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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일본의�수도・교토에서�멀리�떨어져, ‘미치노쿠(길의�안쪽 
깊숙한�곳이라는�뜻)’이라�불리었던�오슈�히라이즈미에는�독자적인 
황금문화가� 꽃피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죽은� 이들의� 진혼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평화를� 기원하며� 지어진� 사원과� 정원, 
유적들이, 지금도�이�땅에�남아있습니다. 또�하나의�일본을�찾아서, 
히라이즈미로�오세요.

나 만 의 � 일 본 을 � 찾 아 서



분홍빛� 벚꽃이� 알리는� 이와테의� 봄. 초록� 대지를� 상쾌한� 바람이 
스치고�지나가는�여름, 모든�초목이�울긋불긋�물드는�가을, 은빛 
세계가�펼쳐지는�겨울의�눈. 계절마다�전혀�다른�경치를�보여주는 
이와테에서는� 계절마다� 음식과� 사는� 모습도� 변화합니다. 당신은, 
어느�계절을�여행해�보고�싶으신가요?

이와테의�사계와�만난다



일본의�전통적�시골�축제, 지방이기에�볼�수�있는�소박한�민예품, 
민화와�오랜�옛�이야기, 전통�가옥과�시골�생활�체험. 옛날�좋았던 
일본다움을�피부로�느낄�수�있는�것이�이와테�여행의�매력입니다. 
성실하고�온후하며�친절함이�넘치는�이와테�사람들과의�만남도, 
여행의�추억�중�하나가�될�것입니다.

순수한�일본이�여기에�있다



많은�온천이�솟아, 일본�유수의�온천지로�알려진�이와테. 옛날부터 
질병�치료나�건강을�위해�이용된�온천은, 지금은�인기있는�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와테의� 풍부한� 식재료와� 향토음식도� 여행에� 빠질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자연의� 은혜와� 개방감에� 몸을 
맡겨보세요.

오감을�통해�알게�되는�이와테의�매력



고대일본의�황금문화
세계유산 ‘히라이즈미’의�여행

히라이즈미

히라이즈미를�다스린�초대�후지와라노�기요히라가 
건립한� 불교� 사원. 금박과� 자개� 세공으로� 장식된 
‘곤지키도’ 불당은� 전란의� 세상에� 평화를� 바랐던 
히라이즈미�문화의�상징입니다.

주손지(곤지키도�불당)
세계유산

동영상



동영상 

정토정원과�히라이즈미의�전통문화
히라이즈미

세계유산

후지와라� 가문의� 시대, 국내� 최고의� 훌륭함을 
자랑했다고� 전해지는� 불교� 사원. 자연의� 풍경을 
담아�조영된�정토정원이�지금도�남아있습니다. 

모쓰지(정토정원)

모쓰지�고쿠스이노엔
(매년 �월 �번째�일요일)

정토정원에�흐르는�물을�무대로, 의상을�갖추어 
입고�와카(和歌:일본�고유의�시)를�읊는�헤이안 
시대의�놀이를�재현.

엔넨노마이�춤
(모쓰지�하쓰카야사이�축제／�월 ��일)

모쓰지� 사원� 창시로부터 800년간� 이어져� 온 
정월의�전통�행사. 장수를�기원하기�위한�아름다운 
춤이�펼쳐집니다. 

동영상



세계유산 세계유산 세계유산

후지와라� 가문의� 전성기에� 조영된� 사원� 터. 거의� 완전한 
정토정원의� 유구를� 볼� 수� 있으며,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3대손�후지와라노�히데히라가 10엔�동전에�그려진�교토의 
뵤도인� 호오도� 불당을� 따라서� 건립한� 사원� 터. 초석과 
정원터가�남아있습니다.

무료코인�사원�터 간지자이오인�사원�터 긴케이�산
주손지와�모쓰지의�중간에�있는�피라미드와�같은�원추형의 
산. 히라이즈미�거리�조성의�기준이�된�상징적�존재.

세계유산 ‘히라이즈미’의�구성자산과�관련시설�둘러보기
닷코쿠노이와야비샤몬도�불당

후지와라�가문보다�오래된 1200년�전의�사원. 바위굴에 
세워진�불당과�암석에�새겨진�대불상을�볼�수�있습니다.

히라이즈미의�유적에서�발굴된�출토품과�세계유산 
히라이즈미의�역사문화를�해설�및�전시.

히라이즈미�문화유산�센터

히라이즈미
동영상



세계유산을�둘러본�뒤에는�온천에�들어가보세요. 
히라이즈미에는�숙박도�가능한�온천숙소뿐�아니라, 입욕만 
가능한�온천시설도�있어서�여행의�피로를�따뜻한�욕조에서 
풀�수�있는�일본만의�휴식�체험을�만끽할�수�있습니다. 

히라이즈미의�온천에서�일본만의�휴식�체험

히라이즈미�온천�유큐노유

히라이즈미

매년� 봄(5월 1일~５일)과� 가을
(11월 1일~3일)에�개최. 봄에는 
히라이즈미의�역사장면을�재현한 
‘미나모토노�요시쓰네의�동쪽�이동 
행렬’을�볼�수�있는�큰�이벤트.

곤지키도�불당에서�발견된 800년�전의�씨앗에서 
꽃을�피운�고대�연꽃. 모쓰지의�정토정원�안에�있는�붓꽃�정원. 초여름에 

절정을�맞이합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사원을� 행진하는� 신춘 
기도�의식. ‘엔넨노마이’ 춤을�봉납합니다.

10월�중순부터, 히라이즈미�사원의 
나무들이�단풍을�뽐냅니다.

겨울에는�눈이�쌓여�다른�계절과는 
완전히�다른�경치를�볼�수�있습니다. 

주손지와�모쓰지를�잇는�현도로의�벚나무 
가로수가�봄이�왔음을�알립니다.

단풍�풍경

눈�경치

후지와라 
마쓰리(축제)

히라이즈미의�사계와�축제

주손지�연꽃 모쓰지�붓꽃�축제
(�월 ��일~�월 ��일)

모쓰지�하쓰카야사이�축제
(�월 ��일) 미코시(신을�모신�가마)가�히라이즈미�지역을�도는 

동안�길가에서�가마를�향해�부정한�것을�씻어주는 
물을�뿌리는�축제로, 7월�중순에�열립니다.

히라이즈미�미즈카케�미코시

벚꽃

동영상



상서로운�자리에�나오는�일본�음식�중�하나, 떡�요리. 
작은�떡을�다양한�맛으로�먹는�것이�히라이즈미의 
떡�요리�방식입니다. 

떡�음식문화
이와테�미나미규

한꺼번에�담아내는 
형식의�완코소바

전통�공예품인 ‘히데히라�칠기’의�작은�그릇�수십 
개에�메밀국수와�튀김�등의�요리가�담겨�나옵니다.

이와테현�남쪽에서�생산된, 고운�마블링이�특징인 
고급�와규(일본�소고기).

히라이즈미

선명한�색깔의�히라이즈미�전통�접대�음식
히라이즈미의�음식



지장�인형
(난부�철기)

난부�철기
유리

히라이즈미의�황금문화를�지탱해�온�장인의�기술을�접한다
히라이즈미의�기술

히데히라�칠기

히라이즈미의�기념품

그림�붙이기�체험

후지와라�가문 3대손�히데히라의�흐름을�이어받은, 
마름모꼴�금박장식이�특징인�옻칠�목제�식기.

이와테의� 전통공예품인� 난부� 철기와 
유리공예품, 일본다운�민예품을�여행의 
기념으로�추천합니다.

히라이즈미의� 전통공예, 히데히라� 옻칠� 체험. 
젓가락�등에�옻으로�그림을�그려�세상에�하나뿐인 
작품을�만드세요.

해보세요 !

히라이즈미

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