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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식물학자 칼 폰 린네는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가졌다’며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고 했다. 반면 네덜란드 철학자 요한 호이징가는 ‘인류는 노는 것을 좋아한다’며 

호모 루덴스(Homo Ludens)라고 표현했다. 여행은 놀면서 사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탈’ 

행위다. 일본의 나오시마(直島)와 다카마쓰(高松)는 인간의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여행지다.

일본 열도는 크게 섬 4개로 구성돼 있다. 가장 작은 섬인 시코쿠(四國)는 ‘시골’이다. 지난 

1988년 혼슈(本州)와 사이의 바다인 세토내해(瀨戶內海)에 다리가 놓이기 전까지는 비행기

나 배로만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시코쿠는 현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귀향하거나 

상경하는 외딴곳으로 묘사된다.  

나오시마와 다카마쓰가 있는 가가와(香川)현은 시코쿠는 물론 일본에서도 면적이 가장 작은 

현이다. 전체 인구는 100만 명, 현청 소재지인 다카마쓰에는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도시 규모지만 매년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 바로 ‘현대 미술

의 명소’라고 불리는 나오시마를 보기 위해서다. 이곳은 다카마쓰에서 13㎞ 떨어져 있으며  

쾌속선으로 25분, 카페리로 1시간 소요된다. 

나오시마는 동서 2㎞, 남북 5㎞, 둘레가 16㎞인 작은 섬이다. 구리 제련소가 많아 한때 30만 

명이 거주했지만 1980년대 이후 구리 가격이 폭락하자 공장들이 조업을 중단하며 젊은이들

은 일거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섬 곳곳에는 빈집이 늘어났다.

이렇게 쇠락해 가는 섬을 거대한 미술관이자 관광지로 바꾸어놓은 사람은 한 사업가였다. 교

육·실버 기업인 베네세 그룹의 후쿠다케 소이치로(福武聰一朗) 회장은 1987년 나오시마의 

절반을 구입,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安藤忠雄)에게 개조작업을 맡겼다. 

다카마쓰 야시마

나오시마

가가와현

다카마쓰~나오시마 구간은 쾌속선, 카페리가 운행한다. 

소요 시간은 쾌속선은 25분, 카페리는 약 1시간이다. 바다 

풍경을 천천히 볼 수 있는 카페리를 추천한다.

일본에서 즐기는 문화여행 
현대미술 명소로 변신한 나오시마와 다카마쓰 
일본에서 대표적인 문화 여행지는 가가와현 나오시마다. 나오시마는 1980년대만 하더라도 구리 제련소가 있던 

보잘것없는 섬이었다. 예술가들은 쇠락해 가는 섬에 작품을 설치해 숨결을 불어 넣었다. 그리고 20여 년 후, 한 해 

40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글 · 사진 이진욱 기자

트 래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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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시마 동쪽 혼무라(本村)에 있는 빈집과 신

사를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이에(家) 프로젝

트’는 무려 8년간에 걸쳐 완성됐다. 현지 일류 

예술가와 마을 주민이 같이 참여했다. 쓰러져

가는 폐가를 후대까지 남겨야할 문화유산으로 

탈바꿈시켰다. 2010년에는 우리나라 화가인 

이우환 미술관까지 개관하면서 나오시마 개조 

작업의 절정을 이룬다.   

나오시마를 자세히 보려면 항구에 있는 설치 

조형물 ‘빨간 호박’을 감상한 뒤 혼무라, 베네세

아트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일본 설치

미술가인 쿠사마 야요이(草間彌生)는 정신질

환을 앓으면서 사물에 물방울 무늬가 박혀 있

다고 생각해 작품에서도 그대로 표현했다. 섬 

남쪽에는 ‘노란 호박’도 전시돼 있다. 두 작품

은 나오시마 안내 엽서, 포스터에 항상 나오는 

대표 작품이다. 

섬 여행에는 도보보다는 자전거를 추천한다. 

항구 입구에 자전거 대여소들이 있으며 대여료

는 하루에 500엔, 전기자전거는 1천500엔이

다. 언덕길이 많아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안도 타다오는 후쿠다케 회장의 뜻을 살려 나오시마를 거대한 미술관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첫 작

품으로 나온 것은 지난 1992년 개관한 베네세 하우스(Benesse House)다. 미술관과 리조트가 공

존하는 베네세 하우스에는 데이비드 호크니, 잭슨 폴록, 재스퍼 존스 등 현대 예술가의 작품이 전

시돼 있다. 객실 65개에는 텔레비전이 없다. 투숙객에게 디지털 기기 대신 자연과 예술 작품을 보면

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라는 어려운 숙제를 제시했다.  

2004년에는 나오시마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지츄(地中)미술관이 완공된다. 안도 타다오는 산기슭

에 건물을 만들면서 주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에 전시실을 만들었다. 지츄미술관에는 클로

드 모네, 제임스 터렐, 월터 데 마리아 등 단 세 사람만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작품 수도 많지 않아 

모네 5점, 터렐 2점, 마리아 1점이 고작이다. 

작품을 감상하려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일부 전시 공간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

다. 전시실마다 정원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관람객이 몰릴 때는 장시간 기다리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 일반인은 물론 기자들도 내부 사진 촬영과 매체 게재를 할 수 없다.   

친절하지 않은데도 관람객이 몰리는 이유는 세계 최고의 예술가와 건축가가 만든 작품을 보기 위

해서다. 모네, 터렐, 마리아 등은 작품에서 자연과 빛을 표현했으며 안도 타다오는 인공조명을 최

대한 절제한 전시공간을 만들어 작가들에게 화답했다. 

1

2

4 5

1 나오시마 항구 앞에 있는 쿠사마 야요이의 ‘빨간 호박’. 2 나오시마를 둘러보기에는 자전거가 좋다. 

3 섬 남쪽에 있는 리조트. 4 베네세 하우스 외벽에 전시된 작품. 5 지츄미술관 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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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래 블

나오시마가 현대미술 작품의 명소라면 리츠린공원(栗林公園)은 현지 분재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다카마쓰 시내에 있는 이 공원은 1600년대부터 100여 년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소나무, 단풍나무, 연못, 다리 등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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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시마의 관문 다카마쓰는 인구 50만 명 내외의 작은 도시이지만 자연, 미술관, 역사 유적, 음

식, 쇼핑 시설이 풍부하다. 관광지를 둘러본 뒤 시내 중심에 있는 상점가에서 쇼핑과 음식을 즐

기는 것이 좋다. 다카마쓰 서쪽에 있는 언덕에는 현지 88개 불교 순례지 가운데 84번째 장소인 

야시마지(屋島寺)와 전망대가 있다. 다카마쓰를 대표하는 유적지이자 관광지며 시내 중심에서 

버스나 전차로 30분 소요된다. 

야시마지는 13세기 전후에 창건됐으며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정작 절보다는 현지 불교 신

자들의 모습이 흥미롭다. 밀짚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든 순례객들이 감격에 겨운 모습으로 절 주

변을 돌아본다. 그리고 85번째 순례지를 향해 다시 걷기 시작한다. 신자들의 독실한 신심은 우

리나라와 다르지 않다. 야시마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가면 전망대가 나온다. 왼쪽으로는 다카마

쓰 시내, 오른쪽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바다에 박혀 있다. 우리나라 한려수도와 비슷한 다도해지

만 전망대 위치가 높아서 먼바다까지 자세히 보인다. 이따금 여객선들이 하얀 포말을 내뱉으며 

섬 사이를 오가서 풍광의 질감을 더한다. 가장 좋은 시간은 일몰 후부터 1시간이다. 이때에는 다

카마쓰 시내의 화려한 야경과 붉은 기운이 스러져가는 다도해의 실루엣을 같이 볼 수 있다. 

현지 예술 작품을 감상하려면 시내 중심에 있는 다카마쓰시 미술관, 가가와현립 박물관 등을 찾

으면 된다. 

           음식 & 쇼핑

가가와현의 옛 이름은 사누키(讚岐)로 일본 3대 우동인 사누키 우동의 발상지다. 이 고장 사람들은 

전신주보다 우동집이 더 많다고 불릴 정도로 우동을 좋아한다. 하루 세 끼 우동만 먹는 사람도 

있어서 현지에서 당뇨병 환자가 많은 곳으로도 알려졌다. 사누키 우동은 면발이 탱탱해 씹는 맛이 

좋다. 밀가루 반죽 때 발효 시간, 소금을 조절해 식감을 높인다. 

작은 도시이지만 쇼핑 시설도 충분하다. 시내 중심에는 일본에서 가장 길다는 2.7㎞ 아케이드 

상점가가 있다. 이 길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상점, 백화점이 연결된다.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려면 시내에서 30분 떨어져 있는 마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온(Aeon) 등 대형 

쇼핑몰에서는 30분 간격으로 시내까지 무료 순환 버스를 운영한다.

           공항 & 교통

인천에서 다카마쓰까지 직항이 다닌다. 아시아나항공이 주3회 비행기를 띄운다.

인천 출발은 금요일 오전 9시, 화·일요일 오후 2시 50분이며, 다카마쓰 출발은 금요일 오전 

11시 35분, 일·화요일 오후 5시 25분이다. 직항을 이용하지 않으면 도쿄나 오사카에서 국내선 

항공편이나 고속버스, 열차로 갈아타면 된다. 시코쿠 전역을 여행하는 사람은 외국인에게만 

판매되는 시코쿠 레일패스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JR시코쿠의 노선뿐만 아니라 지역 철도 탑승도 

가능하다. 가격은 성인 기준으로 2일권 6천300엔, 3일권 7천200엔, 4일권 7천900엔, 5일권 

9천700엔이다. 만 6~11세 어린이는 반액이다.  

INFORMATION

야시마지는 현지 불교 88개 순례지 가운데 84번째 장소다.  

세토내해는 혼슈, 시코쿠, 규슈 사이의 좁은 바다다. 우리나라 한려수도처럼 
크고 작은 섬 약 300개로 구성된 다도해다. 부근에 불교 순례지가 많아 현지 
사람들은 세토내해를 ‘일본의 에게해’라고도 부른다.

협조 일본정부관광국(JN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