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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은 여행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고 떠나야 가슴에 추억을 담을 수 있다.

시모다시

최소한의 준비도 귀찮다면 차라리 패키지여행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패키지여행은 게으른 여행자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지만 가장 재미없는 행위다.
여행지에서 가이드의 무미건조한 설명은 지리나 역사 수업처럼 따분하기만 하다.
이런 이유로 한두 번 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한 사람들은 개별여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서점에서 여행 가이드북도 뒤적여보고 인터넷 블로그도 검색한다.

시즈오카 여행을 하려면 이런 준비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곳이기에 정보가 부족하다.
그렇다고 미리 겁을 먹고 시즈오카 여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번에 소개되는 여행 루트만 그대로 답사해도 시즈오카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게 된다.
사진·글/이진욱 기자, 협찬/시즈오카 현 서울사무소, 여행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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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신카나야 역 플랫폼에 SL열차가 들어오는 모습. 1920~30년대 사용하던 객차를 보
수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 SL열차에는 여성 차장이 탑승해 관광지 안내와 하모
니카 연주를 한다. 3 센즈 역에서 출발하는 산악 열차를 타고 산에 오르다 보면 차창
1

오른쪽으로 오이(大井) 강의 모습이 보인다. 이 산악 열차는 지난 1920년대 댐 건설
을 위한 물자 수송용으로 제작됐으나 댐 완공 후 관광용으로 쓰이고 있다.

저속 열차에서 발견한 느림의 美學
신칸센 열차는 이제 더 이상 신기하지 않다.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는 출장이 아니기에 빠르게 달리는 교통수단은
여행의 운치만 깨는, 어쩌면 성가신 존재일 수 있다. 시즈오카
(靜岡)에서는 느릿느릿한 아날로그 교통수단을 이용해 여행

시

즈오카 현은 나고야와 도쿄 사이에 있다. 인구는 약 380만

없다. 길을 잘못 선택해도 되돌아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마음이

지를 다닐 수 있는지 신기하기조차 하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에

명이지만 면적은 도쿄보다 3배 넓다. 그동안 시즈오카는

급하지 않기에 실수로 들어선 길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3〜4일의 짧은 여

서는 보기 힘든 두 가지 열차를 모두 타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여행자로부터 관심을 적게 받았다. 국제공항도

행 일정이라면 출발에 앞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동서로 길게 뻗어 있고 ‘SL열차’라고 불리는 증기기관차는 시즈오카 시내에서 30분 떨어

없어서 여행을 하려면 도쿄나 나고야 공항을 이용해야 했

산이 많은 지형 특성상 자동차와 열차, 배를 번갈아 타야 하기 때문이다.

진 카나야(金谷) 역이나 신카나야(新金谷) 역에서 탈 수 있다. 정기

지를 다닐 수 있다. 철도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증기기관차

기 때문이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지에 도착하면 길을 헤매는데 많은 시간을 보

노선이기 때문에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용한다.

나 톱니바퀴가 달린 산악 열차를 타보면 느림의 미학이 무엇

그러나 오는 6월부터 시즈오카 공항이 개항되면 여행이 한결 쉬워질 전망

낼지도 모른다.

인지 어렴풋이 알게 된다.

이다. 시즈오카는 물이 깨끗하고 음식이 맛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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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물보다 더 많이 찾는다는 녹차는 시즈오카에서 일본 전체 생산량

여행의 첫걸음, 증기기관차와 산악 열차의 조합

열차가 정차하는 카나야 역에는 주차장이 없어
서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을 한다면 주차장이 있
는 신카나야 역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증기기관차

의 45%가 재배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성이나 하동, 산청 등

시즈오카 여행을 할 때는 조바심을 내거나 서두르면 안 된다. 여행지를 오

가 연기를 내뿜으면서 플랫폼으로 들어오면 관광객들은 여지없이

이 그렇듯 녹차가 재배되는 곳은 대개 주변 자연환경이

가는 교통수단부터 느릿느릿하다.시속 300㎞가 넘는 신칸센도 있지만, 여

카메라를 꺼낸다. 그때마다 역무원들은 긴장하기 시작한다. 관광

수려하다.

행을 하려면 시속 40㎞로 달리는 열차를 타야 한다.

객들이 플랫폼에 바짝 붙어서 사진을 찍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즈오카 여행을 하면서 열흘 이상의 시간이 있다면 별다른 준비가 필요

첨단기술을 자랑하는 일본에서 이렇게 아날로그 교통수단을 이용해 여행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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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오카를 다니다 보면‘슬로(Slow)’란 단어를 이해하
기 시작한다. 웰빙(Well-being)이나 슬로를 주제로 한 여행
은 이미 도입된 지 오래되었지만 진정한 의미는 곡해됐었
다. 리조트나 호텔들이 비싼 스파(Spa)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 단어를 남발했기 때문이다.

6
7

은 1, 2열이며 화장실도 없다.
4
4 SL열차에서는 승무원이 객차를 오가며 도시락과 기념품을 판매한다. 시즈오
카의 음식 재료로 만든 도시락과 녹차가 인기 있으며 가격은 1천 엔 내외다.

열차는 경사가 심한 구간을 앞두고 잠시 정차를 한다. 경사를 오르기
위해서는 톱니바퀴 레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톱니바퀴 레일 구
간은 1㎞며 표고차 90m의 경사도를 오른다. 계곡을 계속 올라가자 탑
승객들이 탄성을 지른다. 오른쪽 차창 밖은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보는
것 만으로도 아찔하다. 다리 아래 협곡 사이로는 시즈오카 녹차밭의 젖
줄이 되는 오이 강이 흐르고 있다. 창밖 경치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SL열차는 겉모습만 옛것이 아니다.1920년대 사용됐던 모습 그대로다.

오쿠이즈미(奧泉) 역에 도착한다. 종착역까지는 70분을 더 가야 하지

객실 천장에서는 낡은 선풍기가 돌아가며 좌석도 뒤로 젖힐 수 없다.

만 스마타쿄 온천으로 가려면 이곳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야 한다.

5 시미즈항과 토이항을 오가는 페리는
하루 네 편씩 왕복 운항하며 소요 시간
은 65분이다. 편도 요금은 성인 2천200

열차에서는 여자 차장 4명이 교대로 관광객을 맞는다.

엔, 어린이 1천100엔이다. 2층 특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층 자동판매기에

차장은 마이크를 들고 수다스럽게 관광지를 안내하거나 하모니카를

이즈 반도 행 페리에서 보는 후지산

연주하며 관광객의 흥을 북돋운다. 그러는 동안 승무원들이 객차 사이

시즈오카 현 서쪽 여행을 마쳤다면 동쪽에 있는 이즈(伊豆) 반도로 이

를 오가며 도시락이나 시즈오카산 녹차를 판매한다.

동해야 한다. 이즈 반도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덜컹거리는 기차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으니 학창
시절 완행열차를 타면서 삶은 계란을 먹었던 추억
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시즈오카 역에서 열차를 타고 이즈 반도 북쪽인 아타미(熱海)로 가거

등 부대시설이 있으며 야외 발코니로

나 시미즈(淸水)항에서 페리를 타고 이즈 반도 서쪽에 있는 토이(土肥)

바로 연결된다. 8 날씨가 좋은 날에는

항으로 갈 수 있다. 열차보다는 페리를 이용하는 것이 볼거리가 더 많

다. 후지산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열차가 시내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자 차창 밖으로 녹차밭이 보이기

다. 페리가 출항하는 시미즈항은 시즈오카 역에서 열차로 10분 떨어져

시작한다. 일본 제1의 녹차 생산지답게 녹차밭이 끝없이 이어진다.

있다. 이곳에서 이즈 반도 서쪽에 있는 토이(土肥)항까지는 페리로 65

녹차밭 사이의 온천 지대를 지나가면 목욕을 즐기던 사람들이 손을 흔

분이 소요된다. SL열차를 타면서 감동을 받았던 관광객들은 은근히 증

든다. 좀처럼 쉽게 볼 수 없는 열차이기에 타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기선을 기대하지만 영락없는 최신식 선박이다.

나 신기한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페리를 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후지산(富士山)을 볼 수 있는

1시간이 조금 지나면 종착역인 센즈(千頭) 역에 도착한다. 여기에서 여

최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행객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페리가 출항해 30분이 지나면 북쪽으로 후지산을 볼 수 있다. 그러나언

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바로 스마타쿄(寸又峽) 온천으로

제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발 3천776m의 후지산은 함부로 모습

이동하거나 센즈 역에서 산악 열차로 갈아타고 더 북쪽으로 올라갈 수

을 보여주지 않는다.

있다. 산악 열차는 일본에서 유일한 톱니바퀴 열차로 70년 전 스위스에

날씨가 흐리거나 안개가 있으면 모습을 꼭꼭 감춘다. 어떤 날은 사진엽

서 도입됐다.

서에서나 보던 깨끗한 모습이며, 어떤 날은 봉우리의 모습만 간신히 비

산악 열차는 1920년대 오이(大井) 강 상류의 이가와(井川) 댐 건설을

친다. 현지에서도 후지산을 볼 수 있는 확률은 50%라고 말한다.

위해 물자 수송용으로 제작되었지만 댐이 완공된 지난 1946년부터는

그러나 후지산을 보지 못해도 아쉬울 것은 없다. 페리 야외 발코니에서

관광용으로 쓰이고 있다.

5월의 기분 좋은 햇살을 맞으며 한가로움을 즐기는 것으로도 충분한

객차 크기는 일반 열차의 절반도 안 되고 철로도 매우 좁다. 열차 좌석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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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서 500엔을 내고 별도의 표를 구입해야
한다. 6 페리 후지호는 길이 83m, 폭
14m로 최대 522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 7 1층에 있는 일반 선실. 매점, TV

객실보다는 야외 발코니가 인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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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간에 둘러볼 수 있는 알짜배기 여행지는 크

게 세 곳이 있다. 스마타쿄 온천 부근, 이즈 반

도, 시즈오카 역이 있는 시내를 꼽을 수 있다.

시즈오카 현 북쪽 산악지대에 있는 스마타쿄

온천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다. 지난 1969년
2월 20일 재일동포 권희로(權禧老) 씨가 점거 농성 사건을 벌인
곳으로 당시 권씨는 야쿠자들을 살해한 후 스마타쿄 온천 여관
에서 투숙객 13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 88시간 만에
검거됐었다. 당시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 언론에까지 소개될 만
큼 큰 사건이었지만 현재의 스마타쿄 온천은 조용하다 못해 적
막하다. 일본

온천 지역 대부분이 상업시설로
오염된 반면, 스마타쿄 온천에서는 편의점조
차 구경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조용하게 온천욕을 즐
기려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다.

스마타쿄 온천 주변은 1~2시간 산책으로 모두 볼 수 있다. 온천
마을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가 나온다. 그렇다고 험
한 산길은 아니다. 도로 포장이 잘돼 있어서 등산 용구가 없어
도 가볍게 다녀올 수 있다. 등산로 입구 안내소를 지나 30분 정
도 올라가다 보면 3개의 강이 합류하는 부근에 호수가 보이기
시작한다.

1
1 스마타쿄 온천 주변에 있는 현수교.‘꿈의 현수교’라고 불리는 이곳은 길이 90m, 높이 8m로 산책
로와 연결된다. 맑은 날이면 강물이 햇볕에 반사되어 에메랄드 빛으로 변한다. 2 4천 년 전 화산 폭발
과 함께 용암이 바다로 흘러내려 이즈 반도의 동쪽 해안선이 만들어졌다.

2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알짜배기 여행지
시즈오카 현에서 관광지를 꼽으라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즈 반도만 자세히 둘러보아도 1주일이 소요된다. 사나흘의
짧은 여행이라면 버릴 것은 확실히 버려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 이곳들은 보고 가야 본전 생각이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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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사이에는‘꿈의 현수교’라고 불리는 출렁다리가 있다. 이

이즈 반도 동쪽 해안은 기차로 다니는 것이 좋다.
해안선을 오가는 이즈 급행선은 이토 역에서 남쪽
이즈큐시모타까지 운행되며 편도로 56분이 소요된
다. 해안 도시마다 역 주변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
행하기에 편리하다.

3

다리의 길이는 90m, 높이는 8m로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제법
흔들린다. 겁이 많은 관광객은 포기를 하거나 우회 도로로 돌
아가기도 한다. 다리를 건너면 360개의 계단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 등산로같이 경사가 가파르므로 체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상에 오르면 산책로가
보이고 다시 온천으로 내려가는 길과 연결된다.

스마타쿄 산책은 가급적 오전에 하는 것이
좋다. 강물이 햇빛에 반사되어 에메랄드 빛
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물감을 섞어놓은 듯한 화려한

토’라고 불릴 정도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슈젠지

색상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에는 조그만 하천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는 저렴한 민박집과

어린이를 동반한 여행객들은 여관에서 온천욕을 즐기기가 어

상점들이 있으며 왼쪽에는 여관들이 몰려 있다.

렵다. 어린이들이 온천수의 효능을 체감할 수도 없으며, 뜨거
운 욕탕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불가능하다. 만약 어린이와

번화한 곳이다. 1천200년 전에 세워진 온천 마을로‘이즈의 교

슈젠지에서 버스를 타고 8분 정도 가다 보면 니지노사토(虹の

4

鄕)라는 공원이 있다.‘무지개 마을’이라는 뜻의 니지노사토는

함께 시즈오카 여행을 하면서 반나절 온천을 하고 싶다면‘순

도쿄 디즈니랜드와 비슷한 넓이의 테마파크다.

푸 유메히로바’가 적당하다. 이곳은 대형 온천 파크로 부대시

공원 안에는 이즈 시의 자매도시인 캐나다 넬슨 시를 모델로

설이 잘 갖춰져 있어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다.

만든 캐나다 마을, 영국의 오래된 거리를 재현한 영국 마을, 이

입구에서 성인 1천50엔, 어린이 525엔의 입장료를 내면 대욕

즈의 특산품을 파는 상점들이 있는 이즈 마을, 분수와 화단이

탕, 노천탕, 사우나 등 온천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시간제한 없

조화를 이룬 페어리 가든(Fairy Garden), 일본 정원, 전통문화

이 이용할 수 있다. 로비에는 게임기, 놀이방 등이 있기 때문에

공방이 있는 다쿠미 마을 등 모두 6개의 구역이 있다.
공원에서의 이동은 미니 열차나 미니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곳에서 반나절을 보내도 어린이들이 지루해 하지 않는다.
6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는 장미 축제도 열리기 때문에

이즈 반도 旅行術

6 이즈 반도 슈젠지 부근에 있는 니지노사토.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의 마을로 구성된

이즈 반도에서는 버릴 것은 확실히 버려야 한다. 가이드북에

테마파크로 탈 거리보다는 볼거리가 많다. 특히 하절기에는 매달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이즈

모습을 볼 수 있다.

있는 모든 여행지에 욕심내다 보면 이동만 하다 시간을 다 보

반도를 찾는 여행객이라면 들러볼 만하다. 7 니지노사토에 있는 철도 박물관. 공원을 오가는

이즈 반도 동쪽 해안은 기차로 다니는 것이 좋다. 해안선을 오

미니 증기기관차 수리 공장도 있어서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다.

내게 된다. 이곳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자세히 보려면 1주일로
도 모자라다. 하루나 이틀 정도 이즈 반도를 볼 계획이라면 차

이 시기에 공원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장미로 뒤덮인 공원의

5

가는 이즈 급행선은 이토(伊東) 역에서 남쪽 이즈큐시모타(伊
7

豆急下田)까지 운행되며 편도로 56분이 소요된다. 해안 도시마

라리 서쪽 지역은 포기하고 동쪽 지역에 주력하는 것이 좋다.

다 역 주변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행하기에 편리하다. 이 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여행지들이 대부분 동쪽에 몰려 있

운데 관광객들은 이즈 고원 역을 많이 찾는다. 역 앞에는 온천

기 때문이다. 동쪽 여행의 출발은 슈젠지(修善寺)부터 시작한

여관, 상점들이 있으며 조금만 걷다 보면 바로 바닷가다.

다. 반도 중부에 있는 슈젠지를 거쳐서 동쪽 해안선을 따라 내

이즈 고원 역 인근에 있는 조가사키(城ケ崎) 해안은 우리나라

려가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슈젠지는 이즈 반도에서 제일

제주도와 비슷한 용암지대다. 4천 년 전 주변 화산들이 폭발하
면서 용암들이 바다로 흘러 내려와 지금의 해안선이 만들어졌
다. 일본은 과거부터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했던 곳이라 용
암지대의 규모도 훨씬 크며 주변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산책로,

3, 5 이즈 반도 해안 부근에 있는 고무로 산 정상에 오르면 360도 파
노라마 전경을 볼 수 있다. 동쪽으로는 태평양, 내륙 쪽으로는 후지

이즈 반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려면 고무로(小室) 산이나 오

산과 이토 시내의 모습이 보인다. 정상에 오르려면 걷거나 1인승 리

무로(大室) 산에 올라야 한다. 고무로 산은 바다와 인접해 있어

프트를 이용해야 한다. 리프트로 정상까지 3분 소요되며 가격은 성
인 400엔, 어린이 200엔이다. 4 시즈오카 시와 시미즈 시 중간에 있

어디서든 이즈 반도의 동쪽 해안선이 잘 보이며 해발 580m의

는 온천 테마파크‘순푸 유메히로바’.에도 시대 모습을 재현한 거

오무로 산에서는 분화구도 볼 수 있다. 모두 이즈 고원 역에서

리와 다양한 온천 시설로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102 MAY 2009 REPèRE

전망대도 있다.

버스로 20분 소요되며 정상까지는 리프트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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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zuoka Town
시즈오카 유행 일번지

시즈오카 시는 현청이 있는 곳으로 인구 47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시미
즈(淸水) 시와 통합되어 새로운 도시로 거듭났다. 일본 전국시대 실권을 장악하고 에도
에 막부를 설치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말년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세계
적으로 유명한 프라모델 회사인 반다이, 타미야 본사가 있어 프라모델의 성지라고도
1

불린다.

2

3

1~2 시즈오카 시내 관광은 역을 기점으로 시작하면 된다. 역 앞에 있는 번화가와 순푸 공원 관람을 마친 후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3 이즈
반도를 들르지 않고 바로 도쿄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은 시즈오카 역에서 신칸센을 이용하면 된다. 시즈오카에서 도쿄 역까지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4 인근
대도시와 달리 시즈오카 시내에는 여행자들을 주눅 들게 하는 고층 빌딩이 거의 없다.

시

즈오카 시내를 둘러보기는 어렵지 않다. 시즈오카 역을 기점으로 3~4
시간이면 웬만한 곳은 다 볼 수 있다. 역 앞 교차로를 건너면 바로 번화
가로 연결된다. 번화가에는 파르코(PARCO), 마루이, 이세탄 등 백화점
과 상점들이 몰려 있다.

시즈오카 시는 크지 않다. 아무리 쇼핑 천국 일본이라고 하지만 중소도시 백화점에서까
지 쇼핑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엔고 영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져서 가볍
게 구경만 하는 것이 좋다.
시즈오카 사람들은 이곳에서 꼭 먹어보아야 할 음식으로 어묵, 전통주를 꼽는다. 현지
여행 정보지들은 시내 번화가에 있는 음식점들의 맛과 가격을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나
라 여행자들에게 굳이 소개하고 싶지는 않다. 애써 힘들여 찾기보다는 거리를 걷다가
마음에 드는 음식점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맛의 고장 시즈오카에는 최악의 음식점
이 별로 없다. 맛이 없는 음식점은 현지에서 오래 버티지도 못한다.
시즈오카의 옛 이름은‘순푸(駿府)’였다. 번화가 끝에 있는 순푸 공원은 1585년

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말년을 보내기 위해 만들었으나 현재
는 시민들의 휴식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공원 서쪽에는 도쿠
가와 이에야스의 동상과 그가 손수 심었다는 귤나무가 있다.
시즈오카는 프라모델의 성지라고도 불린다.‘반다이’,‘타미야’등 우리나라에서도 유
명한 프라모델 공장들이 모두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매년 5월이면 시즈오카에서는‘취
미 쇼(Hobby Show)’도 열리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방문하면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출시된 프라모델을 전부 볼 수 있다. 제조회사 방문도 가능하다. 반다이의 경우 웹사이
트로 신청하면 매월 30~60명을 추첨해 90분 동안 견학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타미야는
본사 2층에 전시관이 있어서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다.
시즈오카에도 우리나라 홍대 앞 거리와 비슷한 곳이 있다. 시즈오카 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다카죠(鷹匠) 도로와 만난다. 다카죠는 북 카페, 이탈리아 레스토랑, 케
이크 전문점, 과자점 등이 있어서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는 등 시즈오카 유
행의 일번지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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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clusive

음

식과 주거 문화는 자연환경의 영
향을 많이 받는다. 유럽에서도 날
씨가 좋은 남유럽은 의식주 문화
가 화려하고 다양하지만 북유럽은

그렇지 못하다. 시즈오카 현은 일본의 행정구역 가
운데 소득 순위 3위로 경제적으로 윤택하다. 그렇다
고 어느 날 갑자기 반도체나 TV공장이 들어와서 부

따뜻한 기후 덕택에
음식 재료가 풍부하게 재배되어 언
제나 먹을 것과 팔 것이 있었다. 우리나
자가 된 것은 아니다.

3

2

라 부산과 비슷한 날씨에 남쪽은 태평양, 북쪽은 산
1이즈 고원에 있는 여관‘하나후부키’

간지역으로 연중 해산물과 농산물이 풍부하다.

객실. 2 온천탕마다 잠금장치가 있기

현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녹차, 멜론, 밀감은 일본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내에서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곳간이 넉넉하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3 아침식사는
일식과 양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저녁

기에 사람들도 낙천적이고 순진하다.

식사는 정식 요리로 10가지 이상의 음

오죽하면 일본에서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이

식이 제공된다. 4 여행자들은 여관의 객

시즈오카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행객으로

실이나 음식보다는 직원들의 서비스에

서 시즈오카의 음식 문화를 경험하려면 역시 여관

세심한 서비스로 손님들로부터 좋은 평

감동한다. 하나후부키 여관의 직원들은

이 제격이다. 그렇다고 비싼 여관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한 사람당 1만 엔 내외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여관 숙박이 가능하다. 다만 예약은 꼭 해야 한다.

가를 받고 있다. 5 하나후부키 여관의
모든 객실은 리조트처럼 독립되어 있다.
1

4

5

현지 여관 대부분이 소규모이고 영어 웹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일본어를 모르면 예약이 무척 힘들다.
차라리 우리나라 여행사에 예약 의뢰를 하는 것이
편리하다.

저녁에 나오는 식사도 정갈하다. 지역에서 나오는 재료를 최대한
이용해 만들며 맛도 나무랄 데가 없다. 일부러 자극적이고 인위적

여관과 리조트의 만남, 하나후부키

인 맛을 내려고 하지도 않는다. 일본 여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

시즈오카에서 인기 있는 여관들은 이즈 고원, 스마

식 요리이지만 요리사의 정성과 노력이 음식에 배어 있다. 약 2시

타쿄 온천, 슈젠지 온천 부근에 있다. 이즈 고원 부

간 동안 우유와 생크림으로 만든 두부, 곤약 무침, 생선 조림, 회 등

근은 규슈의 유후인(由佈院) 온천처럼 아기자기한

10여 가지의 음식이 제공된다.

상점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

여관 측에서는 손님들이 저녁식사를 할 때는 식당 조명을 어둡게

다. 이즈 고원 역에서 나와 도보로 5분 정도 내려가

한다. 보다 운치 있게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다.

다 보면‘하나후부키(花吹雪)’란 여관이 나온다.

하나후부키의 온천탕은 특별하다. 이곳에 있는 7개의 온천탕은 모

‘꽃이 흩날리다’라는 의미인 이 여관은 숙박비가

두 공용이 아니다. 온천탕 내부에 잠금장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투

다른 곳과 비교해 다소 비싸지만 그만한 값어치를

숙하는 일행들만 오붓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좁지도 않다.

한다.

성인 4명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쾌적하다.

아무래도 부잣집 음식이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다. 시즈오카는 일본에서 도쿄, 아이

현지 여관 대부분이 한 개의 건물에 객실들이 옹기

하나후부키는 매일 오전 투숙객을 대상으로 산책 프로그램도 운영

치(愛知) 현에 이어 소득이 높은 곳이다. 윤택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거지와 음

종기 붙어 있는 데 반해, 이곳은 리조트 분위기다.

하고 있다. 여관 경영자가 직접 가이드로 나서 투숙객들과 함께 여

식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여행자들이 시즈오카 여행을 하면서 주

숲을 테마로 한 넓은 부지에 17개의 객실과 7개의

관 인근에 있는 해안가까지 동행하며 주변을 설명해준다. 산책 프

머니 사정상 최고의 숙소와 음식을 경험하긴 어렵겠지만, 조금만 발품을 팔면 만족

온천탕이 흩어져 있다. 객실과 온천탕, 식당을 오가

로그램 소요 시간은 약 1시간이며 산책 도중 직원들이 녹차 등 음

할 만한 숙소와 음식을 찾을 수 있다.

다 보면 여관이 아니라 공원에 온 느낌이다.

료수를 가지고 와서 투숙객들에게 제공한다.

宿+味

五感을 자극하는 하룻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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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정보/시즈오카 현 서울사무소(www.shizuoka-guide.com/korean), 여행박사(www.tourbaksa.com)

보니 인적이 드물지만 스이코엔에서는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
스이코엔의 온천탕은 대욕탕과 노천 온천이 있다. 숙박하지 않아도
600엔만 내면 온천욕을 즐길 수 있으며, 객실 요금은 크기에 따라 8
천550엔부터 1만9천50엔까지 다양하다. 객실 하나에 최대 6명까지

6

근에 있는 댐으로 산악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보인다. 시즈

행을 마치고 도쿄로 이동해 나리타나 하네다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오카 현 산악지대의 풍부한 수량을

부티크 여관, 유토리안

숙박은 이즈 반도에서 1박, 스마타쿄 온천 1박, 시즈오카 시내에서 1박 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나가시마
댐은 1972년 건설을 시작해 30년 후
인 2002년 3월 23일 준공됐다. 우리

즐기려면 될 수 있는 대로 여행 일정은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다.

나라 소양강 댐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댐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일반 관광객
들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댐 옆에 위치한 전시관에서는 댐 주변 자연환경

이즈 반도 여행법

우 다양하다. 투숙객들은 연인, 부부, 친구, 출장, 가족 등 취향에 맞

시간 여유가 있다면 이즈 반도 전체를 둘러보아야 하겠지만 단기 여행자는 이즈

과 건설 과정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는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예약 과정에서 객실 선택

반도의 동쪽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관

오차노사토 박물관‘녹차의 고향’이

은 물론 식사, 임대 노천탕, 스파 프로그램 등도 선택할 수 있다.

광지들이 몰려 있다. 또 열차가 해안선을 따라 운행하기 때문에 여행을 마치고 도

란 의미인 오차노사토(お茶の鄕)는

로 만든 노천탕이 있으며 동굴 속에 만든 욕탕도 있다. 과거 유토리

단을 이용해 이동해야 한다. 8 객실은 화실이라고 불리는 다다미방 4종류와 침대 객실이 있다.

추천한다. 만약 하루 정도 더 시간이 있다면 이즈 반도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
즈 반도를 모두 돌아보기에는 하루로는 시간이 부족하다.‘슬로 여행’을 제대로

객실은 모두 33개로 대부분 다다미방이다. 이 여관의 숙박 상품은 매

유토리안의 또 다른 강점은 온천탕에 있다. 남녀 대욕탕을 비롯해 돌

은 여관에서 투숙하면 지루할 수도 있다. 7 온천과 식당은 본관에 있기 때문에 투숙객들은 계

나가시마(長島) 댐 스마타쿄 온천 부

낭비를 하지 않는다. 시즈오카 공항에 도착해 여행을 마친 뒤 다시 시즈오카 공항

에는 프런트와 카페, 갤러리, 기념품점이 있다.

6 스마타쿄 온천에 있는 스이코엔은 규모가 크다. 스마타쿄 온천에는 편의 시설이 없어서 작

Hot Spot!

으로 돌아오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 때문에 시즈오카 공항으로 들어와 여

다. 역사는 50년 되었지만 본관 건물은 9년 전에 새로 단장했다. 로비

8

시즈오카 현 여행지는 시즈오카 시내, 스마타쿄 온천 부근, 이즈 반도 등 크게 3곳
으로 나뉜다. 지리상 동서로 길게 걸쳐 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을 잘 세워야 시간

투숙할 수 있다.

이즈 반도 중부 슈젠지에 있는 유토리안(Yutorian)은 부티크 여관이

7

여행 일정 구성하기

쿄로 이동하기에도 편리하다. 이즈 반도 전역을 여행하려면 버스, 열차, 페리를

일본의 녹차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

잘 조합해야 한다. 2~3일 동안 이즈 반도를 여행하려는 사람들은 모든 교통수단

는 녹차 박물관이다. 일본 정원과 다

을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다.‘이즈 드림 패스’는 적색 라

실이 있어서 다도를 체험해볼 수도

안 경영자가 직접 바위를 뚫어 만든 동굴 욕탕은 남녀가 교대로 사용

인, 녹색 라인으로 구분된다. 반도 전체를 둘러볼 여행자는 적색 라인, 동쪽 지역

있다. 3층 전시실에는 30개국에서

한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온천욕을 즐기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다.

만 여행하려는 사람들은 녹색 라인 패스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패스 가격은 녹색

수집된 90종류의 찻잎이 전시되어

이밖에 하루에 한 번 혼욕의 기회도 있다. 젊은 사람들은 꺼리지만

라인이 어른 6천500엔, 어린이 3천260엔이며 적색 라인은 성인 5천890엔, 어린이

있으며 2층에서는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녹차가 일본으로 들어와 발전하는 과

부끄럽지 않다면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

2천950엔이다. 시미즈항과 이즈 반도 내 열차역 버스정류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시즈오카 공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장료
는 어른 600엔, 어린이 300엔이다. www.ochanosato.com, 0547-46-5577
고무로 산 이즈 반도 동쪽에 있는 산

스마타쿄 온천의 원조, 스이코엔

9

으로 해안선을 조망하기에 좋다. 이

10

여관 스이코엔(翠紅苑)은 스마타쿄 온천의 터줏대감이다. 현재 스이

토 역에서 자동차로 15분 정도 소요

코엔 경영자의 아버지가 스마타쿄 온천을 개발했다고 한다. 온천 마

되며 산 주위의 공원에서는 1천여
종, 4천여 그루의 나무와 꽃들도 볼

을에 있는 이 여관은 규모가 매우 크다. 객실은 대형 호텔 같은 복도

수 있다. 도보로도 정상까지 오를 수

식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화실(和室)이라고 불리는 다다미 방은 모두

있지만 관광 리프트를 타는 것이 아

4종류가 있고 외국인들을 위한 침대 객실도 있다.

무래도 편리하다. 리프트를 타고 정상까지 3분이 소요되며 정류장에 도착하면

여관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대형 로비다. 로비 구석에는 일반 호텔과

바로 전망대다. 리프트 영업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같이 손님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소파가 있고 프런트 옆 매점에서는

입장료는 성인 400엔, 어린이 200엔이다. 0557-45-1444

지역 토산품과 주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여관 규모에 맞게 투숙객들
이 식사하는 레스토랑도 넓다. 아침에는 뷔페가 제공되며 저녁으로
는 코스 요리가 나온다. 여관은 크고 종업원은 많지 않다 보니 아무래
도 세심한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다.

스마타쿄에서 소규모 온천은 불편할 수 있다. 주
변에 편의 시설이 없어서 매점, 자동판매기가 있
는 대형 여관이 오히려 편리하다. 또 한적한 지역이다

11

아소시아 시즈오카(Hotel Associa Shizuoka) 시즈오카 시내에서 제일 좋

시즈오카 공항 오는 6월 4일 시즈오

은 호텔 중의 하나로 꼽힌다. 특급 호텔의 기준이 되는 부대 시설, 서비스,

카 공항이 문을 연다. 지금까지는 시

청결함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JR 시즈오카 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행

즈오카 여행을 하려면 도쿄나 나고

자들이 찾아가기도 쉽다. 이 호텔은 1983년부터 영업했으나 리모델링을

야에서 이동해야 했었다. 시간도 2시

거쳐서 2007년에 새로 개장했다. 객실은 스탠더드 싱글에서부터 스위트까
지 모두 10종류가 있다. 여행자가 아닌 출장자를 위해 컴퓨터, 팩스, 복합
기 등이 구비된‘소호(SOHO)’룸도 갖춰져 있다. 레스토랑으로는 철판요
리 전문 나코테이(Nakotei), 중식당 린카(Lin-Ka), 이탈리아 요리 전문 알포
르토(Alporto Shizuoka) 등이 있다. 가격은 비싼 편이지만 맛은 도쿄, 나고야

9 슈젠지 유토리안 로비.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밝고 화사하다. 내부는 인도네시아

등 대도시 유명 음식점과 비교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풍 인테리어로 장식돼 있다. 10 2층에 있는 다용도 회의실. 회사 단위의 단체 투숙객들이 주

www.associa.com/sth 0542-254-4141

간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관광객들
이 시즈오카보다는 다른 지역을 선
택했었다. 새로 개항되는 공항은 시
내에서 30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
공이 매일 1편씩 운항을 계획하고 있으며 삿포로, 오키나와, 후쿠오카 등 국내
선도 운항하기 때문에 일본 여행 일정을 짜기에도 편리하다. 인천-시즈오카
구간은 약 1천㎞이며 비행 시간은 2시간 10분이다.

로 이용한다. 11 유토리안의 역사는 50년 되었으나 본관은 9년 전에 개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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