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야마의 맛있는 음식을 먹자.
전통공예품을 눈으로 보고,손으로 만져보고 구입한다.
Made in 다카야마를 알고,특별한 추억을 만들자.

Made
in

다카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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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다의 산들로 둘러싸인 풍토.풍부한 

산림자원과 맑은 물.고도의 기술로 만드는 

장인들의 공예품과 독자적인 식문화. Made in 

TAKAYAMA의 매력과 배경을 소개.

 다카야마의 지리와 자연

다카야마는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동쪽에는 표고 3,190m의 오쿠호타카 
다케를 최고봉으로 하는 북알프스,남쪽은 온다케산 등의 아름다운 
산악지대를 조망할 수 있다.내륙성기후로 밤과 낮,겨울과 여름의 기온차가 

크다.겨울에는 보슬보슬한 눈이 날리며,
때때로 영하1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 몹시 
추워진다.여름은 햇살은 따가우나,기온은 
낮고 맑다.도쿄와 거의 같은 면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면적이 큰 시이지만,그 중에 
92.5%정도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다.특산품 
이치이잇토보리의 재료인 주목나무가 
다카야마시의 시목( 市木 )으로 지정되어 
있다.시화는 봄에  붉은빛과 보랏빛의 꽃이 
피는 철쭉.

 다카야마의 역사와 문화

약 1만년전에 사용되었던 그릇이 발견되어 오래전부터 문명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가나모리씨가 성을 축성하고 성읍도시를 
정비하였다. 17세기말에는 막부의 직할령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풍부한 
산림과 금,은,동이 채굴되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막부의 대관소(관아)로 
설치되었던 다카야마 진야는 현존하는 유일의 대관소로서 국가 사적( 史跡 )
으로 지정. “다카야마 마쓰리”의 야타이(장식수레)도 18세기경 부터 부자 
상인들이 수레와 
쇠장식,조각 등에 공을 
들여,호화찬란하게 
장식하였다.

 다카야마의 공예품･특산품

●목공품
약 1350년전, 히다로부터 많은 장인들이 교토로 
진출하여 사찰을 건축하였다.그 전통을 원류로 
하여 목재가공과 칠기 장인이 많다.광택이 
아름다운 ‘히다슌케이’칠기,다채로운 모티브로 
조각된 ‘이치이잇토보리’ , 운치있는‘히다가구’등 
주방용품에서 생활가구까지 많은 제품이 있다.

●천제품
갖가지 색깔로 물들이는 ‘히다염색’ ,쪽빛으로 
염색한 천에 섬세한 문양을 누벼서 만드는 ‘히다 
사시코’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여 엄마가 손수 
만들어 준 것에 기원하는 ‘사루보보’등이 있다.

●도자기
17세기경부터 시작된 다카야마의 도자기.흰 바탕에 쪽빛과 붉은색으로 
모양을 그려넣은 자기,차 그릇,따스함이 있는 도기와 아이디어를 살린 제품 
등,기호에 맞는  도자기를 찾아보기 바란다.

 다카야마의 식문화

산으로 둘러싸인 한랭한 기후가 맛있는 야채,
산나물,소바,과일을 길러내는 히다지방.
제철음식을 즐기는 일본인의 감성이 지금도 
살아 있다.물이 좋아 쌀과 술이 맛있고,된장도 
많이 제조하고 있다.민물고기도 많이 잡히며,
입안에서 살살 녹는 히다규는 브랜드 
소고기로서 인기가 많다.이러한 재료를 
사용한 향토요리를 꼭 맛보길 바란다.
산간지방이지만 인접한 도야마현 등에서 
직송되는 어패류와 신토불이 식재료를 사용한 
초밥,어패류와 육류를 사용하지 않는 몸에 좋은 정진요리(사찰요리),
다카야마 라면으로 불리는 간장맛의 추카소바도 추천한다.추운 고장답게 
이로리(일본 전통 화로)와 히다곤로에서 구수하게 구워내는 요리가 많은 
것이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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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간장맛 라면 히다추카 (다카야마 라면)

간장맛 스프에 가늘고 곱슬곱슬한 면 . 양은 조금 

적지만 , 일본 음식의 특징인 깔끔한 맛이 인기다

다카야마에서 가장 인기있는 식재료의 하나로 일

본의 대표적인 명품 소고기 . 입에서 살살 녹는 고

다카야마 라면으로 알려져 있지만 , 다
카야마 시민들은 흔히 추카소바라고 
부른다 . 닭뼈를 우려낸 국물에 가쓰
오부시와 야채를 넣어 만든 간장맛 스
프 . 고명은 차슈 ( 돼지고기 ), 히다산 
파 , 멘마 ( 죽순 ) 를 얹는다 . 다카야
마 시내에 라면전문점이 약 30 점포 
있다 . 
일본에서는 면류를 먹을때 후루루 소
리를 내면서 먹는다 . 면류 이외에는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것은 식사예절에 
어긋남으로 조심해야 한다

고깃결은  섬세하면서 부드럽고 지방이 눈꽃처럼 퍼진 설화육으로 소
고기 특유의 향과 맛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 풍요로운 자연에서 등
록된 생산자에 의해 사육되기 때문에 안심・안전은 보증수표 . 엄격한 
심사를 통가한 양질의 고기만 히다규 브랜드를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
다 . 레스토랑이나 료칸에서 스테이크 , 불고기 , 일본정식 , 양식 , 스시 
등 다양한 요리로 제공되며 , 카레와 크로켓 등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 달고 매운 이 지역의 향토 된장을 곁들인 호바미소 ( 朴葉味・ ) 
요리의 고명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최고 등급은「A-5」. 메뉴에 표시
되어 있으므로 식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

히다 추카소바가 맛있는 것은 다카야마의 물이 좋기 때문이라고 한다 . 일반적으로 일본의 라면은 대접
에 육수를 넣고 스프를 풀어서 국물을 만드는데 , 다카야마에서는 바닥이 깊은 원통형의 냄비에 간장과 
미림 ( 맛술 ) 으로 만든 스프를 육수와 함께 푹 끊이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만든다 . 돼지뼈를 우려낸 육
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라면 국물이 맑은 것이 특징이다 .

히다규란 등록 농가제도에 의해 인정 ・ 등록된 생산자가 14 개월이상 사육한 쿠로게와규 ( 검은털 일
본소 ) 종이며 , 전국 규모 식육업계 단체의 기준으로 상위등급으로 인정받은 소고기를 말한다 . 사육기
간이 가장 긴 곳이 기후현이다 .

입안에서 살살 녹는  히다규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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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야마에는 밀가루와 콩 ,콩
고물 ,깨를 재료로 하여 만든 
옛날 그대로의 소박한 다가시 
과자를 맛볼 수 있다 .

옛날 그대로의 소박한 단맛 다가시   

과자

물엿을 사용하여 콩을 사각모양으로 굳혀서 만든 ‘마메이타’，물엿
과 깨와 콩고물을 섞어 엿가락처럼 늘여서 얇은 사각모양으로 짜
른것이 ‘고쿠센’，밀가루와 달걀을 반죽하여 흑설탕 등으로 단맛을 
내어 튀긴것이 ‘가린토’．시소 ( 차조기의 잎 ), 메실 , 흑설탕 맛의 
사탕…．곡물류가 풍부하게 수확되는 지방인 만큼 옛부터 다가시
를 판매하는 과자가게가 다카야마 시내에 많이 있으며 , 가격도 저
렴하여 선물로도 인기 .

히다지방에서 옛날부터 
먹었던 향토요리 .구운 된
장의 구수한 향이 밥이나 
술과도 잘 어울린다

당신이 무의식중에 간장소스향
에 끌린다면 일본의 식문화를 
코로 느꼈을지도 모르죠

일본산 메밀을 사용하는 식당
은 다카야마 시내에 약 50점포
라고 한다 . 이 지역에서 재배
한 메밀가루를 사용하여 수타
로 만드는 소바는 고소한 메밀
향이 살아 있어 각별한 맛이다

향토의 미각   

호바미소
고소한 간장맛   

미타라시 단고 ( 떡 꼬치 )

신토불이 소바는 일품  

히다소바

미소 ( 된장 ), 파 , 표고버섯 등을 호바위에 올려 구워서 먹는 요리이
다 . 히다지방에서 옛부터 즐겨운 가정요리이다 . 호바는 자생하는 후
박나무의 잎으로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 된장은 다카야마
의 특산품의 하나로 다카야마 시내에 많은 제조공장이 있다 . 다카야마
의 된장은 짙은 색으로 염분이 비교적 적으며 , 쌀 누룩의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 . 구수하게 노릇노릇 잘 구운 달고 매운 된장은 흰쌀
밥과 잘 어울리어 , 료칸의 조식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 또 술맛을 더욱 
좋게 해줌으로 선술집이나 일본정식의 많은 식당이 메뉴로 제공하고 
있다 . 히다규와 함께 구워먹는 방법도 인기있다 .

아침과 밤의 기온차가 큰 히다지역은 양질의 메밀이 자란다 . 산비
탈 밭에서 농사한 메밀을 돌절구에서 빻아 그 가루를 장인이 반죽
하여 수타로 만드는 데우치소바는 다카야마에서 꼭 맛보고 싶은 요
리 . 자루에 담아 메밀향을 즐길 수 있다 . 제철 산나물이나 튀김 고
명을 장식한 소바도 일품이다 . 소바를 다 먹은 다음 소바유 ( 소바
를 삶은 국물 ) 를 남은 쓰유 ( 소바용 간장 ) 에 넣어 마시는 것이 일
본의 관습 . 

호바미소 요리에 쓰이는 후박나무 잎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뀔무렵 떨어진 잎을 산에서 채집한 것이
다 . 가정에서도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된
장 . 후박나무 잎 , 소형 곤로를 셋트로 한 상품을　
상점에서 판매하기도 한다 .

메밀가루를 뜨거운 물로 반죽하여 생 반죽채로 먹는  소바가키를 제공하는 식당도 있다 . 그릇안에  둥글
게 뭉쳐진 소바가키는 탄력이 있어 부드럽게 부풀어 오른 모양이며 , 쫄깃쫄깃한 식감이다 . 일본통인 사
람들에게 추천 . 메밀은 건강에도 좋아 최근 의학적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 . 

단과자 뿐 아니라 쌀 , 보리 가루를 반죽하여 구운 뒤 간장과 설탕으로 맛을 낸 ‘오카키’ 와 ‘센베이’ 등 , 쌀
과자도 있다 . 

교토가 발상지라고 전해지는 미타라시 단고 . 쌀가루를 반죽하여 찐 
다음 작고 둥글게 뭉친 단고 ( 경단 ) 를 5 개 꼬치에 끼워서 직접 불
에 구워 , 맛깔스럽게 구워지면 단맛이 적은 간장소스를 바르는 것이 
다카야마식 . 쫄깃쫄깃한 식감과 소박한 맛이 다카야마의 전통거리와 
잘 어울린다 . 

이 지역에서 재배한 멥쌀을 원료로 하거나 , 생간장
을 특별 주문하는 등 엄선된 재료를 사용하는 가게
도 있다 . 작은 야타이 ( 포장마차 ) 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 금방 구운 따끈따근한 단고를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으며 , 녹차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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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패류 , 히다규 , 붉은 순무 등의 히다 스시   맑고 찬 물로 만드는 지자케 ( 향토술 )

  건강에 좋고 계절감이 살아있는 정진요리 (精進料理)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지만 다카야마에서도 신선

한 어패류를 사용한 맛있는 스시를 맛 볼수 있다 .

세계가 주목하는 맛있는 일본술 . 요리와 궁합이 맞

는 기호의 술을 찾아 양조장을 이곳저곳 방문해 

보는것도 즐거움의 하나 .

제철의 야채와 콩 , 곡류로 만들어진 건강에 좋은 

슬로푸드 . 원래는 불교승을 위한 요리 .

일본에서 스시가 유명한 곳은 대부
분 바다 근처 지방 . 그러나 산간지
방 다카야마도 맛있는 스시를 먹을 
수 있는 마을로 알려져 있다 . 바다
에 접한 도야마와 가나자와가 가까
워 , 최근 도로망의 정비와 함께 매
일 신선한 어패류가 직송되기 때문
이다 . 도야마 , 가나자와에서 유명
한 어류는 방어 , 고등어 , 오징어 ,
바다참게 등이다 . 히다규 소고기와 
붉은 순무 , 호바 등 히다지방의 특
산품을 사용한 스시도 있다 . 맛있
는 히다 지방의 향토술과 함께 맛보
기 바란다

일본에서 스시가 유명한 곳은 대부분 바다 근처 지방 . 그러나 산간지
방 다카야마도 맛있는 스시를 먹을 수 있는 마을로 알려져 있다 . 바다
에 접한 도야마와 가나자와가 가까워 , 최근 도로망의 정비와 함께 매
일 신선한 어패류가 직송되기 때문이다 . 도야마 , 가나자와에서 유명
한 어류는 방어 , 고등어 , 오징어 , 바다참게 등이다 . 히다규 소고기와 
붉은 순무 , 호바 등 히다지방의 특산품을 사용한 스시도 있다 . 맛있는 
히다 지방의 향토술과 함께 맛보기 바란다

대승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기 
때문에 고기 , 생선 , 달걀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사용하지 않고 
콩 , 곡물 , 야채 등을 궁리하여 조
리한 것이 정진요리 . 후에 불교
와 관계없이 풍류를 즐기는 문화
인들이 먹게 되었다 . 다카야마의 
고급 요리점 ( 料亭 ) 에서 제공
하는 정진요리는 히다에 전해지
는 소박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조리한다 . 한국에도 정진요리가 
있으며 사찰에서 뿐 아니라 건강
식으로 인기가 많다

히다규 스시는 얇게 썰은 고급 소고기를 불에 살짝 쬐어 단맛의 소스를 조금 묻혀 초밥위에 얹은 것 . 살짝 
굽거나 생육상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 다카야마 시내에는 히다규 초밥만을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간편한 식당도 있다 . 

정진요리는 1000 년이상 전부터 중국에서 전래되어 불교의 일파인 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독자적인 요리
로 발전해 왔다 . 두부 , 고야두부 ( 얼려서 건조시킨 두부 ), 낫토 , 유바 ( 콩 단백질을 굳힌 식품 ), 밀기울 
등은 정진요리의 발전과정에서 제조기술이 확립된 식품 .

매년 1 ・ 2 월에는 지자케 메구리 ( 양조장 둘러보기 ) 이벤트가 개최된다 . 100 ・ 300 년의 역사가 있
는 7 채의 양조장이 차례로 개방되어 견학과 시음을 할 수 있다 . 양조장은 옛 그대로의 중후한 건물로 입
구에는 술의 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스기다마 ( 삼나무 잎을 모아 공모양으로 뭉친것 ) 를 매달아 놓았는데 
이것은 ‘가을에 수확한 쌀로 빚은 햇술이 나왔다’ 라는 표시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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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다의 풍토에서 길러진 신선한 야채와 과일 아침 일찍부터 열리는 재래시장(미야가와 아침시장,진야앞 아침시장)

히다지방은 농업이 발달 .한랭한 기후 ,깨끗한 자연

에서 길러진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맛볼 수 있다 .

현지인들과 교류하면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토산품

점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다양한 상품을 팔고 있다 .

히다지방은 물과 공기가 깨끗하고 , 밤낮의 기온차가 크며 , 농업기술 
수준이 높은 농가가 많아 맛있는 야채와 과일의 주생산지로 발달하였
다 . 초여름부터 가을에는 토마토 , 시금치 , 옥수수를 비롯하여 각종 야
채와 산나물이 , 겨울에는 저장과 가공에 적합한 무우와 붉은 순무 등
이 생산된다 . 히다 파 , 스쿠나 호박 등 지역 독자의 품종도 많다 . 과일
은 봄의 향기를 전해주는 달콤한 딸기와 앵두를 비롯하여 , 복숭아 , 멜
론 , 사과 등이 유명하며 , 사과주스와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생산량이 
많다 . 가을의 수확기에는 생산농가에서 사과따기 체험을 할 수 있다 .

17 세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다카야마의 아침 재래시장 . 미야가와 강
변과 다카야마 진야 앞에 수십 개의 간이텐트가 세워져 매일 아침 12
시까지 열린다 . 국내외 관광객에게 많은 인기가 있다 . 방금 전 밭에서 
수확한 신선한 야채를 비롯하여 과일과 꽃 , 절임류 , 된장 , 떡 , 과자 ,
민예품 등 상품의 종류가 많다 . 절임류와 된장 , 토산품 등은 각 가정
에서 직접 만든 것이 많으며 , 토산품점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진귀한 
상품도 있다 . 주변에는 향토과자를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가게도 있
다 .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제스추어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어 , 재미있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 .

다카야마 시내에서 차로 수십분을 달려 교외로 가면 야
채밭과 과수원이 펼쳐진다 . 오쿠히다 온천으로 가는 길
에서도 이러한 풍경을 볼 수 있다 . 야채와 과일 외에도 
쌀 , 버섯류 ( 표고버섯 , 팽이버섯 ), 산초 등을 재배하고 
있다 .

주로 제철에 수확되는 농산물을 팔기 때문에 계절
에 따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식품이 다르다.눈
이 많이 내리는 겨울은 농산물이 적기때문에 가공
식품과 보존식품이 많다 . 다카야마에서 가장 인기
가 많은 식품은 히다지방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 붉
은 순무 절임이다 . 선명한 붉은색과 달고 새콤한 맛
이 특징 .
 
● 6:00 〜 12:00（겨울은 7:00 〜 12:00）
●무휴 0577-551-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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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년대에 견당사 ( 遣唐使 ) 로서 장안에 머물렀던 유학생들이 경신
신앙 ( 경신 ( 간지의 하나 ) 날에 자지 않고 몸을 신중히 하면 장생할 
수 있다는 신앙 ) 과 함께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것이 그 기원이라고 
전해진다 . 사루보보는 품안에 안는 인형으로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
된 것으로 전해진다 . 사루보보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기원하여 , 
엄마가 손수 만들어 주는 관습에서 유래하여 순산 , 부부원만 , 인연을 
맺어주는 부적이 되었다 .
일본의 타 지방에서는 없어진 이 풍습은 히다지방에만 유일하게 지금
까지 남아 있다 .
원래 사루보보는  전신이 빨간색인데 이것은 , 빨간색이 유행병을 막
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 얼굴에 눈을 그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지만 ,
최근에는 눈을 그려 넣거나 예쁜 색깔의 천으로 만든 선물용 사루보보 
인형이 많다 . 

흰 바탕에 빨강・파랑・노랑・초록…과 같이 선명한 색으로 염색한 천 . 
콩즙에 안료를 풀어서 염색한 후 찬 바람에 말리면 천이 선명한 색으
로 물든다 . 제례 의상용으로 만들었던 전통이 있어 , 다카야마 마쓰리
에서 공연되는 춤 의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봉황.용을 모티브로 하여,
풍부한 색채를 사용하여 염색하고 있다 .。

사루보보는 아기 원숭이란 의미 .액막이와 인연을 

맺어주는 부적으로 이 지방에서 인기있는 선물 .

냉혹한 추위가 만들어낸 선명한 색

 전통적인 액막이 부적 사루보보  선명한 색채 히다조메 ( 히다염색 )

지금은 대인기 케릭터가 된 사로보보 . 사로보보 키
티와 풍수 사루보보 , 재물운을 가져다 주는 황금색 
사루보보 ,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은색 
사로보보 등 종류도 다양하다 . 인형 , 열쇠고리 , 폰 
액세서리와 같은 다양한 사루보보 기념품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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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 藍 ) 으로 염색한 감색의 천에 실로 문양을 누벼서 만드는 천제
품 . 옛날 히다지방의 여성들이 자기가  짜서 만든  기모노에 좋아하는 
문양을 실로 누빈것이 그 기원 . 누벼서 다양한 문양을 만드는데 , 심플
하면서도 가련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
다 . 주로 흰실을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색의 실을 사용하여 컬
러풀하게 완성하는 작품도 있다 . 이불 , 보자기 , 받침 젚시 , 의류 등 
상품의 종류도 많다 .

정성스러운 수작업 .튼튼하고 세련된 천제품 .여성

이라면 놓칠 수 없는 실용적인 상품이 많다 .

장인의 고도의 기술에 의해 

섬세한 부분과 풍부한 표

정까지 표현된 , 산간지방에 

어울리는 미술품

 모던한 문양 히다 사시코  나뭇결과 광택이 아름다운 일위일도조 (이치이잇토보리)

주목 ( 朱木 ) 을 재료로 하여 숙련된 조사 ( 彫師 ) 가 정성스럽게 조각
하여 채색하지 않은 작품 . 약 200 년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 주
목 특유의 가는 나뭇결과 아름다운 광택은 살리고 , 조각칼의 흔적은 
남김으로 우아함과 거칠음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특징 . 제품은 불
상,탈,동물,용과 같은  전설상의 동물,행운을 가져다 주는 고양이(마
네키네코 ) 등 다양하다 .
주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광택이 더해져 멋스럽기 때문에 상자에 넣어 
두지 않고 장식하는 것이 좋다 . 고가의 장식품 외에도 네쓰케 ( 돈주머
니 · 담배 쌈지 등을 허리띠에 매달기 위해 사용했던 세공품 ), 폰 액세
서리 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소품도 있다 . 

사용되는 주목은 수령이 수백년 되는 것도 있다 . 나무
를 횡단면으로 잘라 4 〜 5 년간 건조시킨 원목이 사용된
다 . 나무의 내면은 바깥쪽의 약１cm 는 하얀색이고 , 나머
지는 심까지 붉으며 색깔의 경계가 확실하다 . 이러한 특징
을 살린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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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쿠라 관음의 기도를 받은 말그
림 . 8 월 1 일에서 15 일까지 다카
야마 시내에 있는 야마자쿠라 신사
에서 개최되는 에마이치 ( 말그림 시장 ) 에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다 . 마쓰쿠라 관음 , 소겐지 절에서도 가미에마를 판매하고 있다 . 말 
머리를 집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현관에 붙여 두면 ,1 년간 가족이 다치
지 않고 질병없이 지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옛날에는 말을 사육하는 
집이 많아 , 자기집에서 소유하는 말털의 색과 유사한 말 그림을 사는 
관습이 있었다

아름답고 가벼운 칠기 

히다 슌케이
고품격 자기  

시부쿠사야키

편안하고 아름다운 

히다 가구
생활식기 

야마다야키

무병식재 ( 無病息災 ) 를 기원하는 

가미에마 (종이 말그림)

작은 가마의 아이디어 상품 

고이토야키

천연 나뭇결을 살린 투명하고 
아름다운 칠기 .가볍고 튼튼하
며 아름다워 일본의 전통공예
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

감상용으로도 생활식기로도 좋
아요 . 기품과 화려함을 갖춘 
다카야마의 대표적인 도자기

꼭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가구로 
가득 ! 나무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이 
안정감 있는 생활공간을 만든다 .

다카야마의 서민에게 긴 세월 
사랑받아 온 소박하고 사용하기 
쉬운 일상생활용 도자기

가내안전 (家内安全 ) 을 가져
다 주는 행운의 말그림

사용할수록 색감이 좋아지는 
모든 생활식기가 수제품

히다의 산들이 제공하는 풍부한 목재를 사용한 대표적인 목공예품.16세기 
이래 다카야마의 특산품.소재는 천연 노송나무와 화백나무.①나뭇결의 
아름다움을 살려 깎아내는 목공장인과 광택이 나는 옻을 반복해서 칠하는 
옻칠장인의 기술이 완벽한 경지에 이른것이 슌케이이다.
일본칠기의 대부분이 검은색과 주홍색이지만,히다 슌케이는 투명한 옻을 
반복하여 칠하기 때문에 나뭇결의 아름다움이 살아있고 광택이 나는 호박색
이다.디자인은 심플하며,간단한 손질과 함께 사용할수록 투명감이 더욱 살
아나기 때문에 식기로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길게 애용할수 있는 공예품.

약 170 년전 유명한 도자기　산지인 세토와 구타니에서 장인을 초빙하
여 자기를 굽기 시작한 것이 기원이다 .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석 ( 陶
石 ) 을 사용한 자기가 중심 . 흰 바탕에 남빛무늬를 넣거나 , 빨간색을 
사용하여 덩물무늬나 석류모양을 그려넣은 품위있는 자기를 구워내는 
가마와 화려한 벚꽃문양으로 유명한 자기를 판매하는 상점 등이 있다 .
평일에 가마를 안내해 주는 가게도 있다 .( 예약이 필요함 ,3 명정도 , 일
본어

산림자원이 풍부한 히다지방에는 목재 가공
업이 번성.가구생산은 약 100년전부터 시
작되어, 일본을 대표하는 서양식 가구로서 유명하다.일찍부터 목재를 구
부려서 가공하는 기술이 확립되어, 유럽과 미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
며,현재에도 수출용 가구가 많다.해외 유명 디자이너와 제휴하여 새 상품
을 개발하기도 한다.나무의 색,나뭇결을 살린 아름답고 세련된 디자인도 
인기.편안하고 안락한 의자를 비롯하여 테이블,책상,수납가구,침대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다카야마 시내에는 많은 제조메이커가 있으며,쇼룸
에서 제품을 볼 수 있다.

옛부터 시부쿠사야키 , 고이토야키가 주
로 상류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반면 ,
야마다야키는 처음부터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양념용 절구와 밥공기를 생산해 왔다 .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 , 장식이 적은 소박한 분위기의 그릇을 만들고 있다 . 옛날에는 이 
지방 수전 ( 水田 ) 의 흙을 사용하였다고 전해진다 . ①유노미 ( 녹차용 
찻잔 ), 밥공기 , 돗쿠리 ( 술병 ) 등이 있으며 , 심플한 디자인의 양념통
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마쓰쿠라 관음의 기도를 받은 말그림. 
8월 1일에서15일까지 다카야마 시내
에 있는 야마자쿠라 신사에서 개최되는 에마이치(말그림 시장)에는 많
은 관광객이 방문한다.마쓰쿠라 관음, 소겐지 절에서도 가미에마를 판매
하고 있다.말 머리를 집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현관에 붙여 두면,1년간 가
족이 다치지 않고 질병없이 지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옛날에는 말을 사육
하는 집이 많아,자기집에서 소유하는 말털의 색과 유사한 말 그림을 사는 
관습이 있었다

히다지방에서 가구생산 기술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나무를 구부리는 ‘곡목 ( 曲木 )’ .　먼저 목재에 물
과 열을 가하여 손으로 구부릴 수 있을 때까지 부드럽게 한다 . 다음으로 나무를 구부린 상태에서 틀에 
넣어서 건조시킨다 . 그렇게 하면 목재가 굽은 형태로 고정된다 . 완성되었을 때 곡선의 아름다움을 표
현할 수 있는 것과  목재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점이다 .



국제소포

항공편

http://www.post.japanpost.jp/int/service/i_parcel_en.html
（일본우편 공식 홈페이지・한국어）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요금과 배달 소요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post.japanpost.jp/cgi-charge/index.php?lang=_en 
（한국어）

T일본에서 한국으로 짐을 발송할 경우,우체국에서EMS(국제 

특급우편),항공편,선편,이코노미항공(SAL)편 등,발송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길이

높이

너비

횡주(横周 ) ＝（높이×２）+（너비×２）

①길이란 우편물의 가장 긴 변을 

말합니다.

①횡주란 길이 이외의 방향으로 최대가 

되는 둘레길이를 말합니다.

■ 짐크기：길이（최대변）＝1.5ｍ이내,길이＋횡주（（높이×２）＋

（너비×２））＝3ｍ이내

■ 중량：원칙30kg까지. 2kg이내의 짐이라면 소형포장물로써 보다 

저렴하게 발송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금지품 등：우편물이 그 국가의 금지품인 경우 반송되거나 

세관에서 몰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보내는 물건의 금액,량 

등에 따라 관세와 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한 

경우에는 통관수수료도 함께 청구되기도 합니다.

예)기후현에서 한국 서울시에 2kg의 짐을 보내는 경우

요금 배달 소요일수

이코노미항공（SAL）편

EMS 
（국제특급우편）

선편

3,000엔

소형포장물2,150엔

국제소포2,750엔

취급하지 않습니다.

소형포장물1,080엔

국제소포1,750엔

2일

3 ～ 6일

서울 2주간 전후

18

Hida mind tricks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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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a mind tricks技

for Korean

하나의 나무토막으로 만드는 

우토 국자

햇빛을 가려주는 삿갓 

히다 미야무라 히노키가사 이치이가사

국자는 국물이나 익힌 음식을 공기나 접시
에 뜨는데 사용하거나,후라이팬에 볶음요
리를 할때 사용하는 도구.다카야마시 남부
의 구구노지구에서 만드는데 한때는 생산하
던 마을이 없어져 중단되었지만,뜻있는 사
람들에 의해 10년전부터 생산이 재개되었다.재료는 히다지방에서 많이 
자생하는 가볍고 부드러운 낙엽수인 후박나무.손잡이 부분과 국물을 뜨는 
둥근부분으로 구성되는데하나의 나무토막을 깍아 만든다.

햇빛을 가리기 위해 머리에 쓰는 삿갓으로,
약 250년전부터 만들어져 왔다.주로 밭일
을 하는 농민들이 사용해 왔으나,낚시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히다지방에서 벌
채되는 노송나무와 주목나무를 원료로 하고 
있다.노송나무와 주목나무의 독특한 향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통기성이 좋아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주며,비가내리면 소재가 수분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비를 
차단해 준다. 사용년수가 긴 것이 특징으로 10년이상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의 나무토막으로 만드는 

우토 국자
국자는 국물이나 익힌 음식을 공기나 접시
에 뜨는데 사용하거나,후라이팬에 볶음요
리를 할때 사용하는 도구.다카야마시 남부
의 구구노지구에서 만드는데 한때는 생산하
던 마을이 없어져 중단되었지만,뜻있는 사
람들에 의해 10년전부터 생산이 재개되었다.재료는 히다지방에서 많이 
자생하는 가볍고 부드러운 낙엽수인 후박나무.손잡이 부분과 국물을 뜨는 
둥근부분으로 구성되는데하나의 나무토막을 깍아 만든다.
 

무병식재 ( 無病息災 ) 를 기원하는 

가미에마 (종이 말그림)
마쓰쿠라 관음의 기도를 받은 말그림. 8월 1일에서
15일까지 다카야마 시내에 있는 야마자쿠라 신사에
서 개최되는 에마이치(말그림 시장)에는 많은 관
광객이 방문한다.마쓰쿠라 관음, 소겐지 절에서도 
가미에마를 판매하고 있다.말 머리를 집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현관에 붙여 두면,1년간 가족이 다치지 
않고 질병없이 지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옛날에는 
말을 사육하는 집이 많아,자기집에서 소유하는 말털의 색과 유사한 말 그
림을 사는 관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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飛騨高山獅子会館 からくりミュージアム

kokubunji E
国分寺東

飛騨高山まちの博物館

5.5

꼭두각시 박물관

히다 다카야마 역사미술 박물관

꽃구경 족욕탕

사쿠라 족욕탕

松之木町西

재해 시 대피장소
災害時避難場所

와이파이 서비스지역
Wi-Fiスポット

Hida-T
akaya

ma

한국어
韓国語

한국어
韓国語

花見の足湯

히가시야마 사찰자구

　　　　東山寺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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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るぼぼバス運行ルートSarubobo Bus
まちなみバス運行ルートMachinami Bus

「さるぼぼバス」バス停 「Sarubobo Bus」Bus StopS00

「まちなみバス」バス停M00 「Machinami Bus」Bus Stop

JR Station

バ ス の り ば

きっぷ売場 待合室 駅前
交番

JR高山駅

観光
案内所

まちなみバスのりばさるぼぼバスのりば

Tickets

「Sarubobo Bus」Bus Stop

Waiting room

Tourist Infomation

Police Box

高山濃飛バスセンター 乗り場のご案内
Takayama Nohi Bus Terminal Infomation

「Machinami Bus」Bus Stop

JR Takayama Station

世界文化センター
Hida Earth Wisdom Center

飛騨世界文化センター飛騨世界文化センター
Hida Earth Wisdom CenterHida Earth Wisdom Center

まつりの森
Matsurinomori
(Hida Takayama Festa Forest)

越後町
Echigocho

茶の湯の森茶の湯の森
Chanoyunomori

(Tea Ceremony Museum)

茶の湯の森茶の湯の森
Chanoyunomori

(Tea Ceremony Museum)
Chanoyunomori

(Tea Ceremony Museum)

合掌造りの集落　飛騨の里
Hida No Sato (Hida Folk Village)

松本家住宅
Matsumoto Heritage House 日枝神社

Hie Jinja Shrine

飛騨東照宮下
Hida Toshogu Shita
(Hida Tosho-gu Shrine)

友好の丘
Yuko No OkaYuko No Oka

飛騨の里下
Hida No Sato ShitaHida No Sato Shita

柏木工前
Kashiwa Mokko Mae

民俗館口
Minzokukan Guchi

花里町 3丁目
Hanasatocho 3chome

飛騨農協
高山支店前
JA Hida TakayamaJA Hida Takayama

煥章館
Takayama City LibraryTakayama City Library

別院前
Betsuin TempleBetsuin Temple

鉄砲町
TeppochoTeppocho

桜町
Sakura MachiSakura Machi

暎芳寺前
Eihoji TempleEihoji Temple

日下部民芸館口
Kusakabe Folk MuseumKusakabe Folk Museum

日下部民藝館口日下部民藝館口
Kusakabe Folk MuseumKusakabe Folk Museum

本町 3丁目
Honmachi 3chomeHonmachi 3chome

八幡宮前

大新町 2丁目
Ojinmachi 2chomeOjinmachi 2chome

大新町４丁目
Ojinmachi 4chomeOjinmachi 4chome

不動橋駐車場前
Fudobashi Car ParkFudobashi Car Park

市役所
Takayama City HallTakayama City Hall

朝日町
AsahimachiAsahimachi

国分寺
Kokubunji TempleKokubunji Temple

 駅西
EkinishiEkinishi

市民文化会館前
Takayama Cultural HallTakayama Cultural Hall

バリュー前
ValueValue

アスモ前
AsumoAsumo

総合福祉センター前
General Welfare CenterGeneral Welfare Center

春慶会館前
Shunkei  Lacquerware HallShunkei  Lacquerware Hall

飛騨高山春慶会館飛騨高山春慶会館
 Shunkei Lacquerware Hall Shunkei Lacquerware Hall

さんまち通り
Sanmachi StSanmachi St

まちの博物館前
MuseumMuseum

高山陣屋前
Takayama Historical Govemment HouseTakayama Historical Govemment House

高山陣屋高山陣屋
Takayama Historical 
Govemment House
Takayama Historical 
Govemment House

Takayama Nohi
Bus Terminal
Takayama Nohi
Bus Terminal

天満神社前
Tenman-gu ShrineTenman-gu Shrine

日赤前
Red Cross HospitalRed Cross Hospital

花里町 2丁目
Hanasatocho 2chomeHanasatocho 2chome

老健はなさと前
Roken HanasatoRoken Hanasato

飛騨の里
Hida No Sato (Hida Folk Village)

飛騨高山美術館
Hida Takayama Museum of Art

飛騨高山テディベア
エコビレッジ　　　　

不動橋駐車場

Hida Ttakayama Teddy BearEco Village

飛騨開運乃森
Hida Kaiunnomori

飛驒高山美術館
Hida Takayama Museum of Art

飛騨高山まつりの森
Matsurinomori(Hida Takayama Festa Forest)Matsurinomori(Hida Takayama Festa Forest)

陣屋前朝市
Jinya-mae Morning Market

高山市政記念館
Takayama City Memorial Hall

古い町並
Old Private Houses

宮川朝市
Miyagawa
Morning Market

高山屋台会館
Takayama Festival Floats Exhibition Hall

東山寺院群
Higashiyama 
Preserved
 Temples Area

飛騨高山まちの博物館
Takayama Musseum of 
History and Art

吉島家住宅
Yoshijima Heritage House

高
山
駅

Hachimangu MaeHachimangu Mae

古い町並

東山寺院群

飛騨の里

まちなみバスの
バス停標識 花岡駐車場

空町駐車場

神明駐車場

天満駐車場

駅西駐車場 高山濃飛
バスセンター

右回り

右
回
り

右
回
り

左回り

左
回
り

左
回
り

平成 24年 5月 1日改正

관광정보
   히다 다카야마 관광안내소 

℡0577-32-5328（영어대응 가능）

영업시간8:30 ～ 18:30（4 ～ 10월）、8:30 ～ 17:00（11 ～ 3월）연중무휴

   오쿠히다 온천마을 종합안내소 

℡ 0578-89-2458

영업시간10:00 ～ 17:00 연중무휴

숙박정보
   오쿠히다 온천마을 종합안내소 ℡ 0578-89-2458

영업시간10:00 ～ 17:00　연중무휴

   종합 숙박 예약센터 Tel 0577-33-1181　

영업시간9:00 ～ 17:00　정기휴일：일요일,12/30 ～ 1/3

   민박・펜션 예약안내Tel 0577-33-8501

영업시간10:00 ～ 17:00  정기휴일：화요일,12/30 ～ 1/3

교통정보
   철도정보

ＪＲ도카이 전화센터Tel 050-3772-3910　

   버스정보

노히버스 예약센터Tel 0577-32-1688（영어대응 가능）

   도로정보

일본 도로 교통정보 센터(기후현내의 고속도로,일반도로) Tel 050-3369-6621

긴급 연락처
   사건・사고에 관한 경찰 신고 110(긴급사항이 아닌 경우 Tel 0577-32-0110）

   화재・구조・구급차 119(긴급사항이 아닌 경우 Tel 0577-32-0119)

   종합병원  다카야마 적십자병원 Tel 0577-32-1111

            　　구미아이 후생병원 Tel 0577-32-1115

   AMDA 국제 의료정보 센터 Tel 03-5285-8089　9:00 ～ 20:00

(영어,중국어,한국어,스페인어,태국어 대응가능)

おとな こども

この乗車券でご利用できる路線は「まちなみバス」
「さるぼぼバス」[のらマイカー」です。

1日フリー乗車券フリー乗車券

600円 300円
Machinami Bus & Sarubobo Bus One day ticket

Elementary school studentsAdults

運賃のご案内 Bus Fares

おとな
こども100円
(Free:under six years old)Machinami Bus

おとな200円こども100円 Elementary school 
students

Adults
Sarubobo B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