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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고즈넉한 산촌 마을에서의 하룻밤
삼월이건만 외딴 산촌 마을에는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을 줄 모른다. 골이 깊은 곳의 밤은  

역시 일찍 찾아온다. 저녁식사 채비를 할 무렵인데도 해는 벌써 산 뒤로 넘어갔다. 어둠이 내리자 집집이 

노란 등을 켜고 긴 밤을 보낼 준비를 한다. 

글 ·사진 이진욱 기자 협찬 일본 도야마 현 관광 · 지역진흥국

Wonder of 
Mountain Village 
in Toy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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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은 숙박과 두 끼의 식사가 포함되며 1인당 

1만2천 엔부터다. 비즈니스호텔의 숙박 가격과 

비교하면 비싼 편이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집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지난 3월 14일 도쿄에서 가나자와(金澤)까지 운행되는 고속

열차인 호쿠리쿠(北陸) 신칸센(新幹線)이 개통됐다. 도야마(富

山), 이시카와(石川), 니가타(新潟), 후쿠이(福井) 현이 포함된 

호쿠리쿠는 도쿄를 기준으로 북서쪽에 있고 동해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일본은 도쿄, 오사카 등 혼슈의 남쪽 해안 도

시 위주로 발전해 산악 지형이고 눈이 많이 오는 내륙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일본에서 호쿠리쿠는 오지의 동의어나 

다름없었다. 

호쿠리쿠를 다룬 영화나 TV 드라마에는 어김없이 산이 등장

한다. 호쿠리쿠는 등산을 주제로 하는 영화의 단골 촬영지다. 

호쿠리쿠에서도 가장 험준한 곳은 도야마 현이다. 어느 곳에서 

하늘을 쳐다봐도 끝에 산이 걸려 있다. 

도야마 현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해발 3천15m의 다테야마(立

山)와 구로베(黑部) 댐을 잇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다. 

봄에는 야생화, 가을에는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단풍이 산

을 뒤덮는다. 깊고 빠른 물길을 막아 만든 구로베 댐은 높이 

186m로 일본 최대 규모다. 

도야마를 찾는 우리나라 관광객도 주로 이 코스를 찾는다. 그

러나 정작 알짜배기 장소는 다른 곳에 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그곳은 직접 그 속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야 진가를 

알 수 있다. 

버스가 엔진 소리를 힘겹게 내며 협곡 사이 언덕길을 비틀면서 

올라간다. 자동차 도로지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이리저

리 흔들린다. 미시령처럼 경사와 굴곡이 심하다. 창밖을 내다

보니 칼로 깎아낸 듯한 절벽이 이어지고, 그 아래는 강이 흐른

다. 첩첩산중으로 들어간 지 20분 정도 지났을까. 산속 분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포근하게 들어선 고카야마 합장 마을에서 하룻밤을 머물면 산간 마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밥상에는 화로에서 구운 곤들매기와 나물, 튀김 등이 찬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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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은 문을 두고 여러 개가 이어져 있다. 천장은 높아서 여름에

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웃풍이 제법 심하다. 거실 가운데에 

있는 전통 화로인 ‘이로리’(いろり)의 숯이 빨갛게 숨을 쉬며 

방 안 공기를 데운다. 여장을 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산

속에 묻힌 마을은 침묵에 가까울 정도로 고요하다. 부슬부슬 

내리는 눈 소리가 정적을 가른다. 

저녁식사는 화려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나는 식자재를 사용해 

정성껏 만들었다. 곤들매기 소금구이, 버섯, 죽순, 나물, 튀김 

등 보기만 해도 벌써 건강해지는 찬이다. 저녁식사를 마친 뒤 

별채에 있는 목욕탕에서 씻고 들어오니 벌써 이불이 깔려 있

다. 겨울밤이 긴 이곳에서는 오후 9시만 돼도 한밤중이다. 사

람들은 시간이 아쉬운 듯 좀처럼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화로 주변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산골 마을에서의 

하룻밤은 그렇게 익어갔다.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풍년과 건강은 삶의 

필수 조건이었다. 절박한 마음으로 신에게 풍년을 빌었고, 그

문화는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민요, 악기, 춤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산촌 마을에서는 관광객을 위해 공연도 한다. 한 사람

이 ‘고키리코’라고 불리는 민요를 부르면 남녀 무용수들이 번갈

아 춤을 춘다. 옛 사연을 알기에 북과 피리의 구슬픈 소리가 

평범하게 들리지 않는다.  

후손들은 선조들이 남긴 것을 버리지 않았다. 아직도 과거 방

식으로 종이를 제작하고 있다. 만드는 과정은 불편하고 고생

스럽지만 종국에는 아름다운 빛깔의 종이가 태어난다. 관광객

들은 마을 입구에 있는 전시관에서 종이 만드는 체험을 해 볼 

수 있다.

세상은 공평하다. 신은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재주’와 ‘부지런함’을 선물로 주었다. 
후손들은 손재주에 현명함을 더했다. 선조들이 남긴 유산을 계승하고 가르친다.

일본 전통 종이는 모두 12단계를 거쳐 만들어진다. ‘와시노사토’라고 불리는 

전시관에서 관광객들은 마지막 단계를 체험해 볼 수 있다. 만든 종이는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다. 체험 요금은 1인당 1천 엔이다.

에 아담한 초가가 흩어져 있다. 

지난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카야마

(五箇山) 합장(合掌) 마을이다. 지금이야 문화재로 지정돼 

보호를 받지만 에도시대인 300년 전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톨이 마을이었다. 특히 눈이 많은 겨울에는 길이 끊겨 

바깥세상과 단절되다시피 했다. 에도시대에는 죄인을 이곳에 

귀양 보낼 정도로 ‘창살 없는 감옥’과 다름없었다. 이런 곳에

서 살아 나가려면 부지런해야 했다. 평지가 부족해 산을 일궈 

잡곡을 겨우 얻었다. 여름에는 누에를 치고 겨울에는 ‘와시’

(和紙)라고 불리는 전통 종이를 만들었다. 남은 누에는 다시 

유황과 섞어서 화약을 만들어 내다 팔았다.

집을 지을 때도 눈과 추위를 막는 것에 주력했다. 집터에 목

재 기둥을 세운 뒤 억새를 얽어 만든 지붕을 얹었다. 지붕은 

정면에서 보면 정삼각형으로 경사가 급하다. 겨울철이면 눈

이 3~5m 높이로 쌓이는 탓에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눈이 미

끄러져 떨어지게 한 구조다. 지붕의 모습이 마치 두 손을 마

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합장 양식 촌락’이라는 명

칭이 붙었다. 이곳에선 한 집에 20〜30명이 거주하는 집단생

활을 했다. 겨우 생계를 꾸려가는 생활 속에서 ‘결혼’과 ‘독방’

은 언감생심이었다. 

과거에는 가옥이 70여 채 있었지만 현재는 60여 채만 남아 

있다. 마을은 협곡 사이로 흐르는 강인 쇼가와(庄川)를 따라

서 ‘아이노쿠라 합장 양식 촌락’(相倉合掌造り集落)과 ‘스가

누마 합장 양식 촌락’(菅沼合掌造り集落)으로 구분돼 있다. 

역시 세상은 돌고 돈다. 과거 척박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후

손은 값을 매기기 어려운 집에서 살고 있다. 과거에는 세상과 

단절됐지만 이제는 마을 입구까지도 자동차가 다니고, 전기

와 수도도 들어온다. 더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방문

객까지 몰린다.     

아이노쿠라 합장 마을의 가옥 20채 중 9채가 민박으로 이용

된다. 일본인 수요도 감당하지 못해 외국인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한다.

민박집인 ‘쇼시치’(庄七)에 들어갔다. 일본 사무라이 영화에서 

보았던 집과 비슷한 구조다. 바닥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고, 

고키리코 공연은 산촌 마을인 가미나시(上梨) 

무라카미(村上) 가에서 관람할 수 있다. 공연 

시간은 30분이며 관람료는 1인당 500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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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야마 마을 주변으로는 쇼가와라는 강이 흐른다. 유속이 

빨라 과거에는 벌목한 나무를 강물에 띄워 내려 보냈다. 

1930년 강 상류에 고마키(小牧) 댐이 완공된 후부터 목재 운

반선이 운행됐다. 운반선은 나무뿐만 아니라 눈으로 길이 끊

긴 상류 주민들을 싣고 오가기도 했다. 이제 나무를 운반하던 

물길은 관광객으로 채워졌다. 쇼가와 유람선은 고마키 댐에

서 약 8.1㎞ 떨어진 오마키(大牧) 온천에 이르는 유일한 교통

수단이다. 선착장에서 오마키 온천까지는 약 25분이 걸리며 

편도 요금은 1천400엔이다. 쇼가와 선착장에서 출발한 배는 

강물을 조용히 가르며 올라간다. 강물은 수심이 깊은 탓인지 

짙은 초록빛이다. 옆에는 아찔한 협곡이 물길을 내려다보고 

있다. 유람선이 선수를 돌릴 때마다 비경이 모습을 드러낸다. 

눈꽃 속의 선상 유람은 몽환적이다.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풍경이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준다.

강 상류에 있는 오마키 온천의 기원은 1183년까지 올라간다. 당시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군인이 휴양을 위해 오마키 온천을 찾았다. 

고마키 댐에서 온천까지 가는 유람선 요금은 편도 1천400엔이다.

쇼가와 절경 감상의 절정은 유람선이 선수를 돌릴 때다. 물살이 잦아지면서 수면에 협곡이 
그대로 투영된다. 관람객들은 자연이 만든 데칼코마니 작품에 감탄사를 쏟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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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마 현에는 10개 시가 있다. 이 가운데 히미 시는 도야마 현

의 맛을 대표한다. 인구 3만8천 명의 한적한 어촌 도시로 방어

가 맛있기로 유명하다. 도야마 만 앞바다에서 잡히는 방어는 

한류의 영향으로 지방이 골고루 퍼져 있다. 횟감이나 샤부샤부

용으로 많이 소비된다. 히미 방어는 ‘히미칸부리’(氷見寒ブリ)

라고 상표등록이 되어 높은 가격에 팔린다. 도야마 사람들의 

방어 사랑은 극진해 ‘도야마 만의 왕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매

년 11~12월이면 도야마 현 앞바다에는 번개가 많이 친다. 이렇

게 기상이 좋지 않으면 앞바다에 있던 방어들이 놀라서 항구 쪽

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히미 사람들은 번개 치는 날을 계산해 

방어 수확 시기를 예측한다.

히미에 있는 어시장에서는 매일 오전 6시 전투가 시작

된다. 이 마을의 주된 생계원인 생선을 놓고 경매를 하

는 시간이다. 경매 방법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

다. 밤새 잡힌 생선이 종류별로 놓여 있고, 중개인이 돌

아다니면서 경매를 한다. 작은 생선부터 시작해 방어는 

제일 마지막이다.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맛있는 방

어를 고르기 위해 필사적이다. 사람들의 눈빛이나 분위

기가 골동품 경매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빛깔을 보고 

눌러보기도 한다. 이날은 1마리당 평균 3만 엔에 낙찰 

됐다. 

이밖에 히미가 자랑하는 음식으로는 우동, 소고기, 카

레, 차가 있다. 모두 고산지대에서 나온 식자재를 최대

한 활용해서 만든다. 

일반 소비자들이 히미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도 개설됐다. 히미 온천 부근에 있는 히미반야

(氷見番屋)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세운 시장이다. 

2층 건물로 농산물, 어패류, 일반 음식을 파는 시장과 

푸드코트 등으로 구분된다. 이곳에서 주민은 장을 보고 

관광객은 기념품을 구입한다. 경매가 끝난 생선을 파는 

집부터 1971년 창업한 카레집까지 약 35개의 상점이 

입점해 있다. 2층에는 온천이 있다. 따뜻한 욕탕에 몸을 

담근 채 다테야마 연봉을 바라볼 수 있다. 방문객을 위

해 히미 시내를 순환하는 무료 버스가 운행된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시장인 히미반야는 가격이 

저렴해서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푸드코트와 온천도 

있어서 주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고산(高山)이다. 생선과 나물이 특산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천혜의 환경이다. 

도야마 현 북서쪽에 있는 히미(氷見)에 가면 도야마 만(灣)의 왕자인 방어를 맛볼 수 있다.

히미, 냠·냠·냠 맛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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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으로 뻗어 있는 일본 열도의 중심, 혼슈의 중앙 북부에 위치한 도야마 현의 현청 소재지인 도야마 시는 

전통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이다. 앞으로는 바다가 있고, 뒤로는 3천m 봉우리들이 우뚝 솟아 있다. 

도야마 시는 도야마 현 여행의 출발점이자 방점을 찍는 곳이다.

도야마 시,
 다테야마 연봉이 감싸안은 현청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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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2만 명의 도야마 시에는 ‘환상선’이라고 불리는 전차가 다닌다. 
3개 노선이며 20분간 시내를 일주한다.

 천천히 시내를 둘러보는 교통수단으로 좋다.

도야마 시는 도야마 현의 현청 소재지로 42만여 명이 거주한다. 도야마 현 여

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도야마 공항도 이곳에 있다. 규모가 크지 않아서 돌아

보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다테야마 연봉으로 둘러싸인 도야마 시

는 지금이야 멋진 파노라마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지만, 과거에는 높은 산 때

문에 다른 지역과 교류가 쉽지 않았다. 자기들끼리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 탓일까. 이 지역 사람들은 물건을 만드는 데 재주가 있다. 재료가 무엇

이든 쉴 새 없이 깎고 다듬는다.  

창호 공예회사인 ‘다니하타’도 50년 넘게 못을 사용하지 않은 문을 생산한다. 

돋보기를 쓴 60대 할아버지들이 ‘구미코’(組子)라는 옛날 목공 방식으로 나무

를 자르고, 파낸다. 한때 서양식 침실 문화에 밀려 경영 위기도 겪었지만 지금까

지 굳건히 버티고 있다. 

도야마 사람들은 음식을 만드는 데도 손재주를 발휘한다. ‘미나모토’는 송어초

밥으로 유명하다. 지난 1908년 창업했는데 그동안 식중독 사고가 한 번도 없

었다고 한다.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위생에 신경을 쓴 결과다. 전 직원은 작업

다니하타의 문은 무늬가 정교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일부 제품은 

우리나라에도 수출하고 있다.

미나모토에서는 송어초밥 제조 

과정을 견학하고,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전시관에는 과거부터 사용됐던 

도시락 용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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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세 번 씻어야 한다. 또 감기에 걸린 

사람은 아예 작업에서 제외된다. 송어와 밥을 싸는 댓잎도 별

도로 검사해 합격품만 사용한다. 

미나모토에서 운영하는 송어초밥 체험 행사에 참가했다. 참가

자는 먼저 머리부터 발까지 위생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리

고 살균제가 들어간 세척액으로 손을 씻은 후에야 송어와 밥

을 만질 수 있다. 원형 나무판에 댓잎 10개를 부채처럼 펼쳐놓

고 밥과 송어를 얹는다. 

숙련된 직원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지만 난생처음 해 보는 사

람들이 제대로 만들 리가 없다. 댓잎을 제대로 펼치기도 어렵

다. 공장에서도 송어초밥은 댓잎 크기가 모두 달라 수작업으

로만 만든다. 100여 명이 교대를 하면서 하루 3천여 개의 초밥

을 생산한다. 

관광객이 도야마 여행을 하면서 꼭 구입하는 것은 약이다. 도

야마는 수백 년 전부터 약으로 유명해 현재도 제약회사와 연

구소가 많이 들어서 있다. 최근 신칸센이 개통되면서 교통이 

좋아지자 다른 지역의 제약회사에서도 유관 시설이 많은 도야

마 시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다. 

도야마 시 번화가에 있는 약방인 ‘이케다야야스베’(池田屋安兵

衛) 상점은 약을 구입하려는 관광객으로 언제나 붐빈다. 상점 

안에 들어가면 한약 냄새가 난다. 매장 가운데에는 방문객이 

환약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설과 약 진열대가 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 ‘한곤탄’(反魂丹)이다. 도야마 번의 2대 번주인 마

에다 마사토시(前田正甫) 때 복통을 일으킨 다른 번주가 이 약

을 먹고 나으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곤탄은 만병통

치약으로 인식돼 가정 상비약으로 자리매김했다. 

도야마 약장수들은 약을 판매하는 방법도 특별했다. 먼저 가

정 상비약을 넣은 약 상자를 가정에 보급한 뒤 6개월 내지 1년

의 간격을 두고 다시 방문해 약을 사용한 만큼 돈을 받고, 채

워 넣는 방법으로 약을 팔았다. 

당시 전국에서 활동한 도야마의 약장수는 2천여 명으로 한 명이 

관리하던 가정은 약 1천500가구에 달했다고 한다. 약을 파는 

가정에 대한 정보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었기 때문에 장부는 

대를 거쳐 세습됐다. 당시 약장수들이 벌어들인 돈은 도야마 

현 수입의 15%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약 판매를 통해 축

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도야마에서는 금융과 토지 개발 등의 

산업이 발전하게 됐다. 

‘이로하’(いろは)라는 라면집은 2009년부터 일본 라면대회에

서 연속 4회 우승을 했다. 이 라면집은 지역에서 생산된 콩으

로 육수가 검은 블랙라면을 만들어 화제가 됐다. 다른 라면보

다 육수가 담백하고 진한 것이 특징이다. 

도야마 시내 야경을 보려면 도야마 역에서 걸어서 9분 걸리는 

환수운하공원이 좋다. 밤이 되면 조명에 비친 벚꽃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도야마에서는 이로하의 블랙라면을 꼭 맛봐야 한다. 검은색 

육수가 낯설기는 하지만 먹어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한다. 

이케다야야스베 상점에서는 약밥도 판매한다. 검은 쌀, 

산채, 인삼을 넣은 국물이 나오며 2천160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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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로베 협곡 철도

V자형으로 깊게 팬 협곡 사이를 흐르는 구로베 강을 따라 기차를 타고 터널 

41개와 다리 22개를 건너면서 협곡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 덮개만 있고 

창문이 없는 관광열차이기 때문에 주변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우나쓰키(宇奈月) 역에서 출발해 가네쓰리(鐘釣)를 거쳐 

게야키다이라( 平)까지의 20.1㎞의 구간으로 편도로 1시간 19분이 걸린다. 

철도는 4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구로베 협곡 철도의 출발지인 

우나쓰키에는 뜨거운 물이 솟는 분수가 있고, 마을 안쪽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족탕이 있다. 

INFORMATION

도야마 현은 일본 혼슈 중앙부에 있다. 북쪽으로는 동해, 동서와 

남쪽에는 3천m 높이의 고산이 이어져 있다. 현청 소재지는 

도야마 시이며 현 전체 인구는 약 110만 명이다.

1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도야마 현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다테야마(3천15m)는 4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든다. 바로 여름의 길목까지 하얀 

눈으로 뒤덮이는 이색적인 풍경을 보기 위해서다. 이 도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중순까지 폐쇄된다. 봄이 오기 전 두 달 동안 GPS(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해 

산간 도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특수 제작한 제설차로 눈을 밀어내면 경이로운 눈의 

계곡이 모습을 드러낸다. 도로 옆으로는 높이 15m 정도의 설벽이 세워진다. 설벽은 

여름을 향해 가면서 점점 낮아졌다가 한여름이 되면 사라진다. 관광객이 걸어 

다니며 감상할 수 있는 구간은 약 500m이다. 

4 다카오카 도라에몽 전차

도야마 현 다카오카(高岡)는 유명 명랑만화인 ‘도라에몽’의 작가 후지코 

F 후지오(藤子 F 不二雄, 1933~1996)의 고향이다. 지난 2012년부터 

이곳에서는 ‘도라에몽 노면전차’가 운행되고 있다. 전차 내부와 외부에 

도라에몽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도라에몽 인형도 있어 어린이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7 노사쿠(能作)

다카오카도 ‘물건 만들기’를 잘하는 도시다. 기모노를 400년 동안 만들어 온 

업체도 있으며, 시내 곳곳에 온갖 공장이 많다. 노사쿠는 100년 동안 주석으로 

술잔, 화병, 식기 등을 만들어 왔다. 과거에는 가고시마의 주석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다른 회사가 흉내도 내지 못하는 특수 금형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다.  

8 산쇼라쿠(三笑樂)

300년, 6대에 걸쳐 내려오는 주조회사로 산촌 마을인 가미나시에 있다. 허름한 

공장 내부에는 10여 개의 발효탱크가 있다. 물, 공기, 환경이 좋은 산촌에서 나오는 

술답게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가격은 종류에 따라 다르며 1병당 1천500〜2천 

엔이다. 전국 유통망을 갖추지 못해 도야마 현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6 즈이류지(瑞龍寺)

다카오카에 있는 불교 사원으로 가가(加賀) 번의 2대 번주인 마에다 

도시쓰네(前田利常)가 선대 마에다 도시나가(前田利長)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했다. 입구부터 출입구가 직선으로 3개 이어져 있으며, 당시에 장수들이 말을 

타고 들어갔을 정도로 천장이 높다. 사원 일부는 국보로 지정돼 있다.

3 도야마 현 중앙식물원

도야마 현 중앙식물원은 24만7천㎡의 부지에 세계의 다양한 식물이 있는 온실과 

호수, 산책로가 있는 공간이다. 식물원을 산책하듯 한 바퀴 돌아보면 언제나 

화사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다.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는 열대우림 식물실이 

있다. 실제 열대우림에 서 있는 듯 열대식물이 높이 20m의 온실을 가득 채우고 

있다. 파랑, 보라, 주황, 노랑 등 색색의 화려한 꽃이 있고, 커다란 열매도 달려 있어 

원숭이라도 튀어나올 분위기이다.

여행 문의 
도야마 현 관광 홈페이지(foreign.info-toyama.com/kr)
일본관광신문(02-737-1122)

5 간다테(巖立) 공원 

기후 현 게로(下呂) 오사카(小坂) 지역의 간다테 협곡은 5만4천 년 전 온다케 

산(御嶽山, 3,067m)이 분화해 뜨거운 용암이 지나며 만들어진 지형이다. 계곡 

입구에는 높이 72m, 폭 120m의 화산 지형인 거대한 주상절리가 자리한다. 

육각형 돌멩이가 빼곡하게 벽에 달라붙은 듯한 모습이 이색적이다. 이 지역에는 

폭포가 총 216개 있는데 가장 큰 폭포는 낙차가 50m에 이른다. 계곡에서는 

음이온이 발생해 많은 이들이 트레킹을 즐긴다.

가볼 만한 곳

기후

나가노

니가타
도야마 만

이시카와

노토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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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법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과 도야마 시 구간을 운항한다. 4월 기준 매주 

일·화·금요일 오전 9시 10분에 인천을 출발, 오전 11시에 도야마 공항에 

도착한다. 도야마에서는 같은 날 정오에 이륙한다. 소요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린다. 도야마 공항은 상점, 면세점이 크지 않아서 시내에서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기후와 지형

우리나라보다 위도는 낮지만 산악 지형이어서 겨울이 길고 눈도 많이 온다. 

겨울에 여행할 때는 방한화, 장갑, 털모자, 점퍼를 꼭 챙겨야 한다. 연평균 

기온은 13도, 연간 강수량은 2천㎜이다. 3천m 이상의 고산지대에는 

여름철에도 눈이 녹지 않는 곳이 많다. 도야마 산악 트레킹을 계획하고 있다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도야마는 일본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가장 적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환율, 비자, 전압

3월 23일 기준으로 100엔당 927원이다. 도야마 여행에서는 시골을 많이 

돌아다니게 된다. 소형 상점 중에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 현금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비자는 필요하지 않으며 현지 전압은 100볼트다. 

출국 전에 변환 플러그를 준비해야 한다.

도야마는 관광지가 흩어져 있고 산악 지형이 많다. 대중교통도 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자유여행보다는 패키지여행을 추천한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도야마 여행 상품은 3박 4일 동안 고카야마 합장 마을 관광, 송어초밥 

만들기, 온천욕,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관광으로 구성된 일정이 많다. 

인천-도야마 구간이 아시아나항공 독점 운항 노선이어서 상품 가격이 비싼 

편이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보다는 봄부터 가을까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Advice

1

6

7

8

구로베

도야마

이미즈
다카오카

히미

도나미

오야베

난토

우오즈

나메리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