랑하는 일본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즐거움은 시음으로, 특히 오리지널 술잔을 구입하면 다섯
종류의 술을 각 한 잔씩 마셔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커피와 홍차,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케이크를 파는 차분한 분위
기의 카페. 간판도 달리 눈에 띄지 않고 전면 유리인데도 카페 안
은 잘 보이지 않아서 화랑 쯤으로 잘못 알고 지나쳐 버리기 쉬울
정도지만, 카페 이름에‘커피’
가 들어간 만큼 커피 맛이 뛰어나다
는 평입니다.
카페로 들어서면 바로 실내 오른쪽에 오두막이 서 있는데, 그 안에
서 러시아풍 소품을 골라볼 수도 있습니다.
13:30~20:00(겨울 19:30, 월요일 및 부정기 휴무)
奈良県奈良市芝突抜町8-1

0742-26-8211

kanakana.info/bolik-coffee

8:15~17:15(오봉, 연말연시, 사내행사일 휴무)

0742-23-2255

奈良県奈良市福智院町24-1

www.harushika.com

오리지널 술잔은 400엔. 물론 시음 후 가져가도 된다.

⑧ 행복 스위츠 아르카익 幸福スイーツアルカイック

⑤ 나라마치 공방 ならまち工房
염색, 액세서리, 유리 공예 같은 수공예 공방과 갤러
리숍이 모인 작은 건물. 수제 케이크와 차를 파는 카
페가 있는 1층을 비롯해 2층까지 모두 5개 점포가 있
으며, 골목길을 통해 9개 점포를 지닌 나라마치 공방
Ⅱ와 연결됩니다
영업 시간 및 휴일은 각 점포에 따라 다름

소녀만화에 나오는 유럽 앤티크 양과자점 그대로의 분위기를 지닌 과자
전문점. 마카롱이나 머핀 등의 평이 좋은데, 특히 사슴이 장식된 머핀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라서 안에서 차를 즐길 수 없는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
영국제 식기, 프랑스제 앤티크 레이스 같은
소품도 판매합니다.

奈良県奈良市公納堂町11
narakoubou.chottu.net

⑥ 카나카나 カナカナ
지은 지 90년 넘은 낡은 민가를 리모델링하여 만든 카페로
나라풍의 격자창에 높은 천장, 그리고 나무로 만든 오래된 집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차분함이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카나카나의 인기 메뉴는 카나카나 고항(밥)과 카레라이스로,
특히 카나카나 고항은 채소를 중심으로 한 맛있는 건강식으
로 유명합니다.
볼릭 커피에서 몇 십 미터밖에 안 떨어진 곳에 있는데, 두 카
페는 자매점입니다.
11:00~20:00(겨울 19:30, 월요일 및 부정기 휴무)
0742-22-3214
kanakan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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奈良県奈良市公納堂町13

11:00~17:30(수요일 휴무)

0742-24-7007

奈良県奈良市福智院町44-1

happiness7.exblog.jp

⑨ 사라 紗羅
여성이라면 한번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기모노지만, 가격도
비싸고 입는 방법도 몰라서 시도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 하지만
나라마치에서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기모노를 입고 산책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기모노뿐 아니라, 버선, 신, 백, 머리장식까지 일체를 빌려주
는데 3천엔이며, 남성용을 비롯해 100종 이상의 종류에 다양한 사이
즈를 보유한 기모노 대여점입니다.
대여시간 또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넉넉하게 제공됩니다.
10:00~17:00

0742-24-1302

奈良県奈良市十輪院町９

www4.kcn.ne.jp/~sara
마치 가정집 같아서 들어서기 낯설 수도 있지만
간단한 머리손질까지 무료로 친절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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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치
스케치
1

골목,
슬립한 듯한 골목
잠깐 19세기로 타임
겨 보세요
문화의 스케치를 즐

전설과 같은 유적지와
세계문화유산, 깔끔한 쇼핑센터,
최고 수준의 제과점과 레스토랑.
얼핏 서로 어울리지 않을 듯한
곳들을 자전거로 묶어
즐겨볼 수 있습니다.

사이다이지·
니시노쿄

고료 신사 御霊神社
사이다이지자전거센터 ②

나라마치에 어울리는 자그마한 신사로, 봄에는 겹벚꽃과 모란이 아름답다고 하네요.
인연을 맺어주는 신사라고도 하니, 주홍색 문이 보이면 살짝 들러보세요.

西大寺自転車センター

③

무료

야마토 사이다이지 역

① (타임즈플레이스 사이다이지)

제1차대극전
第一次大極殿

タイムズプレイス西大寺

가토 드 보아
헤이조궁 유적지 자료관

ガトード・ボア

平城宮跡資料館

연중무휴

긴테

近鉄 쓰 나
奈良 라선
線

헤이조쿄 역사관
平城京歴史館

2

④ 헤이조궁 유적지
平城宮跡

주작문
朱雀門

나라마치 격자 집 ならまち 格子の家

19세기 후반 나라마치의 2층집을 재현한 건물.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단정한 격자 창과 문 너비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입구의 폭을 줄인 집 모양이 흥미로워요.
무료
9:00~16:30

아마가쓰지 역
尼ヶ辻駅

(월요일, 공휴일 다음 날 휴관)

⑤

도쇼다이지 절
唐招提寺

3

나라마치 자료관 奈良町資料館

옛날 가구나 생활도구 등 나라마치의 생활을 볼 수 있는 자료관이래요.
문 앞부터 주렁주렁 달린 빨간 뭉치들은 나라마치의 마스코트‘미가와리사루’
(P.16 참조)인데, 이 자료관에서만 판매한다고 해요.
무료
10:00~16:00
(연중무휴)

naramachi.co.jp/museum

니시노쿄 역
西ノ京駅

야쿠시지 절

⑥ 薬師寺
야쿠시지 몬젠 암리트
薬師寺門前アムリット

⑦
20

나라 상식
누구나 나라에 오면
‘정말 절이 많
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크고 작은
사찰들과 만나게 됩니다. 불교가
처음 일본에 들어올 무렵에는 귀
족과 세력가들의 종교였고, 그들
이 불교의 힘으로 나라의 안정을
구하기 위해 많은 사찰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최초로 세계유산에 등록된
호류지 절이 그러하듯이 나라의
수많은 사찰들은 단순한 관광지
가 아니라 세계적인 불교문화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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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임즈플레이스 사이다이지 タイムズプレイス西大寺

④ 헤이조궁 유적지 平城宮跡

긴테쓰 나라 역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야마토 사이다이지 역
과 함께 있는 쇼핑몰. 세계 각국의 품질 좋은 상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세이조이시(成城石井)를 비롯하여 드러그스
토어와 선물가게 등 30점 넘는 점포가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도 팔아서 식사나 간식거리를 사기에도 적
합합니다.
7:00~22:30(점포따라 다름)

약 1300년 전에 당나라 수도 장안을 참고하여 만든
헤이조궁은 701년부터 74년 동안 일본의 심장부로서
최대 10만 명이나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긴 세
월로 인해 그 화려한 자취가 사라지고 잊혀졌다가
1959년부터 본격적으로 흩어진 흔적들을 발굴하여
지금도 복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복원 완성된 궁내 최대 궁전 다이코쿠덴
(大極殿)과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워 돌아오는 사
명을 띤 견당사들이 목숨을 걸고 탔던 배의 실제
크기 복원 등이 방문객의 눈을 끕니다.
또한 역사관에서는 헤이조궁과 견당사 등에 관한

야마토 사이다이지 역과 연결

www.kintetsu.co.jp/nara/timesplace

② 사이다이지 자전거센터 西大寺自転車センター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애니메이션과 전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적지가 아주 넓어서 중간에 전철 선로가 있을 정도인데, 구내
자전거 통행이 허용되므로 자전거를 빌리면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나라의 동네 사람처럼 자전거로 오밀조밀한 길을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나라 현은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자전거를 활용한
관광을 추천하기로 방침을 정해, 모두 31개의 루트를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전거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이다이지 자전거센터는 누구에게나 자전거를 빌려주는 곳으로, 이
곳에서 빌려서 긴테쓰 나라 역에 있는 나라 자전거센터나 호류지 버
스센터 옆에 있는 호류지센터에 반납해도 됩니다.
인터넷 쿠폰이나 간사이 스루패스를 제시하면 200엔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추천 자전거 코스가 실린 지도도 무료로 줍니다.
이곳에서 약 4킬로미터 떨어진 세계문화유산 야쿠시지 절까지 돌아보
는 자전거 코스는 약 3시간 정도 걸립니다.

1000엔

9:00~17:00

0742-44-8388

야마토 사이다이지 역 남쪽 출구에서 약 30미터
奈良県奈良市西大寺国見町1-1

야마토 사이다이지 역 남쪽 출구. 사진 왼쪽
끝이 사이다이지 자전거센터.

nara-cycling.com
www.narakotsu.co.jp/kanren/cycle/coupon.html (할인 쿠폰)

프랑스에서 개최된 양과자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셰프가 운영하는
프랑스 과자 전문점. 본점치고는 규모가 작다고 느껴지기도 하지
만, 그 유명도는 일본 각지의 사람들을 불러 모을 정도입니다.
프랑스 제과 기술의 역사와 일본의 미적 감각이 어우러진 명과는
여행의 시간을 잠시나마 호화롭게 장식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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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토 사이다이지 역에서 도보 15분

0742-35-8201

奈良県奈良市二条大路南4-6-1

heijo-kyo.com

③ 가토 드 보아 ガトード・ボア

10:00~19:00

0742-48-4545

야마토 사이다이지 역에서 도보 5분

奈良県奈良市西大寺南町1-19 -101

www.gateau-des-bois.com

9:00~16:30(월요일 휴무)

헤이조궁 역사관 앞의 견당사 배.

⑤ 도쇼다이지 절 唐招提寺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국력을 기울일 정도로 열심
이었던 나라시대. 당시 선진 문물의 중심에는 불교가
있었고, 불교 경전과 승려를 일본으로 들여오기 위해
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나라에서 배를 타고 나라까지 오는 일은 그
때로서는 목숨을 건 모험이었기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드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승 감진(鑑真) 대사가 자진하여 길을 나섰지
만 중국 당국의 방해와 난파 등으로 인해 5번에 걸친 시
도가 모두 실패, 실명을 할 정도의 죽을 고비까지 넘긴
끝에야 비로소 나라에 오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감진 대사가 나라에 세운 절이 도쇼다이지로, 759년에 지은 대부분의 건물이 창건 당시의 모습을 지키고
있어서 국보이며 유네스코지정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600엔

0742-33-7900

奈良県奈良市五条町13-46

8:30~17:00

긴테쓰 니시노쿄 역에서 도보 10분

www.toshodaiji.jp (한국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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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야쿠시지 절 薬師寺

호류지

국보 및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사찰로
금당 좌우에 높은 2개의 탑(동탑과 서탑)이 있는 가람
구조가 유명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본에서는 야쿠
시지가 최초였다고 합니다.
최초 설립은 7세기며, 8세기부터 지금의 자리에서
대규모 사원으로 성장했으나, 이후 전쟁 등으로 동
탑을 제외한 당시 건물들은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1300년 전부터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온 동탑과 금당의 약사삼존상
등은 국보로서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단지 오래된 절에 머물려 들지 않고, 사찰 보존 기금 마련과 대중과의 친밀
도를 높이기 위해 팝 콘서트를 벌이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로도 주목을 끄는
사찰입니다.

호류지 절 法隆寺
아스카 시대인 607년에 산문을 연 호류지는 일본 학생들
수학여행에 필수코스일 정도로 유명한 사찰이며, 우리나
라에도 고구려의 승려 담징이 금당 벽화를 그린 장소로
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호류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일 뿐 아니라
불교문화의 보고로서, 1993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에 등록되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금당 벽화는 유감스
럽게도 1949년에 화재를 당해 지금은 모사품만 볼 수 있
습니다.

500~800엔(공개 상황에 따라 변동)
8:30~17:00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의 유골을 모
신 겐조산조인 가람(玄奘三蔵院伽藍).

긴테쓰 니시노쿄 역에서 바로 앞
(사이다이지 자전거센터에서 자전거로는 약 20분)

1000엔

8:00~17:00(겨울철 16:30, 연중 무휴)

JR 호류지 역에서 도보 20분

0742-33-6001
奈良県奈良市西ノ京町457

동탑은 2018년까지
해체 보수가 진행된다.(2012년 촬영)

www.nara-yakushiji.com

0745-75-2555

奈良県生駒郡斑鳩町法隆寺山内1-1
www.horyuji.or.jp

⑦ 야쿠시지 몬젠 암리트

주구지 절 中宮寺

薬師寺門前アムリット

호류지 바로 옆이라서 호류지의 일부처럼 보이
지만, 사실은 아스카 시대에 독립 창건된 절입
니다.
주구지는 비구니 사찰로서 지금도 그 전통을 이
어오고 있는데, 아스카 시대 조각품 중 최고 걸
작이라 하는 본존 보살반가상(菩薩半跏像)과 자수
작품 천수국만다라수장(天寿国曼荼羅繍帳)이 소장
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두 국보는 본당에서 관
람(천수국만다라수장은
복제품)이 가능합니다.

인도신화에 나오는 불로불사의 음료 암리트를 간판으로 건
복합시설. ‘맛있고,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의 제공을 모토로
이탈리안 레스토랑, 카페, 상점, 갤러리를 결합하여 손님을
맞습니다.
제철 야채를 듬뿍 사용한 식사 메뉴와 푸딩이 인기 높은데,
레스토랑이 부담스러운 여행자라면 카페에서 부담 없는 점심식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카페 런치타임은 11시부터 15시까지며, 샐러드와 커피나 홍차까지 포
함한 런치세트를 1200엔부터의 가격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10:00~18:00(레스토랑 별도)

긴테쓰 니시노쿄 역에서 도보 10분

0742-32-5777

奈良県奈良市六条町410

www.amrit-nara.jp

500엔

9:00~16:30(계절 따라 변동, 연중 무휴)

호류지 옆

0745-75-2106

奈良県生駒郡斑鳩町法隆寺北1-1-2
www.chuguji.jp

카페의 점심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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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자 일본 최초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호류지를 만나 보세요.

디저트로 추천할만한 푸딩은 380엔.

본존 보살반가상.

> Information JR 호류지(法隆寺) 역은 JR 나라 역에서 약 10분 소요. 운임 21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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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모양 열차를 타고
올라가면 중국영화에 나올 법한
분위기의 절과
향수 어린 모습의 유원지가 나옵니다.
조용하면서도 어딘지 활기가
흐르는 느낌의
동네입니다.

이코마
호잔지 절 宝山寺

이코마 케이블 生駒ケーブル
가파른 오르막길은 바퀴가 미끄러져서 보통 열차는 오르기 힘듭
니다. 그래서 강철 케이블을 이용해 차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케
이블카입니다. 이코마 케이블은 일본 최초의 상업용 케이블카가
설치된 노선으로 무려 90년(1918년 운행 개시) 넘는 역사를 가졌
습니다.
노선은 전체 약 2킬로미터, 도리이마에(鳥居前) 역에서 호잔지 역까지인 호잔지
선과 호잔지 역에서 이코마산조(生駒山上) 역까지인 산조 선으로 구간이 분리됩
니다. 운행은 호잔지 선 15~30분, 산조 선 40분 간격입니다.
처음에는 호잔지 절을 찾는 참배객을 위해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종점
에 있는 유원지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 개나 고양이 모양의 차량이 달립니다.

655년에 산문을 열어 일본에서 유명한 홍법(弘法)대사도 수
행을 했다고 하며, 현재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연 것만 따져도
300년이 훨씬 넘은 절입니다. 호잔지는 에도시대부터 천황이
나 에도 막부의 최고위층이 찾는 곳이면서도 장사의 신을 모셨
다고 해서 서민의 참배도 많아서 이코마 케이블이 이 절을 위
해 개통되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일본 사찰이 평지에 지어진 곳이 많은데 반해 호잔지의 가람은
산을 타고 오르듯 지어져서 입체적인 풍광을 자랑합니다.
무료

이코마 케이블 호잔지 역 하차, 도보 10분

奈良県生駒市門前町1-1

나이야빙기 ナイヤビンギ
장난기 어린 듯한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서면 자메이카
레게 음악이 들리는, 생뚱맞게 느껴질 정도로 개성 넘치는
카페.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음식을 만들고 커피마저도 마
야인이 재배한 유기재배 커피콩만 쓰는 등, 슬로푸드 자연
채식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식사류는 예약하지 않으면 맛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대신 다양한 다과와 차 종류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코마산 위에 자리해서 멋진 경치
를 굽어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12:00~21:00(화요일 및 부정기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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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른 절에서는 보기 힘든 박력과 활기가 느껴진다.

향수를 자극하는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만든 세트장
같은 느낌의 유원지로, 오랜 세월 나라 지역민의 사
랑을 받아온 곳입니다. 이름 그대로 높이 642미터의
이코마 산에 자리해서 여름에는 평지보다 섭씨 2~4
도 정도 기온이 낮고 바람도 시원해 가족과 연인이
피서 삼아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놀이기구들은 참 소박해 보이지만, 워낙 전망이 좋
은 곳이라서 무엇을 타도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 게
다가 입장료가 무료라서 부담 없이 찾아가 볼 수 있
습니다. 매년 겨울(12월 1일~3월 15일)에는 휴원이라
서 이코마 케이블도 호잔지역까지만 운행합니다.

무료(놀이기구 유료)

0743-73-0805

ameblo.jp/nya-binghi

긴테쓰 나라 역에서 긴테쓰 이코마 역까지 약 20분

이코마산상유원지 生駒山上遊園地

www.hozanji.com

이코마 케이블 호잔지 역 하차, 도보 5분

280엔(도리이마에 ↔ 호잔지), 간사이스루패스 적용

0743-73-2006

진입로부터 경내 어디든 빼곡하게 서 있는 석등과 석비는 소원성취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봉헌된 것이다.

奈良県生駒市門前町12-9

긴테쓰 이코마 역와 도리이마에
(鳥居前) 역은 육교로 연결된다.

0743-74-2173

30미터의 비행탑.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기구로서 80년이 넘었다.

10:00~17:00(계절 따라 변동) 수요일 및 임시 휴원일 있음

이코마 케이블 이코마산조 역 하차 하면 바로 앞

奈良県生駒市菜畑2312-1

www1.kcn.ne.jp/~skyikoma

조금만 높은 놀이
기구를 타도 놀라
운 전망을 즐길 수
있다.

빛을 따라 터치하는 게임 ‘캐치 더 플래시’.
서일본 최초로 개설한 어트렉션으로 1인 3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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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에겐
도다이지 절이 유명하지만,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하세데라를 제일 좋아한다는
대답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하세데라

② 하세데라 참배길 長谷寺参道
일본 지명에는 산도(参道)라는 이름이 흔히 붙는데, 모두 신사
나 사찰로 참배하러 가기 위한 진입로를 뜻합니다. 하세데라
절로 가는 참배길은 번화하다기보다는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
된 가게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는 고즈넉한 분위기입니다.

① 하세데라 절 長谷寺

①
하세데라 절

③ 시로자케야 白酒屋

長谷寺

하세데라 절 입구
長谷寺入口

130년 넘는 전통을 지닌 시로자케야는 이름에 술(酒)이 들
어가 있어서 술도가 같지만, 사실은 장아찌의 일종인 나라
즈케로 유명한 곳입니다. 전통주를 활용하여 발효시킨 그
맛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하는데, 관광객에게는 이 집의 또
다른 명물 쑥떡이 인기입니다. 철판 위에서 갓 구워 파는
쑥떡을 한 개쯤 맛보기를 추천합니다.

하세데라참배길

② 長谷寺参道
③

시로자케야
白酒屋

9:00~17:00(금요일 휴무)

*긴테쓰 나라 역에서
하세데라 역까지는 약 40분 소요,
운임 610엔.

0744-47-7988
하세데라 절 입구에서 약 20미터

奈良県桜井市初瀬746
www.shirozakeya.com

국보를 비롯한 천 여 점의 소장 문화재와 1200년의
역사를 지닌 사찰. 그러나 많은 나라 사람에게 사랑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찰을 둘러싼 아름다운 자연
에 있습니다. 벚꽃과 단풍 등도 그러하지만 4월 하
순에서 5월 상순에 걸쳐 7천 그루나 되는 모란이 일
제히 피는 광경은 예로부터‘꽃의 사찰’
이라는 별칭
을 붙여줄 정도로 유명합니다.

하세지

長谷路

④
우체국
郵便局

500엔

0744-47-7001

8:30~17:00(4월~9월), 9:00~16:30(10월~3월)
하세데라 역에서 도보 15분

奈良県桜井市初瀬731-1

하세데라 절 입구 쪽
참배길 어귀.
시식을 권하는 파란색
옷 남자가 서 있는 곳
이 시로자케야.

④ 하세지 長谷路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을 카페로 활용한 하세지는 250년
동안 마르지 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로 만든 말차가
유명합니다.
애써 인공적으로 정리하기 보다는 적당히 내버려둔 듯한
정원과 작은 연못을 보며 잠시 쉬어가기에 좋은 곳입니다.

www.hasedera.or.jp
10:00~17:00(여름과 겨울의 수요일 휴무)
0744-47-7047
하세데라 역에서 도보 10분

奈良県桜井市初瀬町857
www.nara-mall.ne.jp/haseji

하세데라 역
長谷寺駅

399단의 돌계단 옆에
만발한 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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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인 본당은 절벽 위에 세워졌고
무대처럼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아름다운 전망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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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신앙 유적과
명품 소면이
유명한 고장입니다.

미와

나라시대 이전의 아스카시대,
그 시대의 수도였던 아스카.
지금은 한적한 전원으로 보이지만
한때는 한반도와 교류하며
불교문화를 꽃 피웠던
현장이었습니다.

아스카

오미와진자 大神神社
렌터사이클 가시하라 영업소
レンタサイクル橿原営業所

미와 지역은 미와야마(三輪山)라는 산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산은 신이
머무는 자리라고 해서 예전에는 일반 사람들은 들어서지도 못 했다고 할
정도로 신성하게 여겼던 곳입니다. 오미와진자는 미와야마(三輪山) 산 자
체를 섬기는 신사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 중 한 곳입니다.
무료

긴테쓰 가시하라진구 마에 역
近鉄橿原神宮前駅

아마카시노오카 산

24시간 개방

JR 미와 역에서 도보 5분

甘樫丘

① 아스카데라 절
飛鳥寺

0744-42-6633

奈良県桜井市三輪1422

만요문화관

④ 万葉文化館

www.oomiwa.or.jp

긴테쓰 오카데라 역

높이 32.2미터로 일본 최대를 자랑하는 도리이(신사 입구).

近鉄岡寺駅

시라타마야 에이주 白玉屋榮壽

가메이시(거북바위)
렌터사이클 가메이시 영업소 亀石
レンタサイクル亀石営業所

명품 모나카로 유명한 가게. 본점이 오미와진자의 거대 도리이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모나카 외에도 다른 일본전통과자를 차와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JR 나라 역 부근 등에 지점도 있습니다.
8:00~19:00(매주 월요일 및 셋째 주 월·화 휴무)
JR 미와 (三輪) 역에서 도보 5분

0744-43-3668

奈良県桜井市大字三輪497

www.begin.or.jp/mimuro

렌터사이클 이시부타이 영업소
レンタサイクル石舞台営業所

②

긴테쓰 아스카 역
近鉄飛鳥駅

이시부타이 고분

*긴테쓰 나라 역에서 아스카 역까지는 石舞台古墳
약 40분 소요, 운임 560엔.

⑥ 곳코로 카페

コッコロ·カフェ

렌터사이클 아스카 역전 영업소

レンタサイクル飛鳥駅前営業所

다카마쓰즈카 고분・다카마쓰즈카 벽화관

⑤ 高松塚古墳・高松塚壁画館

아스카의 다락논
飛鳥の棚田

③

자전거로 돌아보는 아스카문화
센주테이 千寿亭

아스카의 관광지는 걷기에는 조금 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다소 번거로운 거리에 자리잡은 듯한 느
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동차가 적고 공기가 좋아서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하이킹과 관광을 동시에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빌릴 때 간단한 무료 지도를 주고, 반납은 자전거를 처음 빌린 곳뿐 아니라 다른 영업소(지도 참조)
에 해도 되므로 이용 또한 편리합니다(다른 곳에 반납 시 추가 요금 200엔).
아래 쿠폰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전동 자전거 제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와 지역은 예로부터 소면이 유명합니다. 미와에서 160년 넘게
소면을 만든 이케리라는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수집이 센주
테이입니다.
명성에 걸맞게 식사시간이 아닐 때조차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
비는 이곳은 전통적 소면 외에도 퓨전 스타일 소면과 일본전통
과자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9:00~17:00

냉소면(冷やし素麺) 735엔 등

JR 미와(三輪) 역에서 도보 10분

0744-45-0626

11:00~17:00까지 입장(금요일 휴무)

奈良県桜井市芝293

www.ikeri.co.jp/senjutei

가시하라진구마에 역 동쪽 출구 왼편, 또는 아스카 역 왼편

아스카 렌터사이클 할인 쿠폰

www.k-asuka.com

明日香レンタサイクル割引きクーポン

대여료: 700엔(전동 자전거 제외), 다른 영업소에 반납할 시 200엔 추가

> Information JR 미와 역은 JR 나라 역에서 약 30분 소요. 운임 320엔.

平日900円、休日1000円を700円に割引き(電動は除く) 乗り捨て別途200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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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2014년 3월까지 割引き期間 : 2014年３月末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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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스카데라 절 飛鳥寺

④ 만요문화관 万葉文化館

6세기부터 7세기 말까지 수도였던 아스카에 궁전
과 도시가 건설되던 무렵, 백제에 승려와 기술자
의 파견을 요청하여 만든 가람이 아스카데라입니
다. 아스카데라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며
이곳의 아스카 대불 역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입니다. 발굴조사에 따르면 최초의 가람 규모는 대단히 컸고 고구려 양식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절로 밖에 남지 않았지만,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 왔을 우리 조상
을 떠올리게 되는 소중한 유적지입니다.
350엔

9:00~17:30(10~3월에는 17:00)

奈良県高市郡明日香村飛鳥682

0744-54-2126

5세기에서 8세기에 걸쳐 지은 4500여 수의 시를 모은 만
요슈(万葉集)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입니다. 여기
에는 나라에 대한 시가 특히 많아서 만요슈를 중심으로 한
고대문화 관련 종합문화관인 만요문화관이 2001년에 개관
된 것입니다. 영상과 재현 공간 등을 이용한 입체적인 전
시가 나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스카 대불. 천년 넘는 세월 동
안 지역 서민들의 보호만으로
보존되었다고 한다. 이 불상도
백제인이 만들었다.

www.kasugano.com/kankou/asuka/index6.html

 시하라진구마에 역 동쪽 출구 2번 승차장에서 아카카메버스(아스카지역 버스)로 아스카다이부쓰마에(飛鳥大仏前)
가
하차/가시하라진구마에 역에서 도보 40분

② 이시부타이 고분 石舞台古墳
‘이시부타이’
란 바위 무대라는 뜻으로, 무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고분
입니다. 길이 7.7미터, 폭 3.5미터, 높이 4.7미터
로, 총 무게는 2300톤이나 되는데 만든 것이 7
세기 초임을 감안하면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
과 최대의 인력을 동원했으리라 추정되는 무덤
석실은 일본 최대 규모이다. 입니다.
250엔

8:30~17:00

奈良県高市郡明日香村島庄

www.asuka-park.go.jp/ishibutai (한국어 지원)

가
 시하라진구마에 역 동쪽 출구 2번 승차장에서 아카카메버스로 이시부타이(石舞台) 하차/아스카 역에서 도보 25분

600엔(외국인 무료)

10:00~17:00(수요일 및 부정기 휴관 있음)

www.manyo.jp

奈良県高市郡明日香村飛鳥10

가
 시하라진구마에 역 동쪽 출구 2번 승차장에서 아카카메버스로 만요분카칸 니시쿠치(万葉文化館西口) 하차

⑤ 다카마쓰즈카 고분 . 다카마쓰즈카 벽화관
高松塚古墳・高松塚壁画館

아스카 지역에는 이곳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하기 위해 국영
아스카역사공원이 폭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에는 1972년 발굴 당
시부터 천년 넘게 유지된 선명한 색채로 주목을 끌었던 다카마쓰즈카 벽
화가 발견된 다카마쓰즈카 고분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카마쓰즈카 벽화는 현재 복원 중
으로, 다카마쓰즈카 벽화관에서 복
제품을 통해 역사의 놀라운 자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카마쓰즈카 벽화

다카마쓰즈카 벽화관 250엔(공원 입장 무료)

09:00~16:30(다카마쓰즈카 벽화관)

www.asuka-park.go.jp/takamatsu (한국어 지원)

奈良県高市郡明日香村大字平田439

아스카 역에서 도보 5분

③ 아스카의 다락논 飛鳥の棚田
아스카가와 강을 따라 산구릉에 만들어진 다락 논이 차분하게 펼쳐지는
경관으로,‘일본 다락논 100선’
에 꼽힌 바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가을에는 논두렁에 붉은 피안화가 피는 아름다운 광경에 이끌려
많은 관광객이 카메라를 들고 찾아오며, 이곳에서 열리는 허수아비 콘테
스트도 유명합니다.

⑥ 곳코로 카페 コッコロ·カフェ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
는 카페. 점심에는 곳코로 런치, 생파스타 런치, 카레 런
치를 각 1천엔으로 맛볼 수 있는데, 여기에 250엔을 더
하면 커피나 홍차를, 200엔을 더하면 오리지널 디저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시하라진구마에 역 동쪽 출구 2번 승차장에서 아카카메버스로
이시부타이(石舞台) 하차 후 도보 20분

奈良県高市郡明日香村稲淵

8:00~18:59(수요일 휴무)

0744-54-3039

아스카 역에서 약 50미터

奈良県高市郡明日香村御園137-1

www4.kcn.ne.jp/~remo
깔끔한 맛의 곳코로 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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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4-54-1850

0744-54-2441

다이마

나라현
광역전철노선도

가쓰라기 시에 속한
다이마는 스모의 발상지며,
살아 있는 몸으로 극락에
올라갔다는 주조히메의 전설이
스민 고장입니다.

긴테쓰 나라

하세데라

다이마데라 절 當麻寺
아스카시대에 창건된 절로, 전설의 주조히메(中将姫)가 머리를 깎은 곳
이기도 합니다. 1300년의 역사에 걸맞은 많은 문화재를 가졌는데 특
히 야마토의 3대 정원(大和三名園)이라 하는 나카노보의 고구엔(香藕園)
과 일본에서 유일하게 나라시대에 만든 3층 목탑 2기가 함께 남아 있
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완공식에 백제 승려 혜관(恵灌)이 오는 등,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카노보(中之坊), 가람(금당 등) 각 500엔

이
코
마

9:00~17:00

0745-48-2002

奈良県葛城市當麻1263

다이마데라(当麻寺) 역에서 도보 15분

www.taimadera.or.jp
www.taimadera.org

난
바

오
사
카
난
바

가쿠엔마에

도리이마에
야마토사이다이지

호잔지

긴테쓰 나라

아마가쓰지 JR 나라
덴노지

니시노쿄

이코마산조

호
류
지

긴테쓰
고오리야마

덴리

센
자
이

가쓰라기 시 마스코트 렌카짱. 가끔 나타나
딱딱한 사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준다.
다이마데라

나카노보 고구엔 입구.

야기니시구치

우
네
비

하
세
데
라
미와

가시하라진구마에
오카데라
아스카

주조도 본점 中将堂本舗

간사이국제공항

한입에 쏙 들어갈 크기의 쑥떡 위에 담백한 단팥을 얹은‘주조
떡’
과 콩가루를 묻힌 쑥떡의 유명세로 손님이 끊이지 않는 가게.
떡 외에 다른 일본식 디저트도 가게 뒤뜰에서 차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주조 떡과 녹차
세트 300엔.

9:00~18:00(품절 시 일찍 닫음)

奈良県葛城市當麻55-1

0745-48-3211

www.chujodo.com

다이마데라(当麻寺) 역에서 20미터

신칸센
긴테쓰
난카이
한신
지하철

*나
 라 현의 전철은 운영회사에 따라 크게 긴테쓰와 JR로 나뉩
니다. 운영 회사에 따라 이름이 같은 역이라고 해도 위치가 크
게 차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케이블

* 간사이 스루패스 이용가능 노선은 긴테쓰입니다.

> Information 다이마데라(当麻寺) 역은 긴테쓰 나라 역에서 약 60분 소요, 운임 610엔.
긴테쓰 가시하라진구마에 역에서는 약 15분 소요, 운임 25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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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안내소
●간사이 관광정보센터(간사이국제공항 내)
TEL +81-72-456-6025
안내 일본어·영어·중국어
시간 8:30~20:30(4~10월), 9:00~21:00(11~3월)
●나라 현 관광인포메이션센터
TEL +81-742-27-2003
안내 일본어·영어
시간 10:00~17:00
●나라 시 관광센터
TEL +81-742-22-5595
안내 일본어·영어
시간 9:00~21:00(외국어 대응은 17:00까지)
●나라 시 종합관광안내소
TEL +81-742-27-2223
안내 일본어·영어
시간 9:00~21:00(외국어 대응은 17:00까지)
●JR 나라 역 종합관광안내소
TEL +81-742-22-9821
안내 일본어·영어
시간 9:00~17:00
●긴테쓰 나라 역 종합관광안내소
TEL +81-742-24-4858
안내 일본어·영어
시간 9:00~17:00
●사루사와이케 관광안내소
TEL +81-742-26-1991
안내 일본어·영어
시간 9:00~17:00
●호류지 i 센터
TEL +81-745-6800
안내 일본어·영어
시간 9:00~18:00(외국어 대응은 17:00까지)

발행·취재협조
나라 현 관광국 국제관광과(http://www.pref.nara.jp·http://www.facebook.com/visit.nara.japan)
나라 현 비지터즈뷰로(http://www.nara-kankou.or.jp)
나라 시 관광협회(http://narashikanko.or.jp)

2판 2013년 3월
이 가이드북은 나라 현 여행객을 위해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 책에 실린 각종 데이터는 2013년 2월 20일 기준입니다.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여행 시에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진이나 글 등 어느 것이든 무단 사용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