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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위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다. 참나무의 열매인‘도토리’와
발음이 흡사한 돗토리(鳥取) 현이 일본 어디에 자리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
다수이기 때문이다. 돗토리 현은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인 혼슈(本州)의 남쪽에 있
다. 그래서 날씨가 서울보다 온화하고 여행하기에도 좋은 편이다. 그런데 돗토
리 현의 경계를 보면 앞뒤가 바다와 산으로 막혀 있어서 주변에 익히 알 만한 대
도시가 없다. 오늘날도 현청 소재지인 돗토리 시에서 오사카(大阪)까지 열차로 2
시간 30분 이상이 걸리니, 과거에는 소통이 더욱 쉽지 않았을 듯싶다. 하지만 이
점이 돗토리의 매력이기도 하다. 서정적인 자연 풍광이 잘 보존돼 있고, 일본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온천과 음
식도 빠지지 않으니, 돗토리 현에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을거리가 고루 갖춰
져 있는 셈이다.
사진/김주형 기자·글/박상현 기자, 협찬/돗토리 현(www.tottori-blog.kr, 02-3473-5822)

the Scenery of Daisen Mountain
인천을 이륙한 비행기가 돗토리 현의 요나고(米子) 공항에 다다르면, 웅장한 산세가 형체를 드러낸다. 해발 1천729m의 다이센(大仙) 산이다.
평지에 우뚝 솟아 더욱 장엄하고 영묘하게 느껴지는데, 과거에는‘위대한 신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쾌청한 날이면, 돗토리 현의 서부

설악산의 최고봉인 대청봉과 비슷한 높이지만, 정상부의 새하얀 춘설과 구름이 일본 최고의 후지산(富士山)을 떠올리게 한다.
어디에서나 다이센 산을 바라볼 수 있다.

Escape from Big City
휴식은 도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다. 대도시에 서 있으면 고층빌딩이 숲을 이뤄 시야와 가슴이 답답하고,
자동차로 꽉 막힌 도로와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 탓에 정신이 없다. 도무지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반면 가장 큰 도시도 인구가 20만 명을 넘지 않는 돗토리 현은 번잡스러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머무름 자체가 곧‘쉼’이다. 숨을 고르고 긴장을 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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륭한 온천 여행지의 기준은 무엇일까. 해외여행을 많

이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시설이 뛰어난
온천 여관과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노천 온천처

럼 시각적인 면이 중요한 판단 준거일 듯싶다. 온천

여관에 투숙하면 국내에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의 색다른 의식주 문화

온천은 눈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곳이다. 경치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 온천의 수질이 좋아야 한다. 이러한 면에
서 보자면 돗토리의 온천은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특히
미사사 온천의 온천수는 라듐 함량이 풍부하고, 온천욕의
방법이 다양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천은 단순히 눈으로‘보는’곳이 아니라, 온전히 몸으로‘느

朝)’라는 온천의 명칭도‘여기서 아침을 세 번 맞이하면 병이 낫는다’

끼는’곳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온천의 수질이 탁월해야, 괜찮은 여

는 의미에서 기원했다고 한다. 지금도 미사사 온천에는 오카야마(岡

행지라고 할 수 있다. 3박 4일 내외의 짧은 일정으로 일본을 다녀가는

山) 대학의 연구소가 들어서 있을 정도로 수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1주

국내 관광객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온천마다 내세우는 효능이

일 이상 머무르는 사람이 많다.

거짓이 아니라면, 피부와 통증 완화에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된 온천수

미사사에서 온천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다소 까다롭다. 보통은 탕에

에 몸을 담가야 여행이 더욱 즐거울 수 있다.

들어가는 것만으로 끝나지만, 이곳에서는 온천에서 올라오는 증기를

그런 면에서 돗토리 현 중부의 조용하고 아늑한 산골에 위치한 미사사

호흡하거나 온천수를 마셔야 비로소 온천욕이 마무리된다. 온천의 증

온천은 단연 최고의 온천이다. 오스트리아의 바트가슈타인(Bad

기는 천식 환자에게 효험이 있고, 온천수 음용은 소화계와 순환계를 튼

Gastein)과 함께 세계에서 라듐 함유량이 가장 많은 온천수가 솟아나는

튼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온천 왕국’인 일본에서도 미사사

탓이다. 땅에서 나오는 원천을 그대로 욕탕에 끌어다 쓰는 미사사의 온

는 특출한 온천인 셈이다.

천수는 예부터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미사사(三

미토쿠(三德) 강을 따라 온천 여관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미사사의 역
사는‘키야(木屋)’가 대변한다. 8대째 주인이 운영하고 있는 키야는
100여 년 전에 건설됐다. 삐거덕거리는 나무 바닥과 미로처럼 복잡한

1

1,2 일왕이 방문했었다는 미사사의 온천 여관‘이와사키’의 욕탕. 3 해변을 따라 온천 여관이
자리한 가이케 온천. 4 미사사 온천은 약 80℃의 원천을 사용해 찬물을 섞어야 탕에 들어갈 수 있다.
2

Hot Spring
열도 속에 숨겨진

온천 지대

기다란 섬의 이곳저곳에 수많은 온천이 자리해 있는 일본에서 궁합이 맞는 지역을 선택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다. 온천의
특색과 분위기가 각양각색인 탓이다. 그래서 거개는 단편적인 정보와 유명세를 근거로 여행지를 결정하기 마련이다. 돗토리
현은 한국인에게 생소하지만, 몸에 좋은 온천수와 고즈넉한 정경이 인상적인 온천이 많은 곳이다. 특히 미사사(三朝) 온천과
가이케(皆生) 온천에서는 일본 온천 여행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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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여관의 숙박 상품은 대개 1박 2식으로 구성된다. 저녁식사 전에 들어가 아침식사를 한 뒤 나오게 된다.
하지만 돗토리 현의 온천에서는 하룻밤만으로는 부족하다. 미사사의 온천수에 함유된 라듐 성분과 가이케의
온천수에 포함된 염분의 효과를 얻으려면 사흘 이상 투숙하는 것이 좋다.

비록 절경은 아니지만, 강과 온천 여관이 어우러진 미사사 온천의 정경
은 마음을 푸근하게 한다. 그래서인지 일본 자연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도 이곳을 자주 찾았다고 한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가 니가타(新潟)
현 유자와(湯澤)의 온천 여관에서‘설국(雪國)’을 저술했듯, 유수의 시
인묵객들은 미사사 온천에서 집필 활동에 몰두했다.
5

미사사 온천의 또 다른 명물은 다리 아래에 있는 노천 온천이다. 주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 온천은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다. 여름날 한

5 미사사 온천에는 숙소가 70곳 이상 자리해
있다. 각각의 온천 여관들은 욕탕의 분위기를

밤중에는 온천 여관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과 사방에서 들리는 개구리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온천 여관

울음소리로 제법 낭만적인 운치를 자랑한다. 온천욕은 물론 족욕도 할

에서 방을 배정받은 뒤에는 활동하기 편하게

수 있으므로, 값비싼 여관에 숙박하지 못하는 길손이라면 한 번쯤 들러

유카타로 갈아입고 나막신인 게타를 신는 것
이 좋다. 보통 유카타는 디자인이 획일적이지

볼 만하다.

만, 가이케 온천의 여관 중에는 형형색색의
유카타를 준비해놓은 곳도 있다. 7 가이케 온
천의 몇몇 온천 여관에서는 바다를 보며 온

온천으로 다이어트에 도전하세요 미사사 온천이 산중에

천욕을 즐길 수 있다.

묻힌 고요한 마을이라면, 인천에서 직항편이 있는 요나고 시와 가까운

07

가이케 온천은 해변을 끼고 있는 세련된 고장이다. 길도 널찍하고, 편
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겉보기에는 일본의 평범한 시골과 크게 다르
지 않다.
6

그러나 가이케 온천의 온천 여관 대부분은‘슬리밍 스테이(Slimming
Stay)’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상품은 가이케의 해
수온천에 포함된 염분이 지방 연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 착안
해 만들어졌다. 투숙객이 체류하는 1박 2일 동안 살을 빼고, 피부를 가

실내 구조가 특징인 키야에는 오래전에 사용됐던 방직기와 손때가 묻

꿔주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그래서 슬리밍 스테이 뒤에는 으레‘3% 예

은 거울, 손님이 숙박비를 대신해 놓고 간 그림 등이 전시돼 있다. 건물

뻐지는 여행’이라는 문구가 따라붙는다.

자체가 하나의 문화재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온천 여관에 여장을 풀면 휴식을 취하느라 운동량이 줄고, 가이

최근에 여러 온천 여관들이 현대적인 외관으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미

세키(會席) 요리를 먹느라 식사량이 늘어나 오히려 체중이 늘기 일쑤

사사의 거리는 키야처럼 여전히 고풍스럽다. 좁다란 고샅에 촘촘하게

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다이어트가 가능한지 의아해 한다.

늘어선 상점과 술집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1917년에

그 비결은 바닷물이 섞인 온천수에 있다. 가이케 온천에서는 반신욕과

개장한 이발소를 비롯해 사진관, 잡화점은 30~40년 전의 모습을 그대

전신욕을 2~3차례 반복하는 온천욕을 추천한다. 그러면 신진대사가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미용 소금을 온몸에 바른 뒤 물로 씻어내면 피부

앞쪽으로는 백사청송의 해변, 뒤로는 웅장한 다이센 산이 모두 보이는

로 간직하고 있다.

활발해져 체지방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슬리밍 스테이 프로그램

가 좋아지는 느낌도 받게 된다.

경치도 가이케 온천의 장점이다. 따라서 가이케 온천에서는 가급적 해

이와 함께 가이케 온천의 여관들은 저녁식사의 칼로리를 철저히 조절

변을 바라볼 수 있는 숙소를 골라야 한다. 피서 철에는 해수욕과 온천

한다. 10여 가지의 음식이 나오는 가이세키 요리의 가짓수와 맛은 유지

욕을 모두 만끽할 수 있으며, 카약과 트레킹 체험도 할 수 있다.

하되, 열량을 낮출 수 있는 재료와 조리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인근

한편 돗토리 시의 도심에서도 온천욕을 할 수 있다. 온천수를 이용하는

지역에서 제철에 구할 수 있는 신선한 야채를 쓰고, 새우를 튀길 때 튀

대중목욕탕과 온천 시설이 마련된 비즈니스호텔이 있기 때문이다. 시

김옷을 입히지 않는 식이다. 이를 위해 여관의 조리장들은 저울로 재료

설은 고급스러운 온천 여관에 비해 떨어지지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의 무게를 측정하고, 영양사에게 궁금한 점을 문의하기도 한다.

문을 열고 요금이 350엔 내외로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주머니 사정이

온천 여관에서 스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가이케 온천의 특이한 점이

여의치 않은 길손에게는 안성맞춤인 온천이다. 또한 돗토리 현에서 역

다. 동남아시아의 리조트에서는 보편적이지만, 전통을 강조하는 일본

사가 가장 유구한 이와이(岩井) 온천과 에도 시대 돗토리 영주의 요양

의 온천 여관에는 스파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이케 온천의 스

소가 있었던 요시오카(吉岡) 온천도 돗토리 시에서 그다지 멀지 않다.

파 중에는 해조류와 해안가의 진흙, 바닷물을 섞어 만든 오일을 피부에

두 곳 모두 당일치기 여행자를 위한 온천이 있어서, 나들이를 겸해 다

발라 체내의 독소를 빼내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다.

녀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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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 in Small Town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리 산책

돗토리 현에서는 눈을 치켜뜰 일이 없다. 건물들이 낮고 아담해서, 그저 편안하게 눈높이를 유지하면 그만이
다. 하지만 고개를 숙여 내려다봐야 할 때는 많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 길섶에 핀 들꽃, 작은 상점 너머의 예쁜
소품을 보기 위함이다. 돗토리 현에서의 거리 산책은 잔재미를 발견하며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느림을
만끽하는 여행이다.

도

쿄와 홋카이도를 필두로 일본의 행정구역은 1도(都), 1도(道), 2부

(府), 43현(縣)으로 이루어진다. 국내를 특별시와 광역시, 도(道)로

나누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되는 지역 구분

은 이보다 훨씬 넓다.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여러 행정구역을

한데 묶어 지칭하기 때문인데, 흔히 말하는 간토(關東)나 간사이(關西)가 이에 해당
된다.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은 간토, 오사카와 교토는 간사이로 통한다.
돗토리 현은‘산인(山陰)’지방에 속한다.‘산의 북쪽’을 의미하는 산인 지방에는
돗토리 현과 시마네(島根) 현, 야마구치(山口) 현의 북부가 포함되는데, 감사의 인사
말을 들어보면 산인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곳에서는 상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
‘아리가토’대신‘단단’이라고 한다. 돗토리의 방송과 신문, 은행 명칭에는‘산인’
이라는 지명이 빈번하게 쓰인다.
요나고는 산인 지방의 중심에 위치해 고래부터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다. 에도 시대
에는 봉건 영주가 일대를 다스리기도 했고, 권력의 상징인 성곽이 지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1601년에 완공된 성은 1617년 소실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은 유적이라

고는 성의 바깥쪽 해자로 건설됐던 가모(加茂) 강과 절이 밀집해 있는
데라마치(寺町)밖에 없다.
폭이 좁은 가모 강은 오히려 운하에 가깝다. 꽃이 피는 4월부터 겨울 직
전의 11월까지 강의 출발점인 텐신바시(天神橋)에서 유람선이 운행되
는데, 에도 시대 상인들이 사용했었다는 강가의 하얀 창고 건물이 눈길

돗토리 현과 시마네 현을 통틀어‘산인(山陰)’이라고 부
른다.‘산의 북쪽’이라는 뜻이다. 이와 반대로 효고 현 서
부와 오카야마, 히로시마는‘산의 남쪽’인‘산요(山陽)’라
한다. 산요에 비해 평지가 적은 산인 지방에는 큰 도시가
없다. 하지만 조용히 산책하고 싶은 지역은 많다.

을 끈다. 배는 강을 통과해 시원한 바람이 부는 호수 같은 바다로 사람
들을 인도한다. 이곳에서도 과자를 뿌리면 갈매기들이 먹이를 낚아채

코타(はこた) 인형 탓이다. 지금은 장인 한 명이 모두 만드는데, 작은

기 위해 날아와 하늘을 수놓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나무 인형에는 여자 아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

데라마치는 1615년부터 절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해 오늘날에는 9곳

다고 한다. 또한 다른 창고에서는 도자기 체험과 연 그리기 체험도 해

에 이르는 사찰 골목이다. 한 집 건너 하나씩 절이 자리한 꼴로, 짧은 길

볼 수 있다.

에 이처럼 많은 절이 있는 곳은 요나고를 비롯해 오카야마 현의 쓰야마

시라카베도조군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팥을 넣은 커피’이다.

(津山)와 이시카와(石川) 현의 가나자와(金澤)뿐이라고 한다. 일반 가

찻집‘구라(久樂)’에서는 마실 사람이 직접 맷돌로 원두를 갈면 그 가

정집처럼 소박한 절들 사이에는 상점과 카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

루로 커피를 끊여주는데, 그 옆에 달콤한 팥이 함께 나온다. 처음에는

위기가 평화롭다. 이곳의 돌이나 사당에는 흰색 부적과 붉은색 부적이

거부감이 들지만, 찻숟가락으로 조금씩 떠 넣으면 쓴 맛이 가시고 은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는 산인 지방에서는 행하는 장례 풍습이다.

한 단맛이 더해진다. 커피와 팥이 조화를 이룬 부드러운 맛이 입 안에

요나고 역에서 버스로 25분 거리에 있는 돗토리 하나카이로(とっとり

오래도록 남는다.

花回廊)는 돗토리 현에서의 필수 산책 코스이다. 면적이 50만㎡로 일
본에서 규모가 가장 큰 꽃 식물원인 하나카이로는‘꽃의 회랑’을 뜻한
다. 실제로 이곳에는 둘레 1㎞의 원형 회랑이 설치돼 있는데, 지붕이
벽이 하얀 창고가 강을 따라 늘어서 있는 구라요시의 거리에서는 다양한 냄새가 공존한다(아래 사진). 오랫동안 청주와 간장을 빚은 공방이 곳곳에 있고, 은은한 향기를 퍼뜨리는 커피숍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고의 벽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양분되는데, 검은 부분은 삼나무를 그을린 것으로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있어서 비가 내릴 때도 다양한 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1 시라카베도조군의 도예 공방에서 관광객이

1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 돗토리 현에
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전원 풍경. 돗토리 현은 일

돗토리 하나카이로에서는 연중 꽃이 피지만, 5월부터 8월까지가 절정

본의 다른 현들과 비교해 인구가 매우 적은 편

이다. 여러 종류의 백합이 동시에 꽃망울을 틔워 장관을 연출하기 때문

이다. 3 요나고 시에 위치한 과자 상점의 외관.

이다. 청명한 날에는 다이센 산을 배경으로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들의

에는 히메지 성 같은 에도 시대의 성이 남아 있

향연이 아름답다. 꽃을 압축해 열쇠고리, 브로치 등을 만드는 압화 체

지 않다.

외관이 성의 형태로 지어졌지만, 실제로 돗토리

험도 할 수 있고,‘꽃의 열차’를 타고 원내를 둘러볼 수도 있다.

흰 벽과 붉은 지붕의 거리, 구라요시 직사각형을 찌그러
뜨린 형태의 돗토리 현은 크게 서부, 중부, 동부로 나뉜다. 요나고와 돗
토리 시가 각각 서부와 동부의 중심지라면, 중부에는 구라요시(倉吉)
가 있다. 두 곳에 비해 지명도는 떨어지지만, 아오모리(靑森) 현의 사과

2

3

처럼 이곳에서 재배되는 배는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구라요시에는 걸출한 명승지가 없지만, 아기자기한 거리가 있어서 도
보 여행을 하기에 좋다. 특히 외벽이 새하얗고, 지붕은 빨간 창고 10여
채가 모여 있는‘시라카베도조군(白壁土藏群)’주변은 예스러우면서
도 깨끗해 많은 여행객이 찾는다. 2006년 니혼게이자이 신문이‘산책
하고 싶은 창고 거리’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을 때, 일본 서부에서
5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곳에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세
워진 창고들이 다마가와(玉川)를 따라 늘어서 있다.
더 이상 창고로 쓰이지 않는 시라카베도조군은 공방과 상점으로 변신
해 있다. 그중 토산품 판매점을 마주하고 있는 창고 건물에는 언제나
사람이 몰린다. 200여 년 전부터 구라요시 지역에서만 제작됐다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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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ood
사시사철 입이 행복한

동해와 면한 돗토리 현에 해산물 음식이 많은 것은 당연지사이다. 게를
비롯해 강굴, 오징어, 새우 등 다양한 해산물이 식탁에 오른다. 또한 다이
센의 산록에서 자란 소고기와 닭고기, 야채도 맛이 좋기로 이름났다.

해산물 천국

음식은 절대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 법이다. 한 지역에 축적된 음식 문화는‘맛’과‘건강’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

는 돗토리 현의 강굴도 겨울이 제철인 일반적인 굴과는 달리, 봄부터 여름까지가 가장

기 위해 발달해 온 산물이다. 앞쪽으로는 동해와 접하고, 뒤로는 높은 산이 버티고 있는 돗토리 현은 신선한 해산물과 야채를

맛있다. 레몬을 뿌린 커다란 굴을 입 안에 넣으면 바다 향기가 일순간에 퍼진다. 살이 투

구하기 쉬워 재료 본연의 특성을 살린 음식이 많은 편이다. 특히 겨울에는 게, 여름에는 참치가 풍부해 해산물을 좋아하는 길손

명하고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인 오징어도 별미다. 6월부터 9월까지, 한여름에

에게는 미각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

절정의 맛을 내는 오징어는 회, 튀김, 전골의 재료로 사용된다.
사카이미나토에는 이렇듯 다양한 해산물을 모두 취급하는 큰 어시장이 있다. 바다참게
뿐만 아니라 참치, 도루묵, 전갱이, 고등어, 가자미 등 익숙한 생선을 사고파는 곳이다.
1

또한 선어를 으깨 뒤 튀긴 과자나 오징어 먹물 아이스크림처럼 흥미로운 간식거리도 눈

일

본의 기차역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에 띈다. 시장 주변에서는 생선회를 밥 위에 올린‘해산물덮밥’과 회전 초밥을 싼값에

인‘에키벤(驛弁)’을 살펴보면, 그

먹어볼 수 있다. 물론 돗토리 현에는 해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고기로 잘 알려진 고

곳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

2

지 파악할 수 있다. 해마다 최고의

3

도시락을 선정하는 대회가 열릴 정도로, 에키벤은 무

베(神戶)의 품평회에서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맛을 인정받은 소고기와 다이센 산에서
채취한 밤, 죽순, 고사리도 미식가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마지막으로 돗토리 현의 유별난 먹을거리인 카레를 빼놓을 수 없다. 일본에서 카레 소비

수하고 저마다 개성이 뚜렷하다. 돗토리 시의 기차역

량이 가장 많은 돗토리의 카레는 돈가스, 오므라이스와 어울려 다채로운 변화를 시도한

에서 자랑하는 에키벤은 게살을 잘게 썰어 초밥 위에

다. 심지어 카레 케이크와 파르페를 내놓는 가게도 있다.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카레 전

얹은‘게살덮밥’이다. 가격이 1천 엔 내외로 만만치

문 식당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울 듯하다.

않지만, 달콤하면서도 쫄깃한 맛으로 인기가 높다.
돗토리 현에서는 에키벤뿐만 아니라 온천의 여관에

4

서도‘게’를 주된 재료로 삼는다.‘마쓰바가니(松葉
ガニ)’라 불리는 바다참게를 끓는 물에 삶아 내는데,
입에 넣으면 촉촉하고 부드럽다. 돗토리 시는 물론
사카이미나토(境港)에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돗토리 현의 앞바다에서 잡히는 바다참게를 주된 메
뉴로 하는 식당들이 산재해 있다. 대게로 이름난 경
상북도 울진이나 영덕과 흡사하다.
각종 해산물을 즐겨 먹는 일본에서도, 유독 돗토리의
바다참게가 유명한 이유는 게가 자라는 환경이 청정
하기 때문이다. 다이센 산이 폭발할 당시 해저에 쌓
인 퇴적토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심층수가 크고 맛
좋은 게를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게는 바다에

1, 4 돗토리 사람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면, 대
답은 십중팔구‘게’다. 싱싱한 바다참게가 잡히는 겨울이면 온천 여관
이나 고급 음식점은 물론 기차역의 도시락 상점에서도 게가 들어간 요
리를 내놓는다. 2, 3 온천 여관의 가이세키 요리는 먹기 부담스러울 정

서 건진 뒤 입에 넣기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맛있기

도로 예쁘다. 하지만 외양만 화려한 것은 아니다. 돗토리에서 생산된 농

마련인데, 돗토리 현은 일본 서부에서 바다참게의 어

작물과 생선을 이용해 맛이 깔끔하고 진하다.

획량이 가장 많아 싱싱한 게를 맛볼 수 있다.
바다참게의 계절이 지나면 홍게와 굴이 등장한다. 홍
게는 바다참게보다 농후함은 조금 덜하지만 국물을
내거나 크로켓, 그라탱 등을 만드는 데는 오히려 낫
다. 섬진강의 강굴처럼 껍데기의 길이가 20㎝에 달하
80 MAY 2009 REPèRE

REPèRE MAY 2009 81

1

Comics World
현실에서 만나는

1 타요마와 눈알 모양의 캐릭터 그림이 있는 미즈키 시게루 로드. 2, 3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에는 그의 작업실이 복원돼 있고, 여러 원고가 전시돼 있다.

만화 세상

일본에서 만화는 아이들이 심심풀이로 읽는 만화, 그 이상이다.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설이나 수필처럼 거리낌
없이 만화책을 본다. 그래서 만화가 대중들의 인기를 끌면 애니메이션과 게임은 물론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도 차용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명 만화의 작가 역시 수준급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돗토리 현의 사카이미나토와 호쿠에이(北榮)는
아예 마을 전체가‘만화’를 주제로 꾸며져 있다.

3

2

국

내에서 만화는 고급문화가 결코 아니다. 책은 글

1968년 TV 애니메이션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이후에도 승승장

자로 구성돼야 한다는 편견 탓인지, 어린이들의

구해 2007년에는 다섯 번째 시리즈가 완성됐다. 40여 년의 긴 세월

전유물로 인식돼 왔다. 일본 만화가 불법으로 유

동안 거듭해서 만화영화로 인기를 누렸으니, 남녀노소가 모두 좋

통되던 1990년대 초반, 학교에서는‘유익하지 않

아하는 작품인 셈이다.

다’는 이유로 만화를 엄금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일본 만화

요괴인간 타요마는 일본의 설화로 전해지는 다양한 요괴와 귀신이

가 정식으로 수입되면서 상황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학창 시절부

나오는 만화이다. 악귀로 인해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착한 요괴인

터 만화를 접했던 현재의 20~30대 중에는 성인이 된 뒤에도 만화책

타요마와 친구들이 구해준다는 내용이다. 요괴들이 이야기를 끌어

을 읽고,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가다 보니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기괴한 생김새를 하고 있다. 눈이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범람을 우려하는 지적이 많지만, 일본

하나인 것은 예사이고, 고양이나 물개를 닮은 요괴도 있다.

의 만화 콘텐츠는 각국에서 들여갈 정도로 보편적인‘문화 상품’ 사카이미나토에서는 이렇듯 개성이 넘치는 십인십색의 캐릭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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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국 드라마가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의 텔레비전에서 방

현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에서 시카이미나

영되듯, 일본의 만화영화는 세계에서 전파를 타고 있다. 또한 소재

토 역까지 이어지는 약 800m의 도로에 요괴 동상 133개가 설치돼

에 갈급한 할리우드에서는 최근 일본의 만화에 기반을 둔‘스피드

있기 때문이다. 요괴들을 직접 만져보고,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는

레이서’와‘드래곤볼’을 영화로 제작하기도 했다.

이곳은‘미즈키 시게루 로드’로 불린다.

그래서인지 일본에서는 만화가의 고향이 관광지로 조성되기도 한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은 만화가이자 요괴 연구가인 미즈키 시게루

다. 마치 소설가의 생가 주위를 공원화하고, 문학관을 세우는 식이

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구현된 공간이다. 그는 본래 세상에는 1천

다. 돗토리 현에서는 요나고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사카

종류가 넘는 요괴들이 살고 있었는데,‘전등’이 발명된 후부터 인

이미나토가 그러하다.

간에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했다. 기념관에는 그가 여행을 다니면서

사카이미나토는 얼마 전에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됐던 애니메이션

수집한 가면과 탈이 전시돼 있는데, 대개 범상치 않은 모양새를 하

‘요괴인간 타요마’의 원작‘게게게노키타로(ゲゲゲの鬼太郞)’를

고 있다. 이외에도 기념관에는 작업실이 복원돼 있고, 애니메이션

그린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의 고향이다. 요괴인간 타요마는

을 상영하는 극장과 10개의 도깨비불이 숨어 있는 요괴 정원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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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소설가나 시인처럼 만화가의 고향에도 기념
관이 건립되는 경우가 많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만화를 좋
아하기 때문이다.‘요괴인간 타요마’의 미즈키 시게루와
‘명탐정 코난’의 아오야마 고쇼가 태어난 돗토리 현의 사
카이미나토와 호쿠에이는 만화를 주제로 단장돼 있다. 특
히 사카이미나토는 도시 전체가 만화로 꾸며진 테마파크
같은 곳이다.

명탐정 코난은 공중파에서도 방송돼 요괴인간 타요마에 비해 친숙한
편이다. 소설‘명탐정 셜록 홈즈’를 좋아하는 고교생이 정체를 알 수

6

없는 무리를 쫓다 7살의 꼬마가 된 뒤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다는 줄거

7

쿄 니혼바시에서 교토로 가는 길에 있

국, 대만, 홍콩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등지에서도 번역, 출간돼 큰 성

는 여인숙 53곳의 그림이 전시돼 있다.
각각의 그림에는 요괴가 숨어 있다. 7

공을 거뒀다.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에 전시된 탈. 그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복선과 반전이 깔려 있는 탐정 만화는 자칫 무거

는 세계 각지를 다니며 기괴한 생김새
의 가면을 수집했다. 8 미즈키 시게루

워질 수 있기에,‘명탐정 코난’은 소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축구를

로드에 위치한 상점. 옷과 인형 등 아기

잘하고, 리더십이 강한 초등학생이 어른도 풀지 못하는 사건의 범인을
5
4 사카이미나토 역 앞에 세워진 익살스러운 동상. 미즈키 시
게루가 작업하는 광경을‘요괴인간 타요마’의 등장인물들이
지켜보고 있다. 5 미즈키 시게루 로드에서 관광객이 기념사진
을 찍고 있다.

그런데 주인공의 이름이‘코난’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
았다고 한다. 영국 출신의 추리 작가로 셜록 홈즈의 저자인‘코난 도
일’에서 따온 이름이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의‘미래소년 코난’과
확고한 입지를 굳혔고, 특히 미래소년 코난을 잘 모르는 세대에게는 더
욱 유명한 인사가 됐다.
호쿠에이의 아오야마 고쇼 후루사토칸(ふるさと館)에서는 사립탐정
이 되기를 희망했던 아오야마 고쇼의 유년 시절과 만화가로서 코난을
그리며 꿈을 이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곳에는 현재 도쿄에 거주
하고 있는 아오야마 고쇼의 작업실과 원고, 코난 동상 등이 전시돼 있
다. 또한 음성을 변조해주는 나비넥타이 모양의 기계, 만화에서 범인이

리해 있다. 한편 2층에는 미즈키 시게루가 발표한 만화책과 기념품이

가운데 미즈키 시게루가 책상

사용했던 속임수를 설명해주는 게임, 퍼즐도 마련돼 있다.

진열돼 있다.

에 앉아 작업하는 광경을 묘사

또한 2층에는 아오야마 고쇼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연하장, 크리스마스

기념관을 빠져나와 미즈키 시게루 로드를 걷다 보면 신기한 물품이 더

한 동상이 있고, 역사 내부도 간판과 벽면이 타요마로 장식돼 있다. 사

카드가 있는 갤러리와 30분마다 인형극이 상연되는 작은 극장이 들어

욱 많다. 빙수, 아이스크림, 음료수, 빵, 과자 등 먹을거리에 타요마의

카이미나토와 요나고를 오가는 열차도 외관과 천장에 요괴인간 타요

서 있다. 이외에도 기념주화, 티셔츠, 휴대전화 고리, 과자, 컵 등 기념

다채로운 캐릭터가 녹아 있고, 요괴 신사와 타요마

마의 귀여운 등장인물이 그려져 있다. 대략 18㎞의 철로를 달리는 타요

품을 파는 상점이 있으며, 건물 앞에는 만화에 등장하는 노란색 소형

마 열차는 본래 2종류였으나, 차츰 늘어나 4종류가 운행되고 있다.

자동차가 놓여 있다.

사진관도 있다. 거리를 달리는 택시 위에 놓인 전

타요마보다 수는 적지만, 호쿠에이의 거리 곳곳에도 코난 동상이 위치

등과 가로등도 요괴인간 타요마의 눈알 캐릭터를

요괴 도시에서 탐정의 마을로 요나고에서 구라요시로 향하

해 있다. 특히 아오야마 고쇼 후루사토칸에서 JR 유라(由良) 역까지 가

사카이미나토 기차역 역시 요괴인간 타요

는 길목에는 호쿠에이라는 소촌이 있다. 이곳의 유일한 명소 역시 사카

는 도중의 다리에 동상이 많다. 가로등과 난간에 붙어 있는 동상뿐만

마를 테마로 단장돼 있다. 사카이미나토

이미나토처럼 만화와 관련이 있다. 국내에도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으

아니라 바닥의 맨홀에도 코난 그림이 있어서 다리의 명칭이‘코난 대

역의 별칭이 타요마의 일본 이름인‘키타로

로 소개된‘명탐정 코난(名探偵コナン)’의 작가 아오야마 고쇼(靑山剛

교’이다. 호쿠에이는 비록 작품의 무대는 아니지만, 만화를 읽어본 사

昌)가 태어난 장소인 탓이다.

람이라면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곳이다.

본떴다.

역’일 정도이다. 역 앞에는 요괴들이 지켜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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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한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다.

찾아낸다는 설정 자체도 흥미롭다.

똑같아서 편집자의 반대가 심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캐릭터로서

4

6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의 2층에는 도

리로, 단행본이 63권까지 발행돼 1억 권 이상이 판매됐다. 한국과 중

8

2
3

사구는 사막보다 규모가 작은 공간이다. 하지만‘사구’
가 단순히 모래 언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돗토리 사구
에서는 노란 모래가 끝없이 펼쳐진 광경을 만날 수 있다.
강한 바람이 분 다음날 아침, 사구에는 선연한 풍문이 아로
새겨진다.
1
1 돗토리 사구에서 가장 높은 곳인‘말의 등’에서 청춘 남녀가 바다를 응시하고 있다. 말의 등은 바람으로 인해 모래에 새겨지는 무늬가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2 낙타는 돗토리 사
구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동물이다. 사진만 찍어도 100엔이다. 3 사구에 도착한 젊은이들은 자유를 만끽한다. 모래를 뒤집어쓰고, 옷이 더러워져도 뛰노느라 여념이 없다.

낙타 등에 올라타 기념사진을 남기려면 500엔, 낙타로 사구를 유람하
는 것은 1천800엔이다. 결코 저렴하지 않은 금액이지만, 줄을 서서 차
례를 기다려야 할 만큼 인기가 높다. 마차는 낙타보다 타는 시간이 더
길고, 가격도 1천 엔으로 싸지만 상대적으로 찾는 이가 적다.

Coastal Dune
모래에 드리워진

사실 돗토리 사구에는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파른 언덕 아래에

바람의 그림자

아프리카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사막이 일본에도 있을 것이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건조하고 메마른 땅의 대명사인 사막이 비가
자주 내리는 중위도의 섬나라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인 탓이다. 하지만 돗토리 시에서 지척인 돗토리 사구는 사진만 보면
영락없는 사막이다. 모래밭이 하늘까지 이어져 있고, 낙타가 유유히 걸어 다니는 모습이 아프리카의 사막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물이 어른의 허리 높이까지 고여 있는 웅덩이가 있다. 형태가 은행잎을
연상시키는데, 모래에 둘러싸인 탓에‘오아시스’라는 별명이 붙었다.
물가에는 푸릇푸릇한 식물들이 돋아나 있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서 함부로 뽑아낼 수 없다. 또한 최근에는 돗토리 사구의 모래 비
탈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가 제정됐다. 이를 위해 돗토리 시
에서는‘사구 보안관’을 채용,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돗토리 사구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말의 등’을

누

구나 호주가 섬인지, 아니면 대륙인지를 놓고 고민해

최종 목적지로 정한다. 바다와 사구가 빚어내는 풍경이 압권이기 때문
실이다. 사구 어디에서든 멀리 푸른 바다와 빽빽한 방풍림이 보인다.

이다. 게다가 바람에 의해 모래 표면에 생기는 물결 모양의 무늬인 풍

본 적이 있을 듯싶다.‘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래서 사막이라고 부르기에는 마음 한 구석이 석연치 않다. 하지만 단

문(風紋)도 이곳이 가장 예쁘다. 풍문은 시시각각 변화하는데, 보통 강

처럼 시각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이 문제는 세상에 명

순히 백사장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규모가 상당하다.

풍이 불었던 다음날 아침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때는 사람의 발

확한 기준이 없음을 보여주는 실례다. 사막과 사구도

사구의 생성 원리는 일반적인 해변과 대동소이하다. 산악지대에서 풍

자국도 없어 사구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매한가지다. 사막의 사전적 정의는‘강수량이 적어 식생이 보이지 않

화된 암석이 센다이(千代) 강을 따라 흐르다 바다를 만나 육지로 밀려

바람이 거세지 않고 하늘이 맑은 날이면, 패러글라이딩과 샌드 보드 체

거나 적고, 인간의 활동도 제약되는 지역’인데, 면적에 대해서는 특별

나 만들어졌다. 10만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곱디고운 모래로 능선이 뒤

험도 가능하다. 바다를 향해 몸을 던지는 패러글라이딩과 샌드 보드는

한 제한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자그마한 모래사장을 사막이라고 우길

덮인 독특한 경관이 탄생한 것이다.

부상의 염려가 적어서 초보자도 도전해볼 수 있다. 한편 사구의 오아시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입구에 대기하고 있는 낙타와 마차는 돗토리 사구의 명물이다. 이곳의

스 광장에서는 5월 31일까지‘세계 모래 조각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돗토리 사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대한 모래 언덕이다. 재미있는 점

낙타는 야마구치, 히로시마(廣島), 군마(群馬), 아키타(秋田) 등 일본

10여 개국에서 초청된 예술가들이 다양한 모래 조각 작품을 선보이는

은 길이 16㎞, 너비 2㎞의 사구를 벗어나면 바로 도시와 연결된다는 사

각지의 동물원에서 왔는데, 카메라로 찍기만 해도 100엔을 내야 한다.

데, 밤에는 조명이 켜져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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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리우스(Gambarius) 일본에는 각 지역

돗토리 현 한국어 블로그 www.tottori-blog.kr 돗토리 현 관광정보 http://yokoso.pref.tottori.jp(일본어)

에서 청주를 주조하듯,‘지비루(地ビ—ル)’
라 불리는 지방 맥주가 있다. 다이센에 위치
한 감바리우스는 산뜻한 맛의 필스너, 부드
러운 바이젠, 진하고 씁쓸한 맛의 스타우트

둘러볼 곳

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레스토랑이다. 내
우에다 쇼지 사진 미술관 우에다 쇼지(植田

부는 유럽풍으로 꾸며졌으며, 스테이크와

正治)는 1913년 돗토리 현 사카이미나토 시

소시지를 비롯한 다양한 식사와 안주도 선보이고 있다. 이곳에서 내놓는 맥주와 음식은 모

돗토리 현의 축제

에서 출생한 사진작가이다. 19세에 도쿄에

두 인근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

하나유(花湯) 축제 미사사 온천관광협회에서 풍작과 번영을 기원하

서 사진을 배운 뒤 1950년대부터 돗토리 사

하며 월요일은 문을 닫는다. http://g-beer.jp, 0859-39-8033

며 5월 3일부터 이틀간 벌이는 축제다. 등나무 넝쿨을 사용해 만든
커다란 그물을 서로 잡아당기는 행사가 벌어진다.

구를 찍기 시작했다. 이후 돗토리 현과 시마
네 현의 일상적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고,

과자의 고토부키죠 성 모양의 외관이 독특

말년에는 미국과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 작품

한‘과자의 고토부키죠(お菓子の壽城)’는

활동을 했다. 우에다 쇼지 사진 미술관은 그의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다. 사진 1만2

‘오미야게(お土産)’라 불리는 특산품을 판

의 안전을 염원하는 축제로 신록이 우거진 다이센지 앞에서의 전야

천 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은 1층이 상설 전시, 2층이 기획 전시로 나뉜다. 또한 다이센

매하는 상점이다. 팥이 들어간 떡을 비롯해

제가 유명하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장면이 압

산의 형상이 한눈에 보일 만큼 전망이 탁월하고, 지름이 60㎝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렌즈

과자, 케이크, 어묵 등이 주요 품목이며, 과

권이다. 올해는 6월 6일과 7일에 열린다.

아시아나항공이 주 3회 인천-요나고 직항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도 보유하고 있다. 우에다 쇼지 미술관에서는 6월 7일까지‘여행하는 사진(旅する寫眞)’이

자를 만드는 과정도 지켜볼 수 있다. 오전 8

화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후 12시 30분에 출발해 2시에 도착하며,

라는 주제로 그가 외국에서 찍었던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

가는 법

금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이륙해 11시에 착륙한다. 돌아올 때

장하며,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와 매주 화요일은 문을 닫는다. 입장료는 성인이 800엔,

는 화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후 3시, 금요일에는 정오에 비행기가

고교생과 대학생이 500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300엔이다. 요나고 역에서 자동차로 20

뜬다. 금요일에 한국을 떠나 일요일이나 화요일에 귀국하는 것이

다이센 여름 맞이(大山夏山開き) 축제 다이센 산에 오르는 등산객

미나토(みなと) 축제 사카이미나토에서 풍어를 바라며 7월 18일부

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하며, 연중 무휴

터 개최하는 축제이다. 100여 척의 어선이 대열을 유지하며 나아가

이다. 요나고 역에서 자동차로 15분 정도 걸린다. www.okashinet.co.jp/kotobukijo, 0859-39-4111

는 광경이 매우 인상적이다.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항구 축제이다.
다이센 자연역사관 다이센 산의 탄생 과정

분 정도 걸린다. www.japro.com/ueda, 0859-39-8000

일반적이다. 비행 시간은 약 1시간 15분이다.

과 산에서 생활하는 동식물을 설명해 놓은

구라요시 우쓰부키(打吹) 축제 여름이면 일본 전역에서 펼쳐지는

6월 중순부터는 돗토리로 향하는 뱃길도 열릴 전망이다. DBS 크

박물관으로 다이센 등산로 입구에 위치해

불꽃놀이이다. 8월 1일과 2일 구라요시 역과 창고 건물 일대에서
진행된다. 약 3천 발의 불꽃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와라베칸(わらべ館) 동심을 가진 어린이와

루즈 훼리는 1만5천t급 여객선을 구입,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동

동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어른을 위한

있다. 동물 박제와 곤충 표본, 식물 사진 등

해-돗토리 사카이미나토 항로에 투입한다. 동해에서 사카이미나

박물관이다. 1층은 동요, 2층과 3층은 장난

이 전시돼 있다. 전망 테라스에서는 요나고

토까지는 약 14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감을 중심으로 전시물이 구성돼 있다. 1층에

시내가 내려다보이고, 날이 좋으면 60㎞

돗토리 샨샨(しゃんしゃん) 축제 유카타를 입은 3천500여 명의 사

한편 전일본공수(ANA)가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돗토리 공항과 요

서는 돗토리의 대표적인 음악가가 작곡한

떨어진 오키(隱岐) 제도도 시야에 들어온

람들이 돗토리 역 주변에서 우산을 들고 춤을 추는 여름 축제이다.

나고 공항까지 국내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동요는 물론 만화영화 주제가를 들어볼 수

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하며, 연말연시에만 문을 닫는다. 입장료는 없다.

‘샨샨’은 의태어로 딸랑딸랑, 짝짝짝 등의 뜻을 갖고 있다. 8월 중

10분이다. 기차를 이용할 때는 오사카나 오카야마에서 환승해야

있는데, 일본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에게는

daisenrekishikan.pref.tottori.jp, 0859-52-2327

한다. 오사카에서 돗토리까지는 약 2시간 45분이 걸리며, 운임은

낯설게 느껴진다. 반면 각종 장난감이 널려 있는 2층과 3층은 언어가 필요하지 않아 매우

6천900엔이다. 또한 오카야마에서 요나고까지는 2시간이 소요되

흥미롭다. 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아이와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부모가 어울려 놀 수 있

고, 요금은 4천880엔이다.

는 장난감으로 가득하다. 나무 재질로 제작된 장난감이 많으며, 향수를 자극하는 오래된

버스는 열차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만, 비용은 저렴한 편이다.

물건들도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하며, 연말연시와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은

돗토리에서 오사카까지 하루 13편의 버스가 오가는데, 소요 시간

문을 닫는다. 입장료는 성인 500엔이지만, 한국인에게는 받지 않는다. 돗토리 역에서 도보

은 3시간 50분, 운임은 3천600엔이다.

로 15분 정도 걸린다. www.warabe.or.jp, 0857-22-7070

순에 열린다.

돗토리 현 무료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귀여운 이름이면서도 정작 어떤 곳이야?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일본 돗토리 현.
돗토리 현이 우리나라 여행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글 블로그를 개설하고 다음과 같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행사명 돗토리 현 블로그 오픈 기념 세 가지 이벤트!

현지 교통

자스코 히에즈 자스코(Jusco)는 한국의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벤트 내용
하나 돗토리 현 블로그(www.tottori-blog.kr)를 방문해 이벤트 배너를 클릭한 후 지금까지 감동이 있었던 여행 경험이나

동부의 돗토리와 서부의 요나고를 잇는 JR산인혼센(山陰本線)이

와 같은 대형 할인 마트이다. 요나고 시 인근에 위치한 자

중심이 된다. 특급 열차는 1시간이 걸리며, 요금은 2천770엔이다.

스코 히에즈(日吉津)는 돗토리는 물론 시마네, 히로시마,

중부의 구라요시(倉吉)에서 돗토리와 요나고까지는 각각 30분이

오카야마, 야마구치 현에서도 가장 큰 쇼핑몰이다. 식품과

둘 블로그 이벤트 게시란에 돗토리 현에 대한 메시지나 재미있는 이미지를 올린다.

소요된다. 주요 관광지까지는 돗토리와 요나고, 구라요시를 거점

의류를 파는 상점뿐만 아니라 서점, 악기점, 스포츠 용품

셋 돗토리 현 이벤트 페이지를 다른 곳으로 많이 트랙백을 건다.

돗토리 현에 꼭 가야만 하는 이유를 적는다.

으로 이동한다. 돗토리 사구는 돗토리 역, 미사사 온천과 미토쿠산

점, 영화관, 오락실 등도 들어서 있다. 특히 자스코 히에즈

경품 응모 기간에 세 가지 이벤트에 모두 참가하신 분들 중 세 분을 추첨해 부모님, 자녀,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의 기회

(三德山)은 구라요시 역, 가이케 온천과 다이센지(大山寺)는 요나고

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면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를 드립니다.(당첨자+1명 ,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 이밖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벤트에 응모하신 분들 중 각 10

역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탄다.

전자제품, 옷, 시계, 보석, 지갑 등을 1만500엔 이상 구입할

명을 추첨,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돗토리와 요나고, 구라요시의 버스 터미널에서는 돗토리 현의 닛

경우, 5%가 할인된다.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 계산대에서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오전

코(日交) 버스와 히노마루(日ノ丸) 버스를 3일간 무제한 탑승할 수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개장하며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 요나고 역에서 1시

당첨자 발표 5월 20일 수요일(블로그에 게시 및 개별 연락)

있는 패스인‘노리호다이테가타(乘り放題手形)’를 판매한다. 가격

간 간격으로 순환버스가 운행되며, 약 30분이 소요된다. 버스 요금은 성인 390엔, 어린이

※무료 여행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 여행을 마치고 반드시 여행기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여행기는 돗토리 현 블로

은 1천500엔이며, 명소에서 입장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카

200엔이다. 0859-37-0500

그와 본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드 형태와 기념품 형태,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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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기간 2009년 4월 24일~5월 15일(3주간)

주최 돗토리 현 문의 인페인터 글로벌(02-3473-5822, info@tottori-bl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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