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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라믹 로드의 시작

아리타야키 有田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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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 사가현의 아리타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도자기를 ‘아리타야키’라 한다. 바

로 인접한 나가사키현의 하사미 지역까지 아우르는 가마에서 구워진 도자기가 북쪽

의 이마리항에서 출하되었기 때문에 이마리 도자기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즉 ‘아리

타야키’, ‘하사미야키波佐見焼’, ‘이마리야키伊万里焼’는 같은 산지의 도자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는 아리타의 옛 지명을 따서 ‘히젠야키肥前焼’라고도 한다. 조선
의 도공 이삼평이 1616년 아리타의 이즈미야마산에서 도자기 원료인 고령토를 발

그릇, 일상을 풍요롭게 채우다
일본 음식의 꽃이라 불리는 가이세키 코스 요리의 숨겨진 조역은 그릇
입니다. 음식의 재료와 조리 방식에 따라 종류, 크기, 모양 등 세분화된
그릇에 담긴 요리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근
사합니다. 장인 정신이 깃든 이 그릇들은 역사 깊은 도자기 마을에서
내 집 식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식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행의 흔적은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견한 이후 아리타는 명실상부 일본 도자기의 발상지라 불리고 있다. 초창기에는 백

자나 당초무늬의 청화백자와 같은 단순한 형태였으나, 이후 중국의 영향을 받아 다

양한 무늬의 회화적인 모습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
유럽과 동남아시아까지 수출되면서 아리타야키의 대표 이미지가 되었다. 현대에 와
서는 해외 디자이너나 젊은 작가를 중심으로 실험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아리타
야키를 선보이며 변화의 흐름에 발 맞추고 있다.

가는 방법

• 후쿠오카 공항 → (버스 ·
지하철 10분) → JR 하카타역
→ (특급 열차 1시간 20분) →
JR 아리타역

• 규슈 사가 공항 → (공항
리무진버스 30분) → JR
사가역 → (특급 열차 40분) →
JR 아리타역
•나가사키 공항 → (공항
리무진버스 10분) → JR
오무라역→ (쾌속열차 50분)
→ JR 하이키역 → (보통열차
10분) → JR 아리타역

CHECK! 일주일 동안 펼쳐지는 도자기 천국, 아리타 도자기 시장

도자기 마니아를 불러 모으는 최대의 도자기 시장. JR 아리타역에서 JR 가미아리타역에 이르는 약 4km의 거리 양 옆으로
500여 곳의 가게가 늘어서고 100만 명의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 인다. 전통적인 아리타야키부터 신진 작가의 개성

넘치는 도자기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고 깜짝 할인 이벤트가 열리는 등 활기가 넘친다.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일본
골든위크 기간에 열리기 때문에 항공권과 숙박 예약을 미리미리 해두어야 한다. WEB www.arita-toukiichi.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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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여행의 첫 걸음

아리타 도자기의 새 바람

사가현립 규슈 도자 문화관

아리타 세라

아리타 지역을 중심으로 규슈의 도자기를 수집 및 전시하고 있

22곳의 아리타 도자기 점포가 자리한 아리타 세라는

17세기 말 중국 명청 교체의 혼란한 시기를 틈타 유럽 수출의 새

즘 스타일의 세련된 도자기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최

佐賀県立九州陶磁文化館

アリタセラ

는 도자기 문화관. 조선의 도공들에 의해 발전한 아리타야키는

로운 도자기 산지로서 최대 부흥기를 맞는다. 제4 전시실에는 이

러한 아리타 도자기의 역사가 상세히 전시되어 있다. 특히 이마
리항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된 아리타야키를 다시 수집해 이곳에
기증한 101점의 ‘간바라蒲原 컬렉션’이 단연 압권이다. 또한 시
바타柴田 부부가 기증한 17~18세기 아리타야키 1만 3백여 점

중 1천 점을 상시 전시하고 있어서 아리타야키의 변천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중정에는 자매 결연을 맺은 독일 마이센시가 기
증한 도자기 새 조각상의 분수대가 있으며, 문 손잡이나 화장실
세면대 등 곳곳의 도자기 장식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INFO JR 아리타역에서 도보 12분, 09:00~17:00, 월요일 휴관 주소
佐賀県西松浦郡有田町戸杓乙 3100-1 요금 무료 입장(특별 기획전
은 별도) TEL 0955-43-3681 WEB saga-museum.jp/ceramic/

섬세한 그림을 담아낸 전통 아리타야키뿐 아니라 요
근에는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아리타 도자기에 새로

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진원지이기도 하다. 특히
전통 아리타야키 가마인 모모타토엔百田陶園이 이
탈리아 디자이너와 콜라보레이션한 브랜드 ‘1616’과
아리타야키 탄생 400년이 되는 2016년에 16명의

해외 디자이너와 아리타 도자기 공방의 협업을 통해

선보인 그릇 컬렉션 숍 ‘2016/’을 통해 아리타야키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호텔 ‘아리타 하우스Arita

Huis’ 내부의 레스토랑에서는 아리타 세라의 도자
기로 플레이팅한 근사한 한끼도 즐길 수 있다. ‘전통’,

‘디자이너’,’현대’의 세 가지 컨셉트 중 선택할 수 있
는 디너 코스는 요리와 그릇의 절묘한 앙상블로 눈과
입을 동시에 만족시켜 준다.

INFO JR 아리타역에서 차로 5분 주소 佐賀県西松浦 郡有田町
赤 坂丙2351-169 요금 무료 입장(특별 기획전은 별도) TEL 095543-2288 www.arita.gr.jp 1616 09:00~17:30 TEL 0955-422519 www.1616arita.jp 2016/ 10:00~17:30 TEL 0955-422016 www.2016arita.jp 아리타 하우스 11:30~15:00(런치),
18:00~22:00(디너) 요금 디너 코스 3,240엔부터, 런치 세트 1,350엔
부터 TEL 0955-25-8018 WEB www.aritahuis.com

도자기 신을 모신 신사

도잔 신사
陶山神社

아리타 도자기를 탄생시킨 조선의 도공 이삼평을 신으로 모신 신
사가 아리타 도자기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다.

긴 돌계단을 오르면 나타나는 청색의 당초 무늬가 그려진 백자
도리이(신사의 입구)는 아리타 도자기 마을의 상징과도 같다. 경

내 곳곳에 도자기가 놓여 있으며 신사의 역사가 적힌 설명 판, 사
무소에서 판매하는 부적 역시 모두 도자기로 되어 있다.

INFO JR 가미아리타역에서 도보 10분 주소 佐賀県西松浦郡有 田
町大樽 2-5-1 TEL 0955-42-3310 WEB www.arita-tos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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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마니아의 보물찾기

고라쿠가마 트레져 헌팅

일본 자생 도자기의 진화

幸楽窯のトレジャーハンティング

세토야키·미노야키 瀬戸焼·美濃焼

150년 역사의 아리타야키 공방 고라쿠가마에서는 하루 2번, 오
전 10시와 오후 1시에 도자기 창고를 개방한다. 나무 상자 안에

아리타야키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풍경은 ‘그릇 덕후’라면 두근
두근 가슴이 뛰는 장면. 플라스틱 바구니와 헤드 랜턴과 장갑이

주어지고 90분 동안의 ‘보물찾기’가 시작된다. 게임 규칙은 간단
하다. 제한 시간 내에 바구니에 갖고 싶은 아리타야키를 담을 것.

단, 바구니의 적정 수준을 넘기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니 주

의해야 한다. 또한, 5천엔 코스에 비해 1만엔 코스의 도자기가 문
양이 화려하고 다양하다. 자신의 취향에 따라, 혹은 쓰임에 따라
코스를 선택하면 된다. 도자기 공방 투어(유료)도 가능하다.

INFO JR 아리타역에서 차로 5분 주소 佐賀県西松浦郡有田町丸 尾
丙 2512 요금 트레저 헌팅 5천엔 코스, 1만엔 코스 중 선택(90분 시간
제한) TEL 090-8351-4121(사전 예약 필수) WEB kouraku.jp.net/
news/treasure/

왕에게 진상하던 산속 도자기 마을

이마리 오카와치야마
伊万里 大川内山

깎아 지르는 듯한 병풍 바위가 품고 있는 오카와치야마는 1652
년 설치된 나베시마번(지금의 사가현)의 전용 가마이다. 막부의

헌상품이나 선물용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당대 최고의 도예 장인
들을 데려와 최상품의 도자기를 생산하였다. 원료와 기술을 철저

아이치현 세토시를 중심으로 계승되어온 세토야키는 한반도와 중국에서 온 도공

적인 아리타야키와는 그 뿌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유

나이다. 일본에서 도자기를 뜻하는 옛 말이 ‘세토모노せともの’일 정도로 깊은 역

히 관리하며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나베시마야키鍋島焼는 대중
신 이후 관의 소속이 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민간의 가마가 열리
게 되었고 현재 30여 곳의 공방이 전통과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

끼를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그 선두에 선 공방이 ‘하타만
토엔畑萬陶苑’이다. 유약 대신 5회 굽기 방식으로 가죽 질감의

도자기를 개발하거나 유럽과 미국의 디자이너와 협업하고 레스
토랑 셰프와 직접 그릇을 개발하는 등 독창적인 도자기를 선보이
며 일본 제일이라 칭송받던 나베시마야키의 맥을 잇고 있다.

INFO JR 이마리역에서 차로 10분 www.imari-ookawachiyama.
com 하타만토엔 9:00~17:00 주소 佐賀県伊万里市大川内町乙
1820 TEL 0955-23-2784 WEB hatama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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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일본 도공에 의해 발전한 ‘일본의 오래된 여섯 가마日本六古窯’ 중 하

사를 가지며 오래 전부터 유약을 사용해 생활에 쓰기 좋은 그릇을 만들어왔다. 에
도 시대에는 아리타야키의 유명세에 밀리자 도기 인형으로 눈을 돌려 오와리세토
역을 통해 유럽에 판로를 개척하기도 했다. 현대에는 여러 요인으로 쇠퇴를 겪고

있지만 작은 공방을 중심으로 개성 있고 실용적인 그릇을 만들기를 모색하고 있

다. 반면, 미노야키는 기후현 남서쪽의 다지미시·도키시·미즈나시·가니시 등에

서 생산되는 도자기이다. 세토야키와 미노야키는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서

가는 방법

• 센트레아 주부 공항 →
(메이테쓰 열차 30분) →
나고야역 → (보통 열차 40분)
→ JR 다지미역
• 센트레아 주부 공항 →
(메이테쓰 열차 30분) →
나고야역 → (지하철 5분) →
사카에역 → (메이테쓰 열차
30분) → 오와리세토역

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오리베야키織部焼’라는 녹색의 유약을 바른 도자기 양식
이 대표적이다. 현재 일본 도자기 생산의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는 미노야키는 백

화점이나 쇼핑몰의 셀렉트숍 리빙 코너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 도자기
최대 산지로서 국제 도자기 페스티벌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신진 작가 발
굴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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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야키의 모든 것

전통과 현대의 앙상블

세라믹 파크 미노・
기후현 현대 도예 미술관

기타카마 가센

일본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발전해온 미노야키의 도자 문화를 알

가 있던 아카즈 지역의 도자기를 ‘아카즈야키赤津

喜多窯 霞仙

セラミックパークMINO・岐阜県現代陶芸美術館

세토야키 중에서 에도 시대 오와리번의 전용 가마
焼’라 하며 주로 차 도자기를 중심으로 발전하였

리기 위해 2002년 개관한 도자기 테마 시설이 다지미 시내 외곽

다. 약 350년의 전통을 가진 이 지역에는 현재 40

의 자연림 속에 자리한다. 근현대 도자기를 기획 전시하는 현대

여 곳의 공방이 운영 중이다. 그중 12대째 대를 이

도예 미술관과 도자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는 컨벤션홀, 도자기 워

어온 가센은 세토야키의 특징이랄 수 있는 유약을

크숍을 진행하는 도예관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특히 컨벤

연구, 계승하고 있는 가마이다. 특화된 도예 기술

션홀에선 매년 가을 ‘국제 도자기 페스티벌 미노International

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식생활에 어울리는 세련된

Ceramics Festival Mino’가 개최되어 전 세계 신진 도예작가의

그릇 또한 꾸준히 선보이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참신한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골동품

꾀하고 있다.

플리마켓도 열리는데, 도자기의 고장인 만큼 꽤 괜찮은 물건이

나오기도 한다. 주변의 산세와 지형에 따라 조화롭게 자리 잡은
시설은 2019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일본 건축의 거장 이소자키

I N F O 메이테츠 오 와리세토역에서 차로 10 분,
10:00~16:00, 매월 두번째 세번째 화요일, 매주 수요일
휴무 주소 愛知県瀬戸市 赤津町71番地 TEL 056182-3255 WEB www.kasen-web.com

아라타磯崎新가 설계했다. 깊은 계곡과 같은 계단식 수공간은
모던하면서 일본 전통적인 분위기가 묻어난다.

INFO JR 다지미역에서 차로 10분, 10:00~18:00, 월요일 휴관 주소 岐
阜県多治見市東町4-2-5 요금 미술관 관람료 상설전 성인 330엔, 대학
생 220엔(특별전 별도) TEL 0572-28-3200 WEB www.cpm-gifu.jp

요즘 스타일의 미노야키

옛 세토 도자기의 길

갤러리아 오리베

가마카키노 쇼케

미노야키 작가의 도자기를 전시하고 판매하며, 그 그

과거 마차로 도자기를 실어 나르던 세토 도자기

늑한 안뜰을 지나면 세련된 공간에 도자기가 가지런

따라서 형틀과 같은 도자기 제작 도구를 쌓아 만

ガレリア織部

릇에 즐길 수 있는 카페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곳. 아
히 채워져 있다. 특히 신진 작가의 전시를 정기적으로
열어 참신하면서 개성 있는 요즘 스타일의 미노야키
를 만나볼 수 있다. 넓은 직매장을 갖춘 본점이 북쪽

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다지미시 안
쪽 골목의 고민가 내에 1곳, 그리고 나고야 시내 중심
가에도 매장이 있다.

INFO JR 다지미역 북쪽 출구에서 도보 4분, 09:00~18:00
주소 岐阜県多治見市白山町2-222 TEL 0572-56-8830
WEB www.oribe-minoya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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窯垣の小径

마을의 옛 길로, 400m의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든 벽이나 돌담이 독특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고

즈넉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100년 전 옛 혼교가
마本業窯 공방과 집을 그대로 살린 자료관이 나
오는데, 도자기 타일로 장식된 욕실과 화장실이
볼만하다. 길 끝에서 조금만 더 가면 현 혼교가마

의 ‘노보리가마登り窯’(비탈면에 계단식으로 지
어진 가마)가 자리한다.

INFO 메이테츠 오와리세토역에서 도보 20분, 자료관
10:00~15:00, 수요일 휴관

PART 01 CERAMIC ROAD

13

예술이 흐르는 섬과 바닷가 마을

세토우치 瀬戸内

02
PART

ART ROAD

© 草間彌生「赤かぼちゃ」2006年 直島・宮浦港緑地 写真：青地 大輔

일본 열도의 규슈, 시코쿠, 혼슈의 커다란 3개 섬에 둘러싸여 있는 세토 내해는 동서
길이만 450km에 달하는 일본 최대의 내해로, 연안 지역을 포함해 ‘세토우치’라고

도 불린다. 연중 온화한 기후와 적은 강수량, 호수 같이 잔잔한 해면에 크고 작은 3
천여 개의 섬이 보석처럼 자리한 아름다운 경관은 ‘일본의 지중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영근 귤, 레몬, 올리브 등이 자라고 풍부한 어장에선 도미,
굴, 장어가 잡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한다. 과거 해상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로

소도시, 예술의 무대가 되다
일본에는 수준 높고 특색 있는 미술관이 많아서 예술에 관심 있는 이

서 번성했던 역사가 조용한 어촌에 촘촘히 박힌 세토우치 지역은 아름다운 풍광만
큼이나 특색 있고 수준 높은 미술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섬과 바다를 배경으
로 자리한 미술관에서의 관람은 한층 큰 감동과 울림을 선사한다.

들에겐 더 없이 좋은 여행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미술관이 도쿄와
는 낯선 이름의 소도시에도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역의 풍
고 여행자를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 히로시마 공항→(리무진 버스
1시간5분)→JR 후쿠야마역

• 오카야마 공항→(리무진 버스
30분)→JR 오카야마역
•오카야마 공항→(리무진 버스
35분)→JR 구라시키역
•마쓰야마 공항→(리무진
버스 15분)→JR 마쓰야마역
*한국인 무료셔틀은
마쓰야마시역 하차

•다카마쓰 공항→(리무진 버스
45분)→JR 다카마쓰역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인구 50명이 안 되는 섬마을이나 들어본 적 없
토와 역사에 기반한 공간과 예술 작품은 절묘한 조화로 감탄을 자아내

가는 방법

CHECK! 예술을 통한 섬과 바다의 복원, 세토우치 트리엔날레 Setouchi Triennale

카가와현과 오카야마현이 마주보고 있는 세토우치 지역에서 3년마다 섬과 바다 예술제가 개최된다. 예술의 섬으로 이름

높은 나오시마를 비롯해 12개 섬과 이들 섬을 오가는 두 곳의 항구에서 세계적인 건축가와 예술가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예
술제이다. 봄·여름·가을 시즌으로 나뉘어 총 107일간 진행되고, 땅이 아닌 바닷길을 통해 각 섬을 오가며 예술 작품을 만
나는 경험도 특별하다. WEB www.setouchi-artfest.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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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예술로 구현된 선의 세계

고양이 미술관

신쇼지 젠토니와노 뮤지엄

오노미치 시립 미술관

참선과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 선종(임제종)의 교리를 약

1980년 개관한 이래 시대와 지역을 뛰어 넘은 폭넓은 전시를

건축과 새로 지은 건물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일본식 정원에 조화롭게 들어

다오가 새 단장했다. 현대적인 공간에서 쾌적한 관람이 가능하

神勝寺 禅と庭のミュージアム

尾道市立美術館

23ha 광대한 부지에 건축 공간으로 구현하였다. 일본 각지에서 이축한 고

선보이고 있는 미술관으로 개관 20주년을 맞아 건축가 안도 다

서 있다. 산책을 하며 사색하고 차를 마시고 우동을 먹고 목욕을 하는 과정

고 2층 로비에서 세토 내해의 풍광이 환상적으로 펼쳐진다. 센

하나하나가 내 안의 ‘선’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다. 예술을 통해 명상에 이르

코지 공원 내에 자리한 이 미술관은 SNS에서 더욱 유명하다.

게 되는 아트파빌리온 ‘고테이洸庭’는 전통적인 고케라지붕(너와지붕)을

공원의 한 검은 고양이가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원

응용하여 전체가 목재로 부드럽게 둘러싸인 배모양의 건물이 돌로 이루어

에게 내쫓기는 모습을 귀여운 코멘트와 함께 올린 것이 엄청난

진 풍경 위에 떠오른다. 돌로 표현한 바다를 지나 완만한 언덕을 올라가 작

히트를 친 것이다. 고양이와 경비원 아저씨를 담은 박물관 기념

은 입구를 통해 배 안으로 들어가면 어둠 속에 넓은 바다가 펼쳐지고 파도

품도 출시되었다.

사이로는 희미한 빛이 반사된다. 시공간의 감각을 뒤흔들어 의식 너머의
세계와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INFO JR 후쿠야마역에서 열차로 20분 타고 JR 오노미치역 하차해 역
앞에서 노선 버스 타고 센코지 로프웨이 하차, 로프웨이 3분 탑승해 센
코지 공원에서 내려 도보 2분, 09:00~17:00, 월요일 휴관 주소 広島
県尾道市西土堂町17-19(千光寺公園内) 요금 성인 800엔, 고등·
대학생 500엔, 중학생 이하 무료(전시마다 다름) Tel 0848-23-2281
WEB www.onomichi-museum.jp

INFO JR 후쿠야마역에서 신쇼지 무료 셔틀버스(평일) 또는 노선버스(주말)로 30분
소요 09:00~17:00 주소 広島県福山市 沼隈町大字上山南91 요금 성인 1,200엔,
고등·대학생 900엔, 중학생 500엔 Tel 084-988-1111 WEB www.szmg.jp

미술 교과서에 나오는 화가가 한 자리에

히로시마 미술관
ひろしま美術館

히로시마시 중앙공원 내에 한가로이 자리한 히로시마 미술관은
미술 애호가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이다. 고흐, 피카소, 르누아
르, 세잔, 마네 등 미술 교과서나 유럽의 미술관에서나 볼법한 화

가의 작품을 대거 소장하고 있는 까닭이다. 19세기 프랑스 낭만
파와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비롯해 일본 근대화를 대거 수집
및 전시하고 있는 이곳은 히로시마 은행이 창립 100주년을 기념
해 1978년 개관했다. 회랑과 정원이 감싸고 있는 원형의 미술관
은 빛이 쏟아지는 중앙 아트리움에 마욜Aristide Maillol
의 비너스 조각품이 놓여 있고 갤러리가 방사형
으로 자리한다. 정원에는 피카소의 자녀에게
기증 받은 마로니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

INFO JR 히로시마역 신칸센 입구 앞에서
관광 셔틀버스 메이푸루프 오렌지 루트 또
는 레몬 루트 이용, 09:00~17:00, 월요일 휴
관 주소 広島県広島市中区基町3-2 요금 어
른 1,300엔, 고등·대학생 900엔, 초·중학생
700엔(기획전마다 다름) Tel 082-223-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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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바다 그리고 나

도코로 뮤지엄 오미시마
ところミュージアム大三島

사업가이자 미술품 수집가 도코로 아츠오所敦夫가 기부한 현
대 조각 작품이 세토 내해의 풍경과 어우러진 작은 미술관. 멕
시코 출신 조각가 노에 카츠Noe Katz의 <키스하는 문Kissing

Door>이 맞이하는 입구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마리솔

Marisol, 일본 작가 하야시 노리치카林範親 등 자신만의 세계
를 구축한 작가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작품을 감상하

며 내려가다 보면 그 끝에 세토 내해가 한눈에 펼쳐지는 테라스

가 나타난다. 미국 작가 톰 웨스만Tom Wesselmann의 작품 <
꽃의 등대Scribbled Tulip>가 멀리 보이는 이 테라스에서 바다
와 내가 오롯이 하나되는 이 비현실적인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INFO JR 마쓰야마역에서 급행버스로 2시간 10분 후에 오미시마 미
야우라코宮浦港 하차, 노선버스로 갈아타고 도코로뮤지엄 하차(오미
시마 내), 09:00~17:00, 월요일 휴관 주소 愛媛県今治市大三島町浦
戸2362-3 요금 성인 300엔, 학생 150엔 Tel 0897-83-0380
WEB museum.city.imabari.ehime.jp/tokoro/

따뜻한 색감과 몽환적인 화풍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히가시야마카이

의 작품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그의 판화 작품 270여 점
을 기증받아 2005년 개관했다. 세토 내해와 세토 대교가 한눈에 보이

는 부지에 다니구치 요시오谷口吉生의 설계로 완성된 미술관은 단아
하면서도 절제된 공간미를 느낄 수 있다. 소장 작품뿐 아니라 나가노

현 시나노 미술관·히가시야마카이관, 일본 각지의 미술관 등에서 작

품을 대여해 전시 내용이 충실하다. 소도시의 작은 미술관이지만 아
름다운 그림과 건축을 보기 위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INFO JR 다카마쓰역에서 전철로 약 20분 후에 JR
사카이데역 하차, 시영 버스 또는 승합 택시를 타고
약 20분 소요, 09:00~17:00, 월요일 휴관 주소 香川
県坂出市沙弥島字南通224−13 요금 300엔(특별
전 별도), 고등학생 이하, 만65세 이상 무료(증명서
필요) Tel 0877-44-1333

예술가의 철학이 빛나는 역 앞 미술관

감동을 전하는 도판 명화

오츠카 국제 미술관

뉴욕에서 활동한 화가 이노쿠마 겐이치로의 작품 2만여 점을 소
장하고 전시하는 미술관. ‘미모카MIMOCA’라는 애칭으로 불린

다. 미술관으로서는 드물게 역 앞이라는 특수한 위치는 이 미술관

의 설립 철학과 관련이 깊다. 이노쿠마 겐이치로는 지역 주민, 특
히 아이들이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서 창조적인 현대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랐다. 이러한 생각을 건축가 다니구치 요시오

谷口吉生와 공유하였고,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미술관이
탄생하였다. 어린아이의 낙서 같은 독창적인 벽화와 형형색색의

오브제가 놓인 광장은 자연스럽게 외부로부터 미술관 안으로 이

어주는 역할을 하고,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내부는 개방적이면서
따듯한 분위기가 감돈다. *전면 리뉴얼 공사로 2020년 3월까지 휴관 예정
INFO JR 다카마쓰역에서 열차로 25분 타고 JR 마루가메역 하차해 역
남쪽 출구에서 도보 1분 10:00~18:00 주소 香川県丸亀市浜町80-1
요금 성인 300엔, 대학생 200엔, 고등학생 이하 무료(기획전시 별도)
Tel 0877-24-7755 WEB mimo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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香川県立東山魁夷せとうち美術館

마루가메시 이노쿠마
겐이치로 현대미술관
丸亀市猪熊弦一郎現代美術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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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건축이 조화로운 미술관

카가와 현립 히가시야마카이
세토우치 미술관

大塚国際美術館

이탈리아(바티칸)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정화와 벽화, 다빈치의 <최

후의 만찬>, 모네의 <수련>, 피카소의 <게르니카>까지 한자리에 볼
수 있는 미술관이 있다. 나루토 공원 내에 1998년 설립된 오츠카 국

제 미술관은 26개국 190여 곳의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서양 명화 1,000여 점을 특수 기술에 의해 타일로 원
작과 똑같이 재현했다. 크기나 색채 같은 겉모습뿐 아니라 작품이 놓

인 공간, 손상 정도까지 그대로 재현해 진품과 같은 박력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전쟁으로 흩어져서 사라진 엘 그레코의 대제단화를
추정하여 한자리에 복원하거나 고흐의 꽃병에 꽂힌 <해바라기> 7점

컬렉션을 미공개 소장품까지 포함해 완성한 시도는 보존과 복원을
또 다른 예술로 승화시킨 짜릿한 감동을 선사한다.

INFO JR도쿠시마역에서 노선 버스로 약 1시간 20분 소요(오츠카 고쿠
사이 비주쓰칸 마에 하차), 09:30~17:00, 월요일 휴관, 8월은 무휴 주소
徳島県鳴門市鳴門町土佐泊浦字福池65-1 요금 성인 3,240엔, 대학생
2,160엔, 초·중·고등학생 540엔 Tel 088-687-3737
WEB www.o-museum.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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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을 씻는 순례길

와카야마 구마노고도 熊野古道

03
PART

SPIRIT ROAD

길 위에서 위안과 안식을 구하다
‘걷는다’는 행위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답답한 마음과 복
잡한 머릿속이 단순해지고 풀리지 않던 실타래의 끝을 찾은 느낌을 한번
쯤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선각자의 영험함에 기대어 간절
히 바라는 무언가를 기도하기 위해 길 위에 서기도 합니다. 길을 걷다 만
나게 되는 많은 사람과 사연들은 삶을 돌아보게 하기도, 새로운 희망을 품
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길 위에서 단단한 껍질을 깬 나를 만납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옛 길 구마노
고도. 고대로부터 자연숭배의 땅으로 알려진 와카야마 남쪽 구마노 지역의 세 신사
를 가기 위해 헤이안 시대 귀족과 승려가 교토에서부터 떠났던 순례길로 그 역사가

1,200년에 이른다. 에도 시대에는 빈부나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이 줄
을 이어 ‘개미의 고도’라 불리기도 했다. 구마노고도의 세 신사인 혼구타이샤·나치

타이샤·하야타마타이샤를 ‘구마노산잔熊野三山’이라 통칭하며 구마노고도는 이
구마노산잔으로 가는 총 7개의 코스, 총 길이 307km의 길을 일컫는다. 현대에는

울창한 삼나무와 초록 이끼 낀 돌바닥길을 걸으며 번잡한 일상을 훌훌 털어내는 치

유의 여행지로 전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온다. 본격적인 순례 코스도 있지만 1

가는 방법

• 간사이 공항 → ( 리무진버스
40분) → JR 와카야마역 → (
특급 열차 1시간 15분) → JR
기이타나베역

• 간사이 공항 → ( 리무진버스
40분) → JR 와카야마역
→ (특급 열차 3시간) → JR
기이카쓰우라역

시간~2시간 정도의 짧은 체험도 가능하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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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홋신몬오지~혼구타이샤 6.9km, 2시간 30분 소요

구마노고도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구간. 천 년의 시간을 간직한 삼나무 숲과 흙길을 따라 걸으며 참배길의 마지막에는
구마노 지역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신사인 혼구타이샤가 자리하고 있다. 유노미네 온천, 가와유 온천 등 참배 전에 몸을 정

갈히 씻던 유서 깊은 온천마을이 지척에 있으니 머무르다 가도 좋다. 각 온천에서 홋신몬오지로 가는 버스가 운행하고 온천
숙소에 따라 송영 서비스를 해주는 곳도 있다.

구마노산잔의 중심

구마노 혼구타이샤
熊野本宮大社

START!

구마노산잔의 자연숭배의 중심이자 전국 3천여 구마
노 신사의 총본산. 양쪽으로 깃발이 휘날리는 158계
단을 오르면 노송나무 껍질로 된 지붕의 고색창연한

14채의 신전이 자리한다. 원래 구마노가와, 오토나시

가와 두 강이 합류하던 모래톱 인근의 ‘오유노하라大

1

홋신몬오지

2

発心門王子

1.7km

斎原’에 지어졌으나 1889년 대홍수로 겪은 후 현재

미즈노미오지

水呑王子

35분

위치로 이전했다. 옛 터에는 33.9m의 도리이鳥居(신

3
1.9km

후시오가미오지

伏拝王子

40분

25분

ACCESS JR 기이타나베역에서 고속버스로 2시간 소요,
홋신몬오지까지는 2시간 20분 소요
WEB www.hongutaisha.jp

5
0.2km

구마노 혼구타이샤

熊野本宮大社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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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하라이도오지
祓殿王子

4
1.9km

산겐차야아토

1.2km

사의 관문)가 재건되어 압도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三軒茶屋跡

40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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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안 시대 귀족 의상 체험

다이몬자카차야
大門坂茶屋

다이몬자카 초입에는 헤이안 시대 구마노고도를 참배하

던 귀족 의상을 대여해주는 곳이 있다. 남녀 의상이 각기
준비되어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색다른 변신이

02 다이몬자카~나치타이샤~나치노오타키 폭포 2.7km, 50분 소요

가능하다. 다이몬자카 주변에서 촬영 가능한 1시간 코

구마노고도의 옛 모습이 가장 잘 남아 있어서 인기 있는 구간. 아름드리 삼나무가 시원하게 뻗은 숲길 사이로 천 년 세월을

스(2,000엔)와 나치타이샤까지 다녀올 수 있는 2시간 코

간직한 초록 이끼 낀 돌계단이 이어져 신비로우면서도 포토제닉한 경관을 만든다. 고대 헤이안 귀족의 의상을 입고 구마노

스(3,000엔)가 있다.

고도를 걷는 색다른 체험도 할 수 있다. 오르막 구간이지만 거리가 길지 않아 부담 없이 오를 수 있으며 볼거리가 많아서 반
나절 정도 여유롭게 계획하면 좋다.

START!

ACCESS JR 기이카츠우라역에서 노선 버스로 20분 후
다이몬자카 하차해 도보 3분 WEB www.nachikan.jp/
midokoro/heian-ishou/

다이몬자카 주차장

1

大門坂駐車場

2

0.2km
3분

다이몬자카 입구
大門坂入口

3

0.4km

다후케오지
多富気王子

7분

15분

熊野那智大社

5

구마노산잔 3대 신사 가운데 하나로, 일본 최대 낙차의 폭포
인 ‘나치노오타키那智の大滝’를 자연신으로 모시고 있다. 해

발 500m에 자리한 이곳은 467개의 아름다운 돌계단길 ‘다이
한 인상을 준다. 나치타이샤에서 이어진 절 ‘나치산세이간토지

那智山青岸渡寺’에는 25m의 삼층탑이 자리하는데, 선명한
주황색 탑과 바로 뒤의 나치노오타키 폭포가 어우러진 풍경이

유명하다. 10분 정도 더 내려가면 나치노오타키 폭포 입구가
나오고 바로 코앞에서 폭포의 박력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ACCESS JR 기이카쓰우라역에서 노선 버스로 25분 소요
주소 和歌山県東牟婁郡那智勝浦町那智山１
WEB www.kumanonachitaisha.or.jp

24

ROAD TO JAPAN

4
0.4km

나치산 주차장
那智山駐車場

10분

나치산 세이간토지
那智山青岸渡寺

10분

이 있으며 초록색 원시림 속에 둘러싸인 주황색 건물이 강렬

6
0.9km

몬자카大門坂’를 통해 걸어 올라간다. 경내에는 6개의 신전

구마노나치 타이샤

熊野那智大社

0.5km

일본 최대 폭포를 모신 신사

구마노 나치타이샤

7

나치노오타키 폭포
那智大滝

0.3km
5분

8

나치노타키마에

那智の滝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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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온천탕

유노미네 온천

자아를 찾아 떠나는 명상의 길

湯の峰温泉

시코쿠 헨로 四国遍路

1,8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일본의 오래된 온천이자 세계문화유
산에 등재된 유일한 온천 ‘쓰보유つぼ湯’가 자리한 산 속 온천

마을. 마을 하천에는 온천이 흐르고 그 중간에 쓰보유가 자리하

고 있다. 2~3명이 겨우 들어가는 작은 탕에는 오묘한 푸른 빛이

도는 백색의 온천이 흐른다. 탁월한 효험이 있다고 전해지고 음
용도 가능해서 커피나 죽을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한다. 90도가 넘

는 원천에 달걀과 옥수수, 고구마 등을 익혀 먹을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ACCESS JR 기이타나베역에서 고속버스로 1시간 45분 소요 주소 和
歌山県田辺市 本宮町湯の峰110 WEB www.hongu.jp/onsen/
yunomine/

강바닥에서 솟아나는 천연 온천

가와유 온천
川湯温泉

구마노가와 강을 따라 자리한 온천 마을로 강바닥을
파면 70도 정도의 천연 온천이 솟아난다. 뜨거운 온

천은 차가운 강물과 섞여 적정 온도가 유지되므로 누

구나 작은 삽 하나만 있으면 손수 노천탕을 만들 수
있다. 가릴 것 하나 없는 노천변이기 때문에 수영복이

나 물에 젖어도 되는 옷이 필수. 12월에서 2월까지는

가와유 온천의 명물 ‘센닌부로仙人風呂’가 등장한
다. 돌로 강물을 막아서 만든 거대한 천연 노천탕으로
수십, 수백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 장관을 이룬다.

ACCESS JR 기이타나베역에서 고속버스로 1시간 50분
소요 주소 和歌山県田辺市本宮町川湯
WEB www.hongu.jp/onsen/kawayu/

시코쿠에 자리한 88개소의 사원을 잇는 1,400km의 순례길을

‘오헨로お遍路’ 또는 ‘시코쿠 88개소四国八十八ケ所’라 한다. 1
번부터 88번까지 번호가 붙어있는 사원을 순례하며 험준한 산

길이나 한가로운 시골길,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가로 이어진 옛길
‘가이도街道’와 만나게 된다. 오헨로는 헤이안 시대 승려이자 진

언종을 창시한 고보 대사 구카이弘法大師 空海(774~835년)로
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태어나 깨달음을 얻고 열반의 경지에 이

가는 방법

• 마쓰야마 공항 → (공항 리무진버스 15분) → JR
마쓰야마역 (한국인 무료셔틀은 마쓰야마시역
하차)

• 다카마쓰 공항 → (공항 리무진버스 45분) → JR
다카마쓰역

르기까지의 발자취를 승려와 수행자가 뒤따르며 널리 알려졌고
속세의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길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오헨로는 순서에 상관없이 처음과 끝을 스스로 결

정하면 된다. 각자의 거주지나 사정에 따라서 시간이 날 때 틈틈

이 이어나가도 되고 도보 이외에 버스 투어 또는 바이크, 자전거

로도 가능하다. 전체 코스를 도는데 도보로 40일 정도, 버스로는
10일 내외가 걸린다. 시코쿠 순례자는 ‘오헨로상’이라는 친근한

명칭과 함께 백의와 나무지팡이, 삿갓의 복장으로 대표된다. 시코
쿠에선 오헨로상이 고보 대사와 함께 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
에 현지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음식이나 현금을 시주하는 ‘오셋
타이お接待’ 전통이 남아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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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TOUR
고보 대사의 영원한 안식처

와카야마 고야산 오쿠노인 奥之院
835년 고보 대사가 입정入定한 오쿠노인은 20만 기의 묘소가 자리한
열반의 도량

카가와

보리의 도량

에히메

66~88

88

40~65

65

드 투어도 있다. 고야산의 역사와 고보 대사가 설파한 진언종에 관한

설명이 알기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다. 영어와 일본어 가이드 투어 중
발심의 도량

24~39

40

23

도쿠시마
01~23

24

01~23 발심의 도량, 도쿠시마현

24~39 수행의 도량, 고치현

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이라는 의미의 ‘발심의 도량発心

가 400km로 가장 길어서 ‘수행의 도량 修行の道場’이라

霊山寺’는 본당의 천정화가 유명하다. 종합안내소에는 백
의와 지팡이 등 순례자를 위한 물품도 판매한다. 료젠지를
비롯해 도쿠시마현에는 23개소의 사원이 자리한다.

린지竹林寺’는 아름다운 정원을 간직한 경내로 유명하다.
31m 높이의 오층목탑과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17존
의 불상도 볼 수 있다.

량菩提の道場’으로 불리는 에히메현. 이곳의 51번 사원

와현은 일체의 고난과 속박에서 벗어난 ‘열반의 도량涅槃

진다. 탐욕스러운 부호 에몬 사부로가 시주를 청한 승려를

문전 박대한 이후 집안에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이를 사죄

하고자 오헨로를 20바퀴나 돌아 우여곡절 끝에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 승려가 고보 대사였다는 이야기다. 이시테지

는 도고 온천과 가깝고 국가 중요문화재인 본당과 삼층탑
이 있어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 인다. 이와 함께 에히
메현에는 26개소의 사원이 자리한다.
28

ROAD TO JAPAN

ACCESS 간사이 공항에서 공항 리무진버스로 JR 와카야마역 하차한 후 열
차 타고 JR 하시모토역으로 이동, 난카이 고야선으로 환승해 고쿠라바시역
으로 간 다음 난카이 케이블카 타고 고야산역 하차해 노선 버스로 이동
주소 和歌山県伊都 郡高野町高野山550 WEB www.koyasan.or.jp

이름 붙었다. 고치시 고다이산에 자리한 31번 사원 ‘지쿠

66~88 열반의 도량, 카가와현

‘이시테지石手寺에는 오헨로의 원형이 된 이야기가 전해

선택할 수 있고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

16개 사원이 자리한 고치현은 수는 가장 적지만 전체 길이

40~65 보리의 도량, 에히메현

번뇌에서 해탈해 진리를 깨닫는 곳이라는 뜻의 ‘보리의 도

기 위해 오헨로 순례자들도 이곳을 찾는다. 오쿠노인 입구에서 고뵤까
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는 이곳을 고요한 달밤 아래 산책하는 가이

고치

の道場’이라 불린다. 88사원 중 1번에 해당하는 ‘료젠지

례(6시, 10시30분) 식사를 올리는 의식이 거행된다. 이 모습을 지켜보
귀족에서부터 이름 없는 사람의 묘비가 함께 자리한다. 한낮에도 범

수행의 도량

오헨로의 출발점인 도쿠시마현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르고

하고 영원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고뵤御廟에는 아침 두 차
지 2km의 길에는 수령 1,000년이 넘는 삼나무와 묘가 도열해 있는데

1
66

39

일본 최대 묘지이자 오헨로의 최종 목적지이다. 고보 대사가 정좌를

오헨로의 마지막 코스이자 23개소의 사원이 자리한 가가
の道場’이라 칭한다. 그 가운데 고보 대사의 출생지인 ‘젠
쓰지善通寺’도 있다. 75번째 절로 넓은 부지에 금당을 중
심으로 한 동원(가람)과 고보 대사의 탄생과 관련된 서원
(탄생원)으로 나뉘어 있다. 고보 대사의 일생과 업적을 기

리는 여러 점의 그림이 회랑에 걸려 있으며 고보 대사가 당
나라에서 가져왔다는 국보 금동 석장두(승려가 사용하는
법구)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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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깊은 요양 온천의 풍경

오사와 온천
大沢温泉

힘차게 흐르는 강을 사이에 두고 3곳의 숙박동과 6곳의 온천탕

이 자리한 오사와 온천. 에도 시대 초가지붕이 남아있는 ‘기쿠스
이칸菊水舘’, 장기간 투숙하며 온천 요양을 할 수 있는 ‘도지야

04
PART

SECRET
ROAD

湯治屋’, 세련된 목조 건축물의 ‘산스이카쿠山水閣’가 옹기종

기 모여 있다. 기쿠스이칸과 도지야를 연결하는 오래된 목조 다
리를 건너다보면 강으로 활짝 열린 혼탕 ‘오사와노유大沢の湯’

가 보인다. 너무 개방된 모습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곳의 역
사와 전통을 대변하는 풍경이기도 하다. 저녁에 1시간 정도 여성
전용으로 운영된다. 또 주변 산세와 강 풍경을 오롯이 담아내는

전망이 감탄을 자아낸다. 영화 세트장 같은 예스러운 매점에는
직접 음식을 조리해 먹어야 하는 도지야의 숙박객들을 위해 무

와 배추 같은 채소도 판매하는 등 역사 깊은 요양 온천의 풍경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ACCESS 센다이 공항에서 공항 액세스선 열차로 JR 센다
이역까지 이동한 후 역 앞에서 고속버스 또는 열차로 JR
하나마키역까지 이동해 노선버스로 25분 소요 또는 온천
무료 셔틀버스 이용(숙박자 전용) 주소 岩手県花巻市湯
口字大沢181 WEB www.oosawaonsen.com

너도밤나무 숲 속의 일곱 빛깔 온천

뉴토 온천향
乳頭温泉郷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일곱 곳의 온천 숙박 시설이 자리한 뉴토
온천향.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 이 작은 온천 마을에 매년 수백 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이유는 그곳에 첫 발을 딛는 순간 어렵
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자연의 기운을 듬뿍 머금은 서로 다른

빛깔의 천연 온천과 수 천년 그 자리를 지켰을 너도밤나무 숲이

만드는 환상적인 풍광, 산과 강에서 채취한 자연 재료로 만든 건

비탕, 비밀스럽게 숨겨둔 온천
수백 년 그 자리를 지켜온 수목과 어느 시절에서 시간이 멈추어버린
장소에 숨겨진 듯 자리한 온천이 있습니다. 자연의 기운을 흠뻑 머금은
천연 온천과 제철 식재료로 만든 소박하면서 건강한 식사를 하며 밤하
늘에 쏟아질듯한 별과 사계절의 변화를 오롯이 만납니다. 도시의 그림
자가 닿지 않는 그곳에서 긴 시간 이어간다는 것에 대해, 세상의 변화
에 아랑곳 없이 지켜간다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강한 음식, 그리고 세상의 변화엔 아랑곳없이 옛 모습 그대로를

소중하게 지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누구나 꿈 꾸던 일

본 온천의 모습 그대로다. <뉴욕타임즈>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
뽀얀 우유빛의 비탕 ‘쓰루노유 온천鶴の湯温泉’, 고급스러운 분
위기의 오렌지 빛 온천 ‘다에노유 온천妙乃湯温泉’, 야생의 박

력이 넘치는 ‘구로유 온천黒湯温泉’, 숲에 둘러싸인 노천탕 ‘가
니바 온천蟹場温泉’ 등 서로 다른 매력의 온천을 섭렵하는 온천
순례(유메구리)도 뉴토 온천향에선 놓칠 수 없는 경험이다.

ACCESS 센다이 공항에서 공항 액세스선 열차로 JR 센다이역까지 이
동한 다음 신칸센을 타고 JR 다자와코역에서 하차, 노선버스로 약 50
분 소요 주소 秋田県仙北市田沢湖先達沢国有林50(츠루노유)
WEB www.nyuto-onsenkyo.com/natu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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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온천가로 타임슬립

때 묻지 않은 자연 속 비탕

긴잔 온천

시라부 온천

시원하게 흐르는 강 계곡을 따라 온천 숙소와 가게가 옹기

해발 900m의 깊은 산중에 자리해 겨울에는 파묻

거로 여행자를 안내한다. 500년 전 강에서 온천이 솟아나

부 온천은 때 묻지 않은 자연 속 온천을 찾는 이에겐

銀山温泉

白布温泉

종기 모여 있는 긴잔 온천은 타임슬립을 한 듯 100년 전 과

힐 만큼 눈이 쌓이고 여름에도 서늘한 기후의 시라

며 그 위에 료칸을 짓고 영업을 시작한 긴잔 온천. 그러던

딱 알맞다. 예로부터 왕과 귀족이 요양하기 위해 이 산골

1900년대 초반 대홍수로 마을이 모두 휩쓸려간 뒤 재건하

짜기까지 찾아올 정도로 유서 깊은 온천 마을로 진한 유황 냄새

는 과정에서 당시 유행하던 3~4층 규모의 발코니가 있는

가 코 끝에 맴돈다. 풍부한 온천 수량을 자랑하는 시라부 온천에

목조 건축이 지어졌고, 그 모습이 현재까지 고스란히 남아

선 온천이 천둥 같은 굉음을 내며 탕 안에 콸콸 쏟아지는 이색적

시대극에서나 볼법한 경관을 이루게 되었다. 마을을 둘러

싸고 있는 깊은 산세와 고풍스러운 옛 건물이 멋스럽게 어
우러지고, 계곡물 사이로 유황 냄새가 감도는 온천 증기가

폴폴 솟아 난다. 강의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6개의 목조

교각이 운치를 더하는 온천가는 찻집, 기념품 숍 등을 구경
하며 유유자적 산책하기 좋다.

인 폭포탕도 볼 수 있다. 보기엔 시원하지만 산에서 솟아난 원천
ACCESS 센다이 공항에서 공항액세스선 열차로 JR 센다이역
까지 이동한 후 역 앞에서 신조행 버스를 타고 오바나자와에서
하차해 노선버스로 환승(료칸에 따라 오바나자와에서 송영버스
운행) 주소 山形県尾花沢市銀山新畑
WEB www.ginzanonsen.jp

그대로라 발을 담그지 못할 정도로 뜨겁다. 온도에 어느 정도 적
응하면 몸 속 깊숙이 찌릿하게 느껴지는 온천의 묘미에 흠뻑 빠
지게 된다. 수백 년 된 초가 지붕이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 ‘니시야
西屋’를 비롯해서 대여섯 곳의 온천 숙소가 전부인 작은 온천 마
을이지만,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온천을 즐길 수 있다.

CHECK! 일본 온천 용어와 활용법
발 아래 몽글몽글 솟아나는 천연 온천

나마리 온천
鉛温泉

600여 년 전 맑고 깨끗한 계곡물에서 온천이 솟아나자 바로 옆
에 움막을 짓고 영업을 시작한 나마리 온천. 이후 제대로 된 시설
을 지으면서 온천이 솟아나는 바로 그곳에 천연의 바위를 도려내
어 탕을 만든 것이 지금의 후지산 료칸이다. 이 바위탕은 수심이
1.25m로 서서 즐길 수 있는데, 발바닥에서 온천이 몽글몽글 솟

아나는 것이 느껴진다. 지상보다 한 층 아래 내려가 있지만 층고

가 3층 높이로 시원하게 트여 있으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혼욕이 기본이지만 아침과 오후, 저녁에 1시간 정도 여성 전용으
로 운영된다. 강 쪽으로 탁 트인 작은 노천탕과 강으로 떨어지는

폭포 전망의 실내탕 2곳이 더 있는데, 각기 원천이 달라서 다채롭

게 즐길 수 있다. 느티나무로 지은 기와지붕의 3층 본관을 비롯해

증축한 별관, 객실에 노천탕을 둔 현대적인 별채 ‘주산가츠十三
月’가 자리하고 있어서 예산에 따라 숙소를 선택하면 된다.

ACCESS 센다이 공항에서 공항 액세스선 열차로 JR 센다이역까지 이
동, 센다이역 앞에서 고속버스 또는 열차로 JR 하나마키역까지 이동
후 노선버스로 32분 소요 또는 온천 무료 셔틀버스 이용(숙박자 전용)
주소 岩手県花巻市鉛中平75-1 WEB www.namari-onsen.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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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센다이 공항에서 공항액세스선 열차로 JR 센
다이역까지 이동한 후 신칸센 타고 JR 요네자와역 하차,
노선 버스로 40분 소요. 주소 山形県米沢市関1522-2
WEB www.shirabu.jp

후로 風呂

로텐부로 露天風呂

‘お風呂に入る(오후로니 하이루)’는 직역하자면 ‘탕으로

언이 아니다. 청정한 계곡, 광활한 바다, 깊고 깊은 산중의

목욕탕 또는 목욕을 의미한다. ‘목욕하다’는 의미의 일본어
들어가다’가 된다. 씻는 행위가 중점인 우리의 목욕과 달

리, 탕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푸는 일본의 목욕 문화가 말
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셈이다.
가케나가시かけ流し

‘한 번 쓰고 버린다’는 의미의 가케나가시는 100% 천연 온천

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다. 순환식으로 온천을 재사용
하지 않기 때문에 온천이 항상 탕에서 흘러 넘친다.
유메구리 湯めぐり

온천 마을을 돌아다니면 서로 다른 분위기와 수질의 탕을
즐기는 온천 순례는 일본 온천의 독특한 문화체험이다. 공

공 입욕 시설뿐 아니라 온천 숙소에서 당일치기 입욕이 가
능한 경우도 많다.

다이요쿠조 大浴場

료칸에서 가장 중요한 온천탕을 의미하며 로비나 복도에
찾아가는 길을 표시해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층의 호텔

식 료칸이라면 꼭대기 층에, 일본 전통 료칸이라면 가장 안
쪽에 자리한다.

노천탕을 의미하는 말로, 일본 온천을 찾는 이유라 해도 과
노천탕에 몸을 담그면 태초의 자연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
마저 든다.

가시키리부로 貸切風呂

가족탕 또는 전세탕. 30분~1시간 단위로 예약해 이용할 수
있어서 가족, 연인끼리 호젓하게 온천을 즐기기 좋다. 료칸
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우타세유 打たせ湯

폭포처럼 위쪽에서 거세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맞을 수 있

는 폭포탕. 뻐근한 어깨와 목덜미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효
과가 있어서 은근히 인기가 좋다.
네유 寝湯

누워서 입욕을 할 수 있도록 깊이가 얕고 머리 쪽에 목침이
있는 탕. 편안한 자세로 오랫동안 온천을 즐길 수 있다.
간반요쿠 岩盤浴

암반욕을 뜻하며, 옷을 입고 뜨겁게 데운 돌 위에누워 땀을
낸다. 인공이 아닌, 지열을 이용한 천연 암반욕도 있다.
아시유 足湯

발바닥에서 무릎 아래까지 담글 수 있는 족탕으로 대부분
무료이다. 온천가를 거닐다 틈틈이 피로를 풀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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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관광국 www.welcometojapan.or.kr

일본정부관광국 공식 페이스북 www.facdbook.com/joinjroute

사진제공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실행위원회 사무국, 오츠카 국제미술관, 뉴토온천조합(乳頭温泉郷)
기획·진행 인페인터글로벌

편집 및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오

* ROAD to JAPAN에는 〈일본 온천 여행〉, 〈세토우치 홀리데이〉, 〈도호쿠 홀리데이〉, 〈일본 기차 여행〉
등에서 참고, 발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작자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10월 이후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입장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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