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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ROMANTIQUE
SAN’IN
2018

Hagi
Airport

2

Izumo
Airport

1 Hagi Iwami
1 hr. 30 min.
2 Izumo
1 hr. 20 min.
3 Yonago
1 hr. 20 min.
4 Tottori
1 hr. 15 min.

FOR MORE
INFORMATION

3

Yonago
Airport

4

Tottori
Airport

Oki
Airport

5

Itami Oki
50 min.

Incheon

1

ANA / JAL

4

Haneda
(Tokyo)

5 hours

Itami

Okayama

Tokyo Station

(Osaka)

San’ in

Change trains once

Fukuoka

Osaka
Tottori

Hong Kong
Yonago
3 - 4 hrs.

Hiroshima
Matsue

¥500

2 hrs. 30 min.

Matsue
Izumo

¥1,000
3 hrs.
Tottori

Yonago

Osaka
Tottori
3 hrs.

San'in Tourism Organization

3

2

JAPAN

4F 311 Suehiro-cho Yonago City, Tottori, 683-0043, Japan
TEL 0859-21-1502 / Fax 0859-21-1524

Incheon
Yonago
1 hr.

JAC / JAL

5

AIR SEOUL

SAN’IN information

1

Haneda (TOKYO)

FREE MAGAZINE

Major routes to
the San'in region

vol.01

GETTING TO
SAN'IN IS EASY

(Super Express)

Hong Kong

Hagi

Osaka
Masuda

YAMAGUCHI

3 hrs. 50 min.

TRAVEL
TIPS

TRAIN

BUS

https://www.sanin-tourism.com/en/access

Okayama
Tottori
2 hrs. 30 min.

JR-WEST
RAIL PASS

Tour San’in (Tottori, Shimane) with these passes!
FOR MORE INFORMATION

https://www.westjr.co.jp/global/en/ticket/pass/

SAN’IN
Region

L A N D O F L E G E N D A N D H I S T O RY

KATANA
SWORDS
The San'in Connection
Main Feature

지금 일본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들!
Real Japan

Best Value for Money!!!
The cheapest and most convenient way to
travel in western Japan!
Tour the San'in region (Tottori & Shimane)
with the JR-West Rail Pass!

SAN’IN
information

Off the beaten path

ROUTE
ROMANTIQUE
SAN’IN

FLIGHT
ROUTE

&

Hiroshima

OSAKA

Okayama

Okayama
Yonago

search

ACCESS

HIROSHIMA

2 hrs. 10 min.
Check it out!

SAN'IN

KYOTO

OKAYAMA

san’in tourism

1 hr. 35 min.
Hakata
Masuda

HYOGO

Hamada

Facebook sanin.tourism Instagram sanin_stagram

Hiroshima
Hamada

HONG KONG
AIRLINES

FREE
MAGAZINE

Ancient dance of the gods

Kagura
Fun things to do!

San'in Activity Guide
1300 Years of History

Special rates on
any ANA flight within Japan

※

Mount Daisen
200th commemoration of

Tea Master Fumai

4K VIDEO

Valid until October 27th, 2018 on selected routes only.
Further information can be found below.
Please visit our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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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陰で、

日本が

見つか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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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IN
Area

L A N D O F L E G E N D A N D H I S T O RY

QR 코드를 스캔하고
영상을 즐기자.
이 책은 사진과 글로 보실 수

4K MOVIE

있을 뿐만 아니라, QR 코드를
스캔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된
동영상도 즐길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리얼한 분위기도
즐기시고 앞으로 여행하실 곳의

참고 자료로도 사용하십시오. 드론으로 촬영된 동영상도 있으므로 이미 가본 적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느낌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인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어쩌면 산인이라는 단어 조차
처음 들어본 분도계시겠지요? 산인에는 옛부터 전해져 오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Discover
“Real Japan”

아름다운 자연이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여러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대신화를 접할 수 있으며, 풍요로운 자연속에서

SNS로 공유하자!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인의 매력을 충분히 만끽하시고 산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새로운 일본을
발견해 보십시오. 이번 특집은‘일본도’
‘산인의 자연’
‘가구라’에 대해

GOOD
SNS
SPOT

소개하고자 합니다. 멋진 여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산인에서 좋은
여행이 되십시오.

CON TE N TS

Facebook , Twitter , instagram , YouTube....etc
이 책에 게재 된 관광지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산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자적인
문화체험을 여러분의 친구나 세계의 사람들에게 알려 보세요!

F R E E PA P E R

SA N ’I N / I ndex

P 02

HOW TO USE

P 03

D I S C OV E R
A NOTHER
J A PA N
지금 보고 계시는 책자는 1년내내

03

산인에서 재미있는 체험을
찾자!

ROU T E ROM A N T IC SA N ’I N

P 0 4 - 05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신문은 산인의 [지금이 제철]인

산인은 자연 생태계가 풍부하며, 다양한 일본문화가 뿌리 내린 지역입니다.

T R AV E L T I P S FOR SA N ’I N

P 0 6 - 07

유익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계절에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체험 메뉴도 많이 있으니 직접 체험을 해 보시고 더

따라 변해가는 아름다움과 즐거움

많은 추억을 남겨 보십시오.

A ROU N D T H E

K ATA NA × SA N ’I N P 0 8 -13

Rea l Japa n

P14 -17

K AGU R A

P18 -21

DA ISE N

P 22-23

F U M A I KOU

P 24 -25

Un ique E x per ience

P 26 -30

Va luable I n for mat ion
E A SY TO GET T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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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1
P32

Please
also see
this.

그리고 맛있는 산인의 정보를 재빨리
전해드립니다.

01

CULTURE

P 26-30

ACTIVITY

미쉐린·그린가이드 산인 웹버전

vol.

2 01 8

San'in Tourism Organization
4F 311 Suehiro-cho Yonago City, Tottori, 683-0043, Japan
Phone +81-859-21-1502 / Fax +81-859-21-1524

sanin.tourism
san’in tourism

sanin_stagram
search

P r i nt e d 2 018 . 3
P le a s e do not r e pr i nt w it hout my p er m i s s ion .

관광가이드북의 결정판 ‘미쉐린·그린가이드’의 산인 웹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간행 된 ‘미쉐린·그린가이드 일본’ 개정 제5판 내용에 모래 미술관 (★), 구라요시

04

시라카베도조군(★). 미즈키시게루로드(★), 오키제도(★★), 유시엔(★★),
이와미가구라(★)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총63군데의 관광지 및 관광시설이
게재되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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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돗토리 사구와 산인 해안

03

지역 철도와 그린 투어리즘

일본유산 미토쿠산과 미사사온천

유네스코 세계지오파크 지구

ROUTE
ROMANTIQUE
SAN’IN
돗토리현·시마네현에서 야마구치현
하기시까지 이르는 인연의 길인 산인은
주고쿠의 산지를 등지고 동해에 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이 지역은 낭만적인 신화로
물들여진 문화와 생활이 지금도 면면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참된 일본이 있고, 매력적인 12지구에서는 멋진 ‘인연’과의 만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ROUTE ROMANTIQUE SAN’IN WEB SITE
https://www.sanin-tourism.com/

12

SAN’IN
Area

사카이미나토와 미호노세키 지구

그리고 아다치미술관 지구

요괴 그리고 해산물의

07

Pref.

Yonago
Airport
Izumo
Airport

마쓰에성

TOTTORI

06
04

01
03

08

Tottori Airport

09

02

HYOGO Pref.

10

HAGI
Area

OKAYAMA Pref.

11

Iwami
Airport

08

09
이와미은광

신들이 모이는 이즈모타이샤

그리고 철과 불꽃의 자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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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ANE
Pref.

07

4

06

05

YAMAGUCHI Pref.

다타라제철

05

스포츠 리조트: 다이센과 가이케지구

그리고 나시노하나온천 지구

ABOUT

고대 이즈모와

04

HIROSHIMA Pref.

ROUTE
ROMANTIQUE
SAN’IN

10

SAN’IN IS FILLED WITH ”JOUCHO”

4K

Please enjoy the beautiful and photogenic scenery of
San’in throughout the all four seasons.Photos are
taken by Mr. Takashi Karaki and Mr.KWAN, a photographer based in San’in-area.

MOVIE

이와미 가구라와

11

‘작은 교토’라고 불리는 쓰와노 거리(일본유산)와

12

일본 전통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지구

하기(세계유산) 지구

유네스코 세계지오파크 지구

오키제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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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01

TIP

자동개찰기가 있는 역이 적다.

02

03
TIP

버스 타는 법
도쿄는 기본적으로 ‘앞문에서 타고,
선불’이 많지만, 돗토리·시마네는
기본적으로 뒷문에서 타고 앞문으로
내립니다. 승차시 정리권 뽑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요금은 후불이며 구간에 따라
요금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요금이 일정한 버스도 있음). 거스름돈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리 환전해 둡시다.

전철이나 버스
편수가 적다.

지금도 무인역이 많이 있어 역무원에게 직접 표를 전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고역·마쓰에역·이즈모시역은 자동개찰기이며 네우역·
쇼야마역·니미역·호키다이센역 ~ 이즈모시역은 카드전용개찰기. 그 외
역은 역무원에게 표를 직접 줘야 합니다.(자동개찰기 3군데의 역 외에도 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역무원에게 직접 줘야함) 원맨열차의 경우 하차 가능한
문은 운전석 바로 뒤에 있는 문이며, 내릴 때는 운임상자에 표와 정리권
그리고 운임을 함께 넣습니다(버스도 동일). 역무원이 있는 역에서는
개찰구에서 검표를 합니다. 다음 역이 운임상자에 지불하는 방식인지
아닌지는 차내 안내방송 (일본어)으로 알려줍니다.

TIP

04
TRAV E L TI PS FOR SAN’IN
09
10
11

시마네
14

13

12
08

전철이나 버스의 배차간격이
30분에서 1시간에 한 편이
보통이며, 그 이상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표는
미리 체크를 해두시고, 되돌아
오는 차시간표도 미리 꼭
체크하세요.

06
03
05

02

외국인 관광안내소

07

산인의 관광안내소를 소개합니다.

돗토리
04
05
15

06
16

요나고시 관광안내소
⊩683-0036 돗토리현 요나고시 야요이초
TEL 0859-22-6317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 사이노카미초 1634
TEL 0859-45-6123

돗토리 중부국제관광서포트센터

0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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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TIP

03

돗토리현 구라요시시 아게이초 2초메 1-2
구라요시관광물산관 초세이도2F
TEL 0858-24-5024

호쿠에이초 기획추진과
돗토리현 도하쿠군 호쿠에이초 유라슈크 423-1
TEL 0858-37-5874

08

09

11

사카이미나토시 관광안내소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시 다이쇼마치 215
TEL 0859-47-3880

島根
07

10

요나고 공항종합안내소

鳥取
돗토리시 히가시혼지 111-1
TEL 0857-22-7935

무료 Wi-Fi가 적다.

계절에 따라
비가 많이 내린다.

공항이나 주요역 (돗토리, 요나고, 마쓰에) 및
주요 관광시설은 기본적으로 무료 Wi-Fi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숙박 시설중에서도 비교적 큰
호텔이나 온천여관은 Wi-Fi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여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곳도 많습니다. 각지의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드물지만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산인에서는 ‘도시락은
잊어도 우산은 잊지 마라’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비
오는 날이 많습니다.
안개짙은 풍경이
감성적이지만, 만약을 위해
접이식 우산을 준비해
두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산인은 도쿄나 교토등의 주요 관광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산인만의 여행정보을 소개합니다.

Learn more Access & Travel tips
https://www.sanin-tourism.com/en/access

TIP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1

05

01

일본정부관광국 (JNTO)에 인증 된

돗토리 국제관광객서포트센터

TIP

12
13

야스기시 관광안내소
시마네현 야스기시 야스기초 2093-3
TEL 0854-23-7667

14

아다치미술관 국제관광안내소
시마네현 야스기시 후루카와초 320
TEL 0854-28-7111

마쓰에어반호텔
시마네현 마쓰에시 아사히마치 590-3
TEL 0852-22-0002

15
16

마쓰에 국제관광안내소
시마네현 마쓰에시 아사히마치 665
TEL 0852-21-4034

07

산인지역 한정 특례 통역안내사
산인지역 한정 특례 통역안내사
양성연수를 수강 및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 한 통역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쓰에뉴어반호텔
시마네현 마쓰에시 니시차마치 40-1
TEL 0852-23-0003

이즈모공항
시마네현 이즈모시 히카와초 오키노스 2633-1
TEL 0853-72-7500

Search for Tour Guide-Interpreter

https://www.sanin-tourism.com/en/guide

이즈모시역 관광안내소
시마네현 이즈모시에키 기타마치 11
TEL 0853-30-6015

이즈모 대사 신몬도오리 오모테나시 스테이션
시마네현 이즈모시 다이샤초 기즈키미나미 780-4
TEL 0853-53-2298

마스다시 관광정보센터
시마네현 마스다시 에키마에초 17-2
TEL 0856-22-7120

쓰와노초 관광협회
시마네현 가노아시군 쓰와노초 우시로다 71-2
TEL 0856-72-1771

스텝

01

‘산인지역한정특례통역안
내사검색’으로 접속하셔서
자신과 맞는 통역안내사를
선택한다.

스텝

02

각 통역안내사의 상세화면에 기재된
메일주소로 직접 의뢰를 한다.

스텝

03

가이드 일정과 금액 및
지불방식은 통역안내사와 직접
상담 및 교섭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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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たら

TATARA WORLD

AROUND THE

KATANA
SAN’IN

다타라제철의
프로세스
시마네현 오쿠이즈모초에서는 일본에서 1000년 이상 계속되는
다타라제철의 기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익사단법인

옛날 다타라제철이라는 일본의 독자적인 철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보유해 「철의 나라」

「일본미술도검보존협회」에 의한 닛토호타타라에서는

라고 불린 지역이 있었습니다. 「신들의 고향」이라고도 불리는 산인 지방입니다.

다타라제철의 총책임자인 무라게（村下 ）의 지휘로 3일 밤낮으로

다타라제철에서 만들어낸 화철（和鉄 ）은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으로

불을 때워, 불 속에 순사철과 목탄을 번갈아 넣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지거나, 사무라이의 마음의 버팀목이 되는 칼로 거듭나는 등 오랫동안 많은

‘다타라부키’라 합니다. 다타라부키에 의해 강철 덩어리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다타라제철은 아름다운 경치와 뜻 깊은 문화로 지금까지

강괴(게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강괴 안에는 순도가 높은

산인지방에 남아 있습니다.

강철인 옥강 (다마하가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강은 우수한
도검 만들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로, 다타라부키로만 만들 수
있는 귀중한 강철입니다.

센쓰산
이즈모 지방의 다타라제철에 관한 오랜 기록은 733년에 편찬 된「이즈모노구니 후도키（出雲国風土
記）」에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인「고지키（古事記）」(712 년 편찬)에는
이즈모 신화의 하나인 「야마타노 오로치 (큰 뱀) 퇴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쓰여진 이

일본도
（가타나）의 역사

두 이야기를 맞대어 보면 다타라제철이 이즈모 지방에서 아주 성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도는 오랜 역사 속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해 온,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칼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본도라고 불리는

오로치로 보인 듯 합니다. 신화 속의 히이카와는 매년 찾아와 젊은 여인을 잡아 먹는 야마타노

것은 헤이안시대 말기에 나타난 것으로 완만한 곡선이 있고 한쪽에만 날이 있는 칼을 말합니다. 그 완만한 곡선이

오로치(몸 하나에 머리 8개와 꼬리 8개를 가진 큰 뱀)로 비유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일본도「도지키리야스쓰나(국보)」(동경국립박물관 소장)를 만든 사람이 호키국 (現돗토리

센쓰산은 스사노오노미코토가 신의 나라에서 내려 온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서부)의 칼

스사노오노미코토가 오로치를 퇴치하자 오로치의 꼬리에서 검이 나왔습니다. 이 검이 삼종신기 중의

신화의 핵심은 히이카와입니다. 오쿠이즈모 센쓰산의 원류를 신지코로 흘려 보내는 이 강은 고대부터
홍수가 자주 일어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 강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船通山

대장장이인 야스쓰나（安 綱 ）입니다. 그 전에는 해외의 칼과 같은 곧은 날과 양날의 직검이었습니다.

이즈모국 (現시마네현 동부)에서는 양질의 사철이 채굴되었고, 정치의 중심이었던 야마시로노쿠니 (現교토

하나인 아메노무라쿠모노 쓰루기입니다. 스사노오노미코토는 오로치로 부터 구출해 낸 이나타히메와

남부)에서는 도공들의 여러 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쿠라시대 말기에는 야마시로 · 야마토 · 비젠 ·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로치를 퇴치한 장소로 알려져있는 히이카와의 상류에 있는

神話

미노 ·사가미 5개의 나라로 각지에서부터 명공이 모여 들었으며, 그 후에 칼 만드는 방식을「고카덴」이라 부르게

오쿠이즈모초에서는 지금도 옛 방식의 도검 만들기의 전통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또 일본도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 하여 일본사람은 옛날부터 부적으로 몸에 지니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미술품으로 사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밧토도(일본도로 물체를 자르는 무도)등의 스포츠에,
그리고 신에게 바치는 봉납도로서 면면히 사람들의 생활 속에 계승되고 있습니다.

오키

다이센규바이치(다이센우시장)

신화

돗토리현
다이센
히노가와
오쿠이즈모

산인

신화

니치난

이즈모 지방의 다타라제철에 관한 기록으로는 733년에

시마네현

편찬 된「이즈모노구니후도키（出雲風土記）」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고지키
（古事記）
」(712 년 편찬)에는 이즈모 신화의 하나인

다타라
히이카와
8

inbound_magazine_ko.indd 8-9

센쓰산

「야마타노 오로치(큰 뱀)퇴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斐伊川

오키와규

히이카와
Mysterious River
오쿠이즈모 센쓰산의 원류를 신지코로 흘려 보내는
강이 히이카와입니다. 고대부터 홍수가 자주 일어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이 강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거칠고 무서운 오로치로 보였던 걸까요?
신화 속의 히이카와는 매년 찾아와 젊은 여인을 잡아

같은 시기에 쓰여진 두 이야기를 맞대어 보면

먹는 야마타노 오로치(몸 하나에 머리 8개와 꼬리 8

다타라제철이 이즈모 지방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개를 가진 큰 뱀)로 비유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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刀工

장인 인터뷰

고바야시가
고바야시가는 옛날부터 무라게 (다타라 작업의
총책임자)와 대장간의 일을 해 왔습니다. 5대째 고바야시
다이시로는 처음에는 대장장이를 하다가 히로시마현

Main Feature

히바군의 대장장이에게 단련기술을 배우고, 고문서를
전수 받아 이즈모 미나리의 가와시마 요시사에몬과 함께

AROUND THE

고바야시 사다토시

도검단련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다이시로의 도명（刀 銘 ）
을 요시쓰구（ 善 次）
로 하고, 훗날 사다요시（貞善）로
개명했습니다. 고바야시가는 에도시대부터 쇼와 초기에

KATANA
SAN’IN

저는 오쿠이즈모초의 도공입니다. 고바야시 3

부분은 ‘칼을 세심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걸쳐 시마네현 히다 (現야스기시)를 거점으로 하다가

형제 중 차남인 아버지의 제자로 입문하여

도공의 눈으로 칼의 모양을 결정하므로

1942년에 요코다초로 이주했습니다. 다이시로의 아들인

도공 기술을 수행하였습니다. 장인의 세계는

집중해서 세심히 보는 것입니다. 일본도는

히로쓰구（ 弘 嗣 ）(도명 사다테루（貞 照 ）
), 사다토시（ 貞

아주 엄격한 세계입니다. 단련에서 필요한

아름다운 모양이 큰 특징입니다. 도공은

俊）
(도명 사다노리 (貞法 )), 리키오（ 力夫 ）(도명

불의 가감 및 온도조절 등 모든 것을 장인의

완성되었을 때의 칼 모양을 미리 머리 속으로

사다나가（貞永）
) 3형제가 다이시로의 뒤를 이어 도공이

직감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옥강에 따라

그리면서 정성껏 작업하여 명도를 만들어

되었고 현재는 사다토시의 장남인 슌지（俊司）(도명

함유된 탄소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냅니다. 도공은 칼을 사용자에 맞게 길이와

단련시의 불의 온도 또한 달라집니다. 도공은

날문양(하몬)을 조절합니다. 즉 한 사람만을

각각의 옥강에 맞는 온도를 단련하면서 눈과

위한 하나뿐인 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

귀 그리고 두들겼을 때의 촉감 등을 자신의

칼의 매력에는 칼을 만드는 도공의 그것도

오감으로 조절합니다. 그리고 도공이 가진

포함된다고 생각하기에 도공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만의 육감으로 그 칼의 매력을 만들어

칼에 새깁니다.

냅니다. 도공의 기술은 스승이 한 명의

「오쿠이즈모 다타라와 도검관」에서는 월

제자에게만 전승하는 일자상전（一子相伝 ）

2회 도검을 단련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이라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긴 세월 동안

있습니다. 일본도와 도공에 관심이 있고 직접

이어져 왔습니다.

단련을 해보고 싶은 분은 「오쿠이즈모

칼 만들기의 공정에서 특히 집중을 요하는

다타라와 도검관」으로 오십시오.

사다토시
（貞俊 ）
)가 그 기술을 이어받아
오쿠이즈모초에서 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조공정

도검 명 : 운슈 주 고바야시사다노리 사쿠
칼날 길이 76.2cm 곡선 2.4cm

다타라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방법으로서
점토로 만든 화로 안에 목탄을
태우고 원료인 사철을 녹여 순도

오쿠이즈모 다타라와 도검관 소장

자연과 공존하는 다타라

높은 철을 만드는 제철 법.

일본도는 「옥강」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오쿠이즈모초에서는 다타라의 원료인 사철을

재사용하여 얻어지며 지금도 활용되고

옥강은 오쿠이즈모의 산에서 채취되는 양질의

채취하기 위해 산의 토사를 깍아 내는

있습니다. 조상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사철과 목탄을 연료로 하여 점토로 만들어진

간나나가시（ 鉄穴流し）라는 방법이

계단식 논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지켜지고

화로에서 작업하는 다타라제철로만 만들 수

이루어졌고, 또 대량의 숯을 얻기 위해 산의

있습니다.

있습니다. 6세기부터 현재까지

나무들을 벌채했습니다. 그대로 방치 해 두면

가나토코 (모루)라 불리는 작업대

다타라제철법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곳은

황야로 되었을 토지였지만 현재의

위에 얹어 쇠망치로 두들겨 펴고

오쿠이즈모초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오쿠이즈모초는 풍부한 자연으로 둘러 싸여

단련
옥강을 목탄이 타고 있는 불 속에
넣어 1300℃로 과열시킨 후

접어, 다시 두들겨 펴면서 강도를
높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간나나가시를 위해 벌채한

시타기타에와 아게기타에라고 하는

뒤 남은 언덕을 선인들이 계단식 논으로

이 접쇠 방식을 각각 10~15회

정비하여 벼농사를 해 왔기 때문입니다.

반복하면 약 32000층이 만들어

그리고 목탄용 재료로 사용했던 산림은

집니다. 이것에 의해 본연의
아름다움을 가진 강도 높은 일본도가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30 년을 주기로

만들어 집니다.

Demonstration&
Experience

윤벌을 하여 산림의 황폐화를 방지했습니다.

칼이 완성되면 야키바쓰치
(타열성이 있는 점토)를 두고
담금질을 합니다. 칼날 부분의
전체를 균일하게 가열한 뒤 물에
넣어 급냉각시킵니다. 그리고 흙을
바를 때 칼날 부분에는 얇게 칼의
등쪽은 두껍게 바릅니다. 그 흙의

예전에 간나나가시를 한 뒤에 만들어진
논이라고 합니다. 논에 대는 물은

옥강

간나나가시용으로 만들어진 저수지와 수로를

흙은 날문양(하몬)을 만듭니다.

취재 장소

Tidbits

구입 방법

연마사에게
거친 숫돌로 시작해 점점
고운입자의 숫돌로 갈아
푸르스름한 본색이 나올때까지
다듬어 갑니다. 이 연마공정 후
칼날의 문양(하몬)을 부각시키기
위해 꼼꼼하게 갈고 닦아 광택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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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QR Codes to
watch videos!

미술도검의 재료에 적합한 강철을
「옥강(다마하가네)」이라 하며, 다타라
제철법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옥강은
다타라법으로 만들어진 쇳덩어리인 「게라」
중 탄소의 포함양에 따라 선별 되는 것입니다.

두께의 차이에 의해 완만한 곡선의
모양이 됩니다. 또 칼날에 바르는

MOVIE

오쿠이즈모초에 있는 광대한 수전의 3분의1은

담금질

일본에서는 각각의 칼에
미술품으로서의 등록증이
붙어 있습니다. 국외로
반출할 경우 공항에서의
수속절차가 필요합니다.
오쿠이즈모초에서 칼을
사고 싶은 분은 도공
고바야시 사다토시(小林貞
俊)씨에게 직접
문의바랍니다.

오쿠이즈모 다타라와 도검관
야스기부시
야스기는「다타라부키제법」으로 만든
야스기 강철이 유명합니다. 노래가
곁들여진 민속무용 「도죠스쿠이」는
강철의 원료인 사철을 채취 할 때의
동작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도죠’라는 말은
‘미꾸라지’가 아니라 ‘토양’을
의미하고 다타라제철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YASUGIBUSHI's
performance

「오쿠이즈모 다타라와
도검관」에서는 근대 이후의
다타라 역사와, 현대에 다시
태어난 닛토호타타라 그리고,
옥강으로 만드는 일본도에 관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MOVIE

오쿠이즈모 관광문화협회
TEL 0854-54-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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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야 다타라 산나이

가베야슈세칸

와타나베 미술관

와코 박물관

（가베야 집성관）

01

02

기념관에는 다타라의 자료뿐만 아니라, 약400년에

스가야 산나이는 텐나 원년 (1681)에 개설되었다고

걸쳐 승계된 미술공예품· 유형민속자료·고문서 등이

전해집니다. 스가야 산나이는 다카도노 (다타라제철

소장되어 있어 다타라제철과 이토하라가의 역사에

작업장), 숙박시설, 도바 (강괴를 부수는 작업장), 연립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유형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

주택으로 구성된 마을입니다. 도바란 강괴(게라)를

대저택과 광대한 산들을 배경으로 약360평의 정원 등

부수는 작업 장소로 약 200개분의 큰 분동을 매달아

당시의 번영했던 모습을 곳곳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떨어 뜨려 강괴을 분쇄했습니다. 다타라제철의

（일본 철광 박물관）

03

오쿠이즈모 사쿠라이가에서 누대에 걸쳐 전해져 온
것을 집성한 역사 자료관입니다. 오쿠이즈모의 근대
문화는 ‘다타라제철’의 역사를 주축으로 독자적인
발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집성관의 자료에서는 그 때의

기술자들의 일상 생활이 이루어졌었고, 제철 작업으로

번영했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쓰다이라
후마이코가 ‘간로’라고 이름 지은 정원이 아주

07

돗토리시의 의사인 와타나베 하지메씨가 쇼와
초기부터 60여년 수집한 고미술품 약 3만점을
수장하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주로 9세기에서 19
세기의 일본도 (오오다치도 포함), 갑옷 등의
동양고미술품이 상설 전시되어 있고, 그 작품 수는
국내 굴지의 양을 자랑합니다.

아름다우며, 가을에는 단풍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오쿠이즈모 관광문화협회

산나이가 번성했던 때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거리가 아직

TEL 0854-54-2260

남아 있습니다.

08

일본의 전통적인 제철 법 「다타라」에 관한
종합박물관. 국가의 중요유형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다타라에 의한 일본 철광 생산도구」
나 영상 및 체험 코너 등을 통해 생산기술이나 유통
그리고 신비로운 빛을 내는 일본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의 기획전과 강연회 및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TEL 0857-22-7935

09

이즈모다이샤의 동쪽에 위치하며 이즈모다이샤 관계의
전시뿐만 아니라, 이와미은광 ·다타라제철·청동기·
풍토기신화(신화 상영관도 있음) 등 시마네현 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의 넓은 정원은 「풍토기의 정원」이라
불립니다. 높이가 48m나 되는 이즈모다이샤가 있었던
그야말로 계산되어 만들어진 구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야스기시 관광 교류 플라자
이즈모시역 관광안내소

TEL 0854-23-7667

TEL 0854-54-2260

시마네현 고대 이즈모
역사박물관

당시의 이즈모 평야를 이미지로 재현하였습니다.

돗토리시 국제관광객 서포터센터

오쿠이즈모 관광문화협회

오쿠이즈모 관광문화협회

MUSEUM

TATARA

이토하라 기념관

TEL 0853-30-6015

TEL 0854-54-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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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6

「다타라 갓코」는 오쿠히노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메이지 22년(1890년)부터 11년간 곤도가의 지휘에

1200개의「가나야고 신사」의 총본산.

이어져 온 일본 고유의 제철 기술인 다타라의 역사를

의해 다타라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쓰고야마

메이지 14년(1882년)에 지어져 높이 9m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도리이 (大鳥

접하고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다타라」입니다. 지금은 삼나무로 둘러싸인 조용한

居)는 돌로 만든 것으로는 일본 제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 전통을 완고하게

곳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곳이지만 전에는 큰 건물이 들어서 있었으며, 많은

지키는 다타라 장인을 비롯해 철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신앙하고 있고,

설립되었습니다. 다타라제철의 역사와 오로치 전설,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했던 곳입니다. 워킹이나 트래킹

현재도 많은 제철·야금 관계자들이 참배하고 있습니다. 가나야고 신사에서

목탄 만들기 산업의 역사를 학습 패널과 디오라마 등의

하기에도 좋습니다.

모시는 신은 광산의 신인 가나야마 히코노미코토 · 가나야마 히메노미코토

전시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히노진흥센터 히노진흥국
히노진흥센터 히노진흥국

오쿠이즈모 관광문화협회

TEL 0859-72-2083

刀道
12 08

09

돗토리현

10

칼을 감상 할 수 있는 시설은 물론, 겉 보기만으로는 알 수 없는 칼과
연관된 문화와 역사의 명소도 소개합니다. 이 곳에만 있는 즉,

시마네현
02

06
오쿠이즈모 11
01
03

12

다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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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노지의 계단식 논은 산에서 사철을 채취할 때 사용한
「간나나가시(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끌어와 암석이나
흙에 섞인 사철을 흘려 보내면서 무거운 것은 가라
앉히고 가벼운 것은 흘려 보내는 사철 채취 방법) 」에
의해 만들어진 터를 이용한 논 입니다. 산간에 펼쳐진
계단식 논은 철의 역사를 느끼는 것과 동시에 시간마다
변하는 환상적인 경관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사의
시기에 따라 시시각각 풍경이 달라져 1 년 내내

야스기부시 연예관

11

시마네현 니타군 오쿠이즈모초 및 돗토리현
히노군 니치난초의 경계에 위치합니다. 정상은
넓은 언덕으로 되어 있으며 다이센, 삼베산,
아즈마야마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야마타노
오로치(큰 뱀)의 신화에 등장하는
「아메노무라쿠모노 쓰루기 (삼종신기중의
하나) 출현의 땅」기념비가 있습니다. 신화의
무대에 오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음.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12

「도조스쿠이」로 사랑 받는 민요 야스기부시를
감상할 수 있는 야스기부시의 전당입니다.
무대가 높고 관객석이 낮은 홀이며 라이브로
야스기부시 (노래와 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야스기부시 보존회 본부도장의 지도에 의해 각종
교실을 개최하고 있고, 정기공연 뒤에는 약 10
분의 「미니 체험 코너」도 있습니다. 또
야스기의 미꾸라지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식당과
특산품을 판매하는 코너도 있습니다.

오쿠이즈모 관광문화협회

TEL 0854-54-2260

TEL 0854-54-2260

야스기시 관광교류 플라자
TEL 0854-23-7667

다타라 문화는 산업유산으로서
현재도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 다타라제철에 의해 번성했던 산업은 국내외에서도 최고 품질의 브랜드로
성장하여 공구용 재료, 전자 관련 재료, 자동차 및 항공기 부품 등 산업용

05 04

기기재료에 있어 확고한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니치난

다타라에서 자아낸 제조산업은 현재까지도

센쓰산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화 될

산인에만 있는 칼의 문화와 역사를 느껴 보시고 특별한 체험을
즐겨보십시오.

센쓰산

오쿠이즈모 관광문화 협회

の

GOOD
SNS
SPOT

07

다타라, 신화, 문화 등 칼에 얽힌 다양한 명소를 소개합니다. 실제로

산노지의 계단식 논

TEL 0854-54-2260

TEL 0859-72-2083

Road of K ATA NA

CULTURE

다타라의 고향 오쿠히노 쓰고야마 다타라 유적지 가나야고 신사
「다타라 갓코」

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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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in surrounded by authenticity

시마네반도

일본 본연의 모습 산인
일본을 방문하셨으니 일본의 문화유산을 직접 경험 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인지방에는 거친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경치와 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신화 그리고 소박한 사람들과 한가로운 농촌 풍경 등 옛 그대로의 ‘리얼 재팬’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이센

마쓰에성

이와미은광

이런 옛 그대로의 일본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며,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VIDEO

Scan QR Codes to
watch videos!

쿠니가해안에서 바라보는 동해

지오파크란？
지오파크는 ‘지구·대지(지오)’와
‘공원(파크)’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대지의 공원’ 즉 지구를
배우고, 자연 전체를 즐기며 체험 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지오파크에서는 대지(지오)와 동식물의
생태계(친환경)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산인지방에서는 산인해안과 오키섬이
유네스코 세계지오파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Japanese Geoparks
Network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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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이란?

일본유산이란？

국립공원이란？

세계유산은 지구의 생성과 인류의
역사에 의해 만들어진것으로
과거로부터 물려 받아 미래에
남겨주어야 할 소중한 보물입니다.
산인에서는 시마네현의
‘이와미은광유적과 그 문화적경관’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6~17세기 세계에서 대량의 은이
채굴될 당시 일본이 세계의 유통량의 약
3분의1을 차지했으며 그 중의
상당부분이 이와미은광에서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지역의 역사적 매력과 특색을 담아
일본문화와 전통을 말해주는 스토리를
문화청이 일본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마네현에서는 3개,
돗토리현에서는 2개의 일본유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후손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하고 보호관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산인지방에서는 해안경관과
돗토리사구로 구성된 산인해안국립공원.
그리고 다이센과 미토쿠산등의
산악지대와 시마네반도의 해안부분,
오키로 구성된 다이센오키국립공원으로
2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National Federration of
UNESCO Associetions
in Japan

국립공원 만끽프로젝트

국립공원을 세계수준의 국립공원으로
일본에서는 현재의 국립공원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즐길수 있도록, 세계수준의 국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립공원은 자연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와 음식 그리고 그 지역 특유의 삶에까지 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인지방에서는
다이센오키국립공원의 브랜드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이센오키국립공원의 해안과 섬은 화산활동과 지반변동 등의 요인이
결합되어 형성된 다채로운 경관과 독특한 생태환경이 큰 특징입니다. 전세계의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마음껏 만끽할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와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화를 연상케하는 시마네반도 · 신지코나카우미 지오파크 구상
JAPAN HERITAGE

National Parks of Japa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

시마네반도·신지코나카우미 지오파크 구상구역은 지질유산의 보물창고 입니다. 동해를 형성한 지질시대의 ‘대규모의 지각변동’
에 의해 만들어진 ‘시마네반도’는 천연방벽이 되어 동해의 거친 풍파를 막아줌과 동시에 주고쿠 산지의 토사를 막아 왔습니다.
환동해교류해운의 거점이 되는 호수 그리고 영양이 풍부한 대지를 만들어 냄으로 ‘고대 이즈모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시마네반도·신지코나카우미 지오파크 구상에서는 [이즈모국풍토기의 자연과 역사를 만나는 대지]를 테마로, 지질지형유산을
비롯한 지구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지키며 미래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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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0

08

자연과 역사가 만든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명소

이와미 은광유적과
그 문화적 배경
세계유산

02

01

은을 정련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목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와미

06

은광은 주변환경을 배려한
‘자연환경과 공존한 산업유적’
이라는 특징이 있는 곳입니다.

산인지방에서는 산인에서만

다카도노식 에타이타타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많습니다. 각각의 독특한

다카도노식 에타이타타라는 한 곳에서 많은

분위기와 아름다운 경관과
풍요로운 자연 그리고

일본 유산

CULTURE

ACTIVITY

09

유서깊은 역사가 당신을

세계유산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07
세계 지오 파크

05

03
국립 공원

일본 유산

일본 지오 파크

곳에서만 맛 볼 수 있는

제철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이곳은 이와미 은광의 역사를
소개하는 센터가 있고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설입니다. 시마네현 운난시에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다카도노식의 에타이타타라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영화의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해가 저무는 성지 이즈모
일본 유산

산인해안

시마네반도 서쪽 끝의 해안선은 이즈모신화의 무대가 된
장소로 그곳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절경입니다. 이 해안선은

세계 지오 파크

해가 지는 성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메노히수미노미야’(이즈모대사)와 ‘히시즈미노미야’

산인해안은 동해의 형성에서부터 현재에

(히노미사키신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르기까지의 지형과 지질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배경으로한 생물과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문화와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돗토리사구나
리아스해안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해안지형을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쓰와노 현재와 과거
일본 유산
에도막부 말기의 쓰와노번의
풍경을 기록한 ‘쓰와노백경도’
에서는 쓰와노의 명소와 자연

오키

그리고 전통예능과 풍속 및

국립공원으로도 지정된 오키섬지역에는 다양한 암석으로

사람들의 정을 그린 그림과 해설이

이루어진 다도해 경관과 붉은 현무암절벽, 거센 파도에 깎인

100여점 있습니다. 쓰와노는 그

다이나믹한 해안경관 등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백경도에 그려진 당시의 모습을

카약이나 산책, 캠핑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수령 약800년 된

지금도 체험 할 수

거대한 삼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지오 파크

있는 귀중한
성읍마을입니다.

다이센 우바이치
（다이센 우시장）
일본 유산

육근청정과 육감치유의 땅 시마네반도·
신지코 나카우미 지오파크
일본 유산
미도쿠산은 이곳을 수행지로 하는

일본 지오 파크

사람들의 눈·귀·코·혀·몸·

다이센오키 국립공원
국립 공원
다이센오키 국립공원은 다이센에서

다이센에 있는 다이센지（大山寺）는

정신인 육근을 정화시키는 곳입니다.

시마네반도는 약2700년전 이곳의 신이 평야의 대지

히루젠, 게나시야마, 센조산을 포함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소와 말도

미사사온천은 탕치로 유명해 시각·

일부를 끌어당겨 붙여서 지금의 지형이 되었다는

산악지대 및 도쿠야마 일대 그리고

지켜주었다는 지장보살의 신앙이

청각·후각·촉각·미각·감각의

신화가 전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듯 시마네

시마네 반도의 해안부분, 산베산 일대,

깊은 곳입니다. 절 근처에서는 일본

육감이 치유됩니다. 미도쿠산으로

반도는 광대한 자연과 역사를 느낄수 있는

오키제도의 4개의 지역으로 성립된

최대의 「다이센 규바이치

참배를 하러 오는 사람은

장소입니다.

국립공원으로 풍부한 자연과 다채로운

(우시장)」가 열렸습니다. 지금도

미사사온천에서 그 심신을

다이센의 길가에서는 지난 날을

정화시켰습니다.

해안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구니비키 신화를

연상케 하는 돌길과 여인숙의 거리,

비롯하여 산악신앙 등,

지장보살, 그리고 우시장의 먹거리

문화적인 역사도 깊은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입니다

16

inbound_magazine_ko.indd 16-17

PC·스마트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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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바치는 무용 ‘가구라’는 가부키나

신에게 바친다

가을에는 가구라를

폭 넓은 연령층이 즐길 수 있다.

가구라의 기원은 일본신화에 등장하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시마네의 서부에서는 어릴 적부터 가구라을

일본무용과는 다릅니다. 영혼을 진정시키고

‘아마노이와토(天岩戸)전설’로 거슬러

정화시키기 위한 연무가 가구라입니다. 불빛에

올라갑니다. 동굴에 숨은

가구라는 지역의 풍작과 풍어를 기뻐하는

가구라 활동은 전통계승과 함께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를 불러내기 위해

가을예제의 전야제때 밤새 추는 춤입니다.

지역진흥발전에도 활기를 불어 줍니다.

비춰진 무용하는 모습은 마치 신과 교신하고 있는

아마노우즈메가 동굴 앞에서 춘 춤이라 하여

수확의 계절에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기본적으로는 가구라단체에 소속하여

것처럼 보여 아주 신비롭습니다. 현재는 신에게

신들에게 바치는 노래와 무용으로 전해지고

가을에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배우지만, 학교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있습니다.

피리, 북소리와 함께 각 지역에서 가구라를

도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치기 위한 무용이 일반적입니다.

즐기는 풍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

HOW TO SE E

Tr a d i t i o n a l a r t i n S a n i n

춥니다. 현재에는 정기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신사에서의 가구라
연간 많은 봉납을 하고 있지만, 신사에
따라 봉납시기는 다릅니다. 그 중
가을에 하는 곳이 가장 많습니다.

⊙신사외에서의 가구라
본래 가구라는 신사의 경전에 있는
가구라전（神楽殿）에서 하지만
최근에는 지역 이벤트등으로
체육관이나 홀에서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장소·일정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곳과 비정기적으로
하는 곳, 매년하는 정기행사 등,
봉납일정은 여러가지입니다. 6
페이지에서 소개한 관광안내소 및 각
관공서 혹은 관광협회에 문의해
주세요.

⊙촬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진촬영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명 촬영등은
삼가해 주십시오. 비디오 촬영 시에는
기재나 삼각다리가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모든 촬영에 있어 신사나 행사장의
책임자에게 허가를 받으십시오.

Kagura

filming location : various places

MOVIE

Scan QR Codes to
watch videos!

가구라란？

가구라를 즐기는 방법

가구라 탈

가구라는 본래 신좌（神座）를 의미 합니다. 신좌에 신을 초대해서 행하는 무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한번 보세요. 신화의 내용을 몰라도 보는 것만으로

가구라의 탈은 기울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표정을

널리 가구라라고 부릅니다. 800만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에는 전국 각지에

즐길 수 있는 것이 가구라입니다. 가구라는 신이 나쁜 도깨비를 혼내주는 내용이

보여줍니다. 지역에 따라 사용되는 소재는 각각 다릅니다.

신을 초대하는 가구라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다 같은 가구라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일반적입니다. 특히 도깨비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내용이거나 또는 신들이

이와미카구라에서는 세키슈와시（石州和紙 ）
를 감물을 넣어

따라 그 내용이 다르며, 안무와 템포도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근세때의 가구라는

대결하거나 혹은 원숭이나 여우 등의 동물이 나오는 등 폭넓고 단순 명쾌한

만든 풀로 겹붙여서 만든 탈을 사용합니다. 머리 전체를 넣어

기본적으로 신관이 추는 것이었지만 메이지 초기에는 신관이 가구라를 추는 것이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습니다. 처음 보실경우 추천하는

사용하는 쟈토(뱀머리)와 앞면만 대고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인정을 받은 사람(우지코)이

스토리는 이즈모신화로 유명한 야마타노오로치(큰뱀)퇴치 전설입니다. 오로치는 8

사용하는 탈, 두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가구라를 전승 받았다고 합니다. 가구라는 규칙적인 리듬에 맞추어 추는 숙련된

개의 머리와 8개의 꼬리를 가진 큰 뱀입니다. 이와미 가구라에는 아주 크고

공연이라도 가구라를 추는 단체에 따라

무용으로 신화를 알기 쉽게 표현해 줍니다

박력있는 오로치가 등장 합니다. 이외에도 신비롭고 용감한 내용이 가득한

느낌이 다르며 각 단체마다 독창적인 탈로

재미있는 공연이 많습니다. 리듬을 타며 가구라를 즐겨보세요.

개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MOVIE

감물을 넣은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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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은 가구라가 번성한 지역으로 현내에는 200개가 넘는 가구라
단체가 있습니다. 탈을 쓰지 않고 칼을 비롯하여 화살·대나무·지팡이 등을
들고 추는 것과 탈을 쓰고 신화의 내용을 무용으로 표현하는 것을 일반적인
가구라라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특징이 다릅니다. 그 중 이즈모, 이와미,
오키 3지역에서 각각의 가구라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즈모 가구라
이즈모 가구라의 특징은 기본적으로‘시치자（七左）’
‘시키산반（式三番）’
‘가구라노（神楽
能）’3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시치자’는 탈을 쓰지 않는 무용으로 여러가지를 손에 들고
춤으로서 그 장소를 정화시킵니다.‘시키산반’은 축하를 위한 의식무용입니다.‘가구라노’는
오로치(큰뱀)퇴치와 같은 신화등을 소재로 한 연극같은 무용으로 기본적으로 탈을 쓰고
춥니다. 탈을 썼다는 것은 신이 출현함을 의미합니다. 이즈모 가구라의 음악의 템포는 대체로
느리고 장엄합니다.

이와미 가구라
이와미는 시마네현에서도 특히 가구라가 번성한 지역입니다. 이와미의 가구라는 오락적인
요소가 강한 화려한 가구라입니다. 의상도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여섯박자의 느린 리듬과
여덟박자의 활발한 템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불꽃이나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관객을
사로잡으며 엔터테인먼트성이 뛰어난 무대연출을 합니다. 공연은 신화 속의 신들과 역사상의
영웅들이 악당을 물리치는 알기 쉬운 권선징악의 스토리가 많습니다.

오키 가구라

고진 가구라

오키의 가구라는 샤케（社家）라고 하는 가구라를 전업으로 하는 가문이

흉작과 질병 그리고 재해 등이 계속되면 고진이라고 불리는 신의 영혼을

신사의 제례를 비롯해 다양한 기원(비가 그치도록 하거나, 병이 낫도록

달래기 위해 제를 지냈습니다. 그 제가 ‘고진 가구라’였습니다. 돗토리현

Inquiries

빌거나, 풍어에 감사 등)의 가구라를 해 왔습니다. 메이지시대가 되어 담당이

서부의 히노군에서는 오카야마현의 빗추 가구라를 이어받은 고진 가구라가

Iwami Tourism Promotion Committee
seibu-kankou@pref.shimane.lg.jp

민간으로 넘어갔지만 현재까지 샤케가 가구라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돗토리현 고후초의 사가리카야 마을에 사는 목공품 장인

도젠(서쪽에 있는 섬들)과 도고(동쪽에 있는 섬)의 가구라는 기본 구성이

기지시（木地師）에 의해 가구라 탈이 만들어져 전통예능으로서 자리를

동일하지만 주악과 움직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고쪽은 느리게, 도젠쪽은

잡았습니다. 메이지시대에 접어들어 샤츄(동호단체)가 결성되고

격하게 춤을 춥니다.

사가리카야의 향토예능인 ‘사가리카야의 고진 가구라’로 확립되었다고
합니다. 사가리카야 고진 가구라 보존회명신사（下蚊屋荒神神楽保存会明神
社）는 돗토리현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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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

돗토리 와규
에도시대부터 일본 와규의 산지로서 우량소가 계승되어 온 돗토리현.

전국 와규 능력 공진회란?

「돗토리케」 라고 불리는 혈통은 올리브 오일의 주성분이기도 한 올레인산이

전국 와규 능력 공진회는 5년마다 열리고 있는 전국 규모의
와규 품평회입니다. 전국에서 우수한 소 약 500 마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레인산은 입안에서 소고기가 녹는 식감과

집결하여 육질과 체형 그리고 발육 등을 겨룹니다. 이른바
「와규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돗토리 와규는 1966
년 제 1 회 공진회에서 육질 1 위를 차지했고, 2017 년 제 11

연계 된다고 합니다. 돗토리 와규 중에서 올레인산을 55 % 이상 함유한
쇠고기를 「돗토리 와규 올레인55」로 브랜드화하고 있습니다. 돗토리

MOVIE

중의 20 % 정도로 매우 희소한 와규입니다. 부드럽고 입안에서 녹는 느낌이

Scan QR Codes to
watch videos!

DA I S E N

돗토리현의 명봉「다이센」이 2018 년에

개산 1300 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래 전부터

회 공진회에서 또 다시 「육질 일본1위」라는 최고의 칭호를
차지 했습니다.

와규의 출하수는 전국의 0.7 %로 아주 적으며 브랜드로 선별되는 것은 그
좋고 육즙이 입안 가득히 퍼지는 돗토리 와규를 꼭 한번 맛 보십시오.

1300th Anniversary of Mt.DAISEN
혜택 받은 환경에서의 사육

다이센을 위한 감사의 무대

돗토리현은 풍부한 자연과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있습니다. 돗토리

"신이 머무는 산"이라 하여 숭배되어 온

이 지역에서 전해져 오는 전통 행사 등을

와규는 그런 혜택 받은 토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여름은 광대한 목초지에

다이센은 호키후지（伯耆富士）라고 불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방목하여 적당한 운동을 시키고 양질의 먹이로 건강하게 키웁니다. 그리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합니다. 다이센지
（大山寺）는 나라 시대 요로2년(718),

현지 다이센지(大山寺) 지구가

이즈모국의 다마쓰쿠리의 요리미찌（依道）

다이센 개산 1300주년을 기념하여

라는 사람에 의해 다이센의 중턱에 세워

특별히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졌습니다. 다이센은 당시 산악신앙에

다이센으로부터 받은 은총에 대한

귀의하는 수행자의 첫 수행지로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사원과 3000 명이 넘는 스님들을 거느리는
곤고부지（金剛峯寺）와 시가현의 히에이잔
엔랴쿠지（延暦寺）와 더불어 대
사찰이었습니다. 다이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풍부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4
가지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다이센 지역이
하나가 되어 호키국 「다이산 1300 주년
개산제」를 전개합니다.

그린 프로젝트

물과 음식 프로젝트

「자연을 지키는 성지」
다이센에서 산과 함께하는
삶을 알리기 위한 제3회
「산의 날」기념대회 및 일본
유산의 스토리를 만끽하는
트레일 워크. 그리고 다이센
지역의 다양한 자연을 즐기는
방법을 제안하는 프로젝트.

다이센에서 샘솟는 청정수와
신선한 식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한 접대요리. 그리고
다이센 개산 1300주년
기념요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이센 지역의 음식의 매력과
정보 발신 및 브랜드 파워
향상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메인
이벤트

2018년 6월2일·3일

다이센 여름 개산제

2018년 5월 20일

개창 법요/ 오미코시 행렬

2018년 8월10일·11일

제3회 「산의 날」기념전국대회 in돗토리

2018년 9월 30일

2018년 10월 20일·21일 다이센 원더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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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캠페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More Information

1300개의 등불행렬

and more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이센」의 신비와
「지장보살신앙」「일본도」
와 「다타라」를 테마로
사람들의 기원과 역사 및
과거로의 동경을 탐방하는
프로젝트.

알려졌습니다. 전성기에는 100개가 넘는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와카야마현 고야산

가공과 유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다이센을 느끼는
프로젝트

1300th Anniversary of Mt.DAISEN
Campaign site

GOOD
SNS
SPOT

맛있어요!

추천하는
먹는 방법

샤브 샤브

스테이크

야키니쿠

샤브 샤브는 아주 얇게 썬 소고기를 육수가

돗토리 와규는 지방의 융점이 일반 고기보다

바로 앞에서 철판이나 망에 고기를 얹어 구워

담겨있는 전용냄비에 몇 번 적시듯이 익힌 뒤,

낮아 입안에 넣으면 금방 녹아 없어지는 것을

먹는 야키니쿠. 야키니쿠에서는 갈비나 등심,

양념장에 찍어 먹는 일본 냄비요리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마블링이 많은

안창살 외에, 소의 양, 처녑, 벌집 등의 내장

육수에 고기를 살짝 적시는 소리에서 「샤브

등심, 담백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안심,

부위도 맛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간장

샤브」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소스는 폰즈

좋아하는 부위를 스테이크로 드시면서 돗토리

맛의 소스를 찍어 먹지만, 소금이나 레몬즙

(초간장소스) 또는 고마다래(참깨소스)가

와규의 맛을 만끽해 보십시오.

등을 찍어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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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가시 문화
다도와 관계가 깊은 마쓰에시는 다도에서 빠질 수 없는
와가시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와가시는 일본의 전통
과자로 떡이나 양갱, 만주 등이 있습니다. 마쓰에시에는
「나타네노사토（菜種の里）」「야마카와（山川）」
「와카쿠사（若草）
」라고 하는 3대 명과가 있고 이 3개의
다과자는 마쓰다이라 후마이코가 사랑한 과자로 각각의
이름은 후마이코가 읊은 와카（和歌）에서 따온 것이라
합니다. 어느 것 할거 없이 아름다운 빛깔을 띄며 맛은
물론 눈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후마이코 유카리노
차시츠（ 縁の茶室. 다실）에서는 와가시와 함께 말차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과 찹쌀가루로 화조풍월등의
자연풍경을 리얼하게 재현한 「공예과자」도 있습니다.
공예과자는 와가시 장인의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며,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와가시 장인의
전통기술과 역사의 분위기를 즐겨보세요.

MOVIE

Scan QR Codes to
watch videos!

FUMAIKOU

200th

Anniversary of FUMAIKOU

2018년 대명 다도인으로 이름 높은 이즈모국 (現시마네현) 마쓰에

일본 3대 다도회

사계절을 표현하는 와가시

일본에는 「일본 산다이（3大）차카이（茶会）」

와가시는 계절에 따라 종류가 바뀌는 고풍스러운

라고 불리는 큰 다도회가 있습니다. 교토시의 니죠

과자입니다. 계절별로 모양과 재료가 바뀝니다.

시민 대다도회, 가나자와시의 겐로쿠엔 대다도회,

봄은 사쿠라모치나 쑥떡등 잎을 이용한 과자를 맛

사랑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1806년 은거하고 삭발한 뒤의 호칭인

그리고 마쓰에시의 국보마쓰에성에서 개최되는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분이 많은 우무 등으로

「후마이」에서 불리게 된 것입니다. 후마이코는 영주로서 통치에

마쓰에성 대다도회입니다. 계절의 풍물로 인기가

시원함을 표현한 과자가 등장합니다. 가을에는

있고 일본의 전통문화로 소개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호박이나 고구마 등 제철인 재료의 단맛을 느낄 수

해외에서도 방문합니다. 마쓰에성 대다도회는 매년

있는 과자가 대표적입니다. 겨울은 하얀 팥떡등

가을에 개최되며 마쓰에성의 니노마루를 메인

겨울을 표현하는 과자가 사랑받습니다. 와가시로

이벤트장으로 하며, 시내 곳곳에서도 다도의

계절을 느껴보세요.

7대영주, 마쓰다이라 후마이코(1751~1818)가 사후 200년을
맞이했습니다. 역대 마쓰에 영주 중에서 명군이라는 마쓰다이라
하루사토는 「후마이코」란 이름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힘 쏟은 것은 물론이며, 문화(특히 다도)를 사랑한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다인의 한명으로서 다도계에도 큰 발자취를 남기고

차의 명소 마쓰에

있습니다. 수집한 차도구를 「운슈쿠라초 (운주 장부)」에 정리해
천하의 명기 · 명물류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광진흥발전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GOOD
SNS
SPOT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12월

메인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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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바랍니다.

차노유 호리가와 유람선

2018년 4월27일~30일

More Information

5월3일~6일

마쓰에 봄 다도회

2018년 10월6일, 7일

마쓰에성 대 다도회

and more

200th Anniversary of
FUMAIKOU

일본을 느낀다.

말차를 경험할
수 있는 곳

후몬인

널리 구축함과 동시에 국내외로 그 가치를 펼쳐 문화 및

메이메이안

다도문화의 새로운 융성을 목표로 후마이코에 관련된 문화사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겟쇼지

마쓰에는 에도 시대의 마쓰에번의
소재지로 번창하며 차의 명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마쓰에번의 7대
영주인 마쓰다이라 후마이코가
자신의 후마이코류 다도를
완성시킴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쓰에는 지금도
다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곳으로
시민들의 생활에서도 차 문화가
사랑 받고 있습니다.

후마이코 사후200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의 유덕을 되새기고

예법을 알려줍니다. 하루에 여러 파의 다도회를

Gessho temple

Meimeian

Fumonin

마쓰에 영주였던 마쓰다이라가의 조상의

후마이코 연고의 다실입니다. 아주 두껍게

마쓰에성의 평안을 위해 만든 절로 고이즈미

묘가 있는 절입니다. 이 절 안에 있는 큰

짚으로 만들어진 지붕에는 후마이코의 직필

야쿠모의 괴담으로도 유명합니다. 야쿠모도

거북이 비석은 저녁이 되면 마을로 산책을

「메이메이안」의 현판이 걸려져 있습니다.

지도를 받았다던 산사이류（三斎流）의 다실

다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후마이코 연고의

나무로 둘러싸여 사계절의 경관을 즐기실 수

간게츠안（観月庵）이 있고 시내 주택가라고는

다실「다이엔안」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정적함이 감돕니다.

문의처：마쓰에 국제관광안내소 시마네현 마쓰에시 아사히마치 665 TEL 0852-2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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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TORI

Fun things to do!

D

TOTTORI

7

1,300엔 (세금포함 금액)

수상 공원에서 마음껏 즐겨 보자! 「플로리씨 어드벤처 파크
우라도메」는 일본 최대의 해상 공원! 트램폴린, 슬라이드, 점프대 등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많습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마음껏 즐겨
보세요. 「바다에 있는 유원지 」!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어린이도
어른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전문 인명 구조요원이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 어린이를 동반하거나, 수영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A

2시간

RESERVATIONS

¥

1.5시간

5,000엔 (세금포함 금액)

타이어가 굵은 팻바이크. 모래 언덕도 산길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팻바이크를 타고 돗토리의 절경을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돗토리 사구·산길·해변 」을 전문 지도자가 안내합니다. 바람을
가르는 상쾌함을 느끼며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SCAN ME FOR
MORE INFORMATION!

¥

¥

3,000엔 (세금포함 금액)

2시간

트리클라이밍과 짚라인을 즐길 수 있는 플랜입니다. 지상 7m가 넘는
나무 위를 오르고, 그 위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성취감을 맛 볼
수 있는 야외 레포츠입니다. 나무에 오른 뒤에는 짚라인을 합니다.
짚라인은 나무 사이사이에 와이어를 설치해 도르래를 타고 이동하는
액티비티입니다. 100 미터가 넘는 스릴 넘치는 이 코스는
산인지역에서 제일 긴 코스입니다. 도르래를 타고 숲을 빠져 나가는
순간 압도적인 상쾌함을 맛 볼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플랜입니다.

e

RESERVATIONS

RESERVATIONS

¥

B

¥

8,000엔 (세금포함 금액)

F

1.5시간

산인 해안 지오파크에 인정된 우라도메 해안은 혼슈에서도 굴지의
투명도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이 바다를 마음껏 만끽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클리어 카약. 클리어 카약은 배 바닥까지 투명하기
때문에 마치 몸만 바다에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동해의 거센
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기암 풍경과 발 밑에 투명한 바다를 즐기면서,
한가로운 시간을 가져 보세요 .

5,000엔부터 (세금포함 금액)

3시간

자전거로 와인딩 로드와 시골길을 체험.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상쾌감을 느껴 보자! 자전거를 타고 산
내리막 길을 체험 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해발 850m의 다이센
스키장. 꾸불꾸불한 와인딩 로드와 시골길등 해방감 넘치는 길로
내려갑니다.
다운힐 A코스의 주행 거리는 17km. 어렵지 않은 코스로
초보자에게 추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다이센을 즐길 수
있습니다.

RESERVATIONS
RESERVATIONS

¥

7,000엔 (세금포함 금액)

3시간

사구와 동해를 보면서 하늘을 나는 체험! 부드러운 모래 언덕이기
때문에 착지하는 순간에도 안심입니다. 넓은 하늘 아래, 모래 언덕
위를 날아 올라 탁 트인 느낌을 느껴 보세요. 모래 세계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 패러글라이딩을 즐긴 후에는 샌드
보드와 낙타도 타고 모래 미술관을 관람하면서 사구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RESER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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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5,500엔부터 (세금포함 금액)

3.5시간

· 정글 모험! 샤워 클라이밍 어드벤처 코스입니다.
· 큰 바위와 폭포! 대자연을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 수영도 하고 바위도 타며 격류를 올라 마지막에는 폭포에 다이빙!
· 구명 조끼를 입고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골 지점까지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잊지 못할 여름의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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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

¥

5,000엔 (세금포함 금액)

4시간~7시간

최대 7시간 하오리(두루마기)와 기모노 대여. 직접 입혀주기 때문에
처음이신 분도 기모노 미인으로 간단하게 변신! 거리의 분위기와
일치되어 이즈모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남성도 이용가능.
기모노를 입고하는 데이트는 어떠세요? 신화의 무대인 이나사의
바닷가와 히노 미사키 신사, 히노 미사키 등대등 역사적인 명소를
기모노를 입고 돌아보십시오.

2,160엔 (세금포함 금액)

7시간

닌자 의상은 아이들이 특히 좋아합니다! 이 플랜은 닌자 모습으로
코스프레하고 마쓰에를 즐기는 것입니다. 마쓰에성과 무사의 집이
남아 있는 마쓰에는 지금도 에도 시대의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닌자가 되어 관광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귀엽다」며 말을 걸어 오는 등 시선 집중! 당점에서는
기모노대여 플랜도 준비되어 있어 가족이 함께 기모노를 즐길 수
있습니다.

RESERVATION

E

RESERVATION

¥

B

2,000엔 (세금포함 금액)

2시간

F

본 투어는 손님이 타고 오신 자가용으로 마을 명소를 돌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선도하기 때문에 길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투어는 요시다
마을의 숨은 명소까지 남김없이 안내합니다! 요시다 마을은 다타라
제철로 번성한 마을. 「스가야 다타라 산나이 」는 다타라 제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을과 실제로 다타라 제철 작업을 했던 「스가야
다카토노」를 볼 수 있습니다. 「휴게소 다타라바 이치반치」는
요시다 마을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투어 참가자에게는 요시다
마을 명물 계란밥 전용 간장 「오타마한」을 선물합니다.

RESERVATION

9,900엔 (세금포함 금액)

2.5시간

공익 도로에서도 탈 수 있는 고카트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마쓰에
명소를 돌아 볼 수 있어요. 가이드가 관광 명소를 안내! 고카트로
공익 도로를 달리면서 마쓰에의 경치도 즐길 수 있는 플랜입니다.
「공익도로를 고카트로 달릴 수 있다니 완전 감동입니다.」「차체가
낮아서 스릴 만점!」「코스프레도 무료로 할 수 있어요!」등
고객님의 소리!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 시마네여행! 꼭 이용해 보세요.

RESERVATION
28

inbound_magazine_ko.indd 28-29

C

¥

4,320엔 (세금포함 금액)

0.5시간에서 7시간

한번쯤은 입어 보고 싶은 기모노. 그 기모노를 입고 거리를
산책하며 마쓰에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옛 거리 풍경이 남아 있는
마쓰에는 기모노가 아주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가게 주변에는
국보인 「마쓰에성」과 무사의 집들이 있는 거리 「시오미나와테」
가 있어 알찬 마쓰에를 관광 하실 수 있습니다. 가게의 스텝이 직접
입혀 주므로 처음이신 분도 기모노를 즐길 수 있습니다!

RESERVATION

¥
¥

4시간~7시간

RESERVATION

¥

A

5,000엔 (세금포함 금액)

향수 넘치는 신지코의 석양을 감상하는 1시간. 일몰에 맞춰 마쓰에
항을 출발해 신지코로 유람합니다. 신지호에 도착하면 먼저 석양의
베스트 포인트로 안내. 슬픈 전설이 전해지는 요메가시마의 애수가
신지코의 석양을 한 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바람이 잠잠해 호수의
석양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날에는 잠시 배를 멈추고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5,000엔 (세금포함 금액)

40분

스트레스 발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뿐 만이 아니라 다른 현이나 해외 손님에게도 사랑받고 있는
「도조스쿠이 춤」.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미묘한 허리의 움직임이
특징이며 금방 웃음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매력의 하나입니다.
체험이 끝날때까지 웃음이 멈추지 않는 손님도 계실 정도입니다.
우선 한번 경험 해 보시고 그 매력을 확인해 보세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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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인의 여행을 좀 더 저렴하게!

DISCOVER UNIQUE EXPERIENCE IN SAN’IN!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저렴한 서비스를 안내하겠습니다.
산인으로의 이동 방법 및 관광 시설의 할인 등 저렴하고 즐겁게 산인여행을 즐기세요.

¥

¥

6,000엔 (세금포함 금액)
3시간

7,000엔 (세금포함 금액)
3시간

RESERVATIONS

RESERVATIONS

¥

¥

9,000엔 (세금포함 금액)
2.5시간

7,000엔 (세금포함 금액)
3시간

RESERVATIONS

RESERVATIONS

앱을 다운로드해서 저렴하고
신나게 산인을 여행하자!

Visit San’in
Tourist Pass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돗토리와 시마네 두 현안의
관광시설을 무료로 입장하거나, 할인 및 특별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관광 패스입니다. 앱을 스마트 폰에
다운로드하시고 가까운 판매소에서 산인관광 투어패스를
구입해 주세요. 각 관광시설에서 앱 화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5,000엔 (세금포함 금액)
2.5시간

RESERVATIONS

¥

4,000엔 (세금포함 금액)
2.5시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RESERVATIONS

お問い合わせ
山陰インバウンド機構
TEL 0859-21-1502
sanindmo00@sage.ocn.ne.jp

¥

5,000엔 (세금포함 금액)
1시간에서 7시간

RESERVATIONS

¥

1,000엔(세금포함 금액)
1시간

RESERVATIONS

히로시마-마쓰에
고속버스비가 500엔!

오사카-돗토리
고속버스비가 1000엔

산인 경로 티켓

City of Tottori x Nihon Kotsu,
an Intercity Bus Collaboration Project
¥

5,000엔 (세금포함 금액)
2시간

RESERVATIONS

¥

5,000엔 (세금포함 금액)
40분

Osaka

RESERVATIONS

Namba Ocat

TOTTORI

MAR 2018
START!!

Tottori StationBus Terminal
¥

7,000엔 (세금포함 금액)
2.5시간

RESERVATIONS

¥

2,200jpy (tax incl.)
1h

TOTTORI

SHIMANE

HYOGO

OKAYAMA
HIROSHIMA

RESERVATIONS

SPECIAL
PRICE
BUS

¥1,000

YAMAGUCHI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특별 가격으로 돗토리 (돗토리역
버스터미널) - 오사카 (남바 OCAT)구간을 운행합니다.

¥

5,000엔 (세금포함 금액)
2.5시간

RESERVATIONS

¥

75,600엔 (세금포함 금액)
1시간

RESERVATIONS

현재 외국인 관광객을 한정으로 히로시마-마쓰에 구간의

할인 기간은 2019년 3 월 31 일까지이지만 예산이

실크에어항공 취항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할인 티켓입니다.

고속버스를 500엔의 특별가격(통상 편도 3900엔)으로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전화 및 메일로 승차 한 달 전부터

히로시마와 오카야마 구간의 신칸센 그리고 오카야마 ~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예약은 안됩니다. 승차하시는

좌석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할인 티켓 판매는 간사이 공항

돗토리 ~ 마쓰에 구간의 특별 할인은 JRWEST패스입니다.

당일 또는 전날에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

제1터미널 안에 있는 간사이 관광정보센터, 난바 OCAT,

시마네 지역은 저렴한 퍼펙트 티켓 (관광시설까지의

구매창구는 히로시마 버스센터, 스왈로 트라벨 히로시마(JR

그리고 돗토리역 버스터미널입니다. 구매 시에는 여권을

교통이용과 입장 할인), 마쓰에-히로시마구간은 500엔으로

히로시마역 신간센구치) 그리고 이치바타 트라벨

제시하셔야 합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お問い合わせ
Mail: h-bus@nihonkotsu.jp
Tel 0857-22-7935

お問い合わせ
( 株 ) 日本旅行
西日本国際旅行支店
TEL 06-6342-0240

마쓰에역앞 영업소 3군데입니다. 구입시에는 여권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

13,000엔 (세금포함 금액 )
5.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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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ATIONS

¥

3,800엔 (세금포함 금액)
4시간-7시간

RESERVATIONS

お問い合わせ
●広島電鉄株式会社
●一畑バス株式会社

082-231-5171
0852-20-5206

（鳥取市国際観光客サポート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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