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현 관광정보

한국과 시가의
관계를 찾아본다!

머리말 -이 리포트를 만든 이유龍谷大学(류코크)대학교〔Ryukoku University〕는ㅤ370년이상의 역사있는 유서 깊은 대학교입니다.
1982년에 滋賀県(시가현) 大津市(오쓰시)에 새로운 Campus가 개설되어ㅤ1996년에 국제문화학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학부에서는 단기 장기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여러 외국 유학생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하나로서 2009년11월27일에 한국교원대학교(ＫＮＵＥ)에서 32명의 학생들이 찾아왔고 국제문화학부에서 한국
어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깊은 교류를 이루었습니다.
그 때 한국어로 일본문화나 관광정보를 설명하는 어려움을 느낀 류코크대학교 학생들은, 일본관광안내를 위한 잡지를 만들
기로 했습니다. 2011년1월에 잡지라는 매체가 되어, 지금 본 사이트에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올해는 그냥 안내서가 아니라 좀 더 재미있는 정보를 전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류코크대학교 국제문화학부가 있는 滋賀(시가)는 옛날부터 한국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그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깊은 정보를 한국분들에게 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조사는 류코크대학교국제문화학부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받고 있는 수업의 하나입니다. 이 조사 목적은 한국
어실력은 아직이지만, 지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실력으로 무엇인가 전해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한국분들에게 있어서 시가현의 매력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일본문화등을 더 깊이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또 표현적으로는 모자란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
용을 보시고 나서 일본 시가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리들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사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취재에 응해 주신 미이데라 福家씨･햐크사이지ㅤ浜中씨・
아매노모리효슈안ㅤ平井씨・히노죠관공서,열심히 조사를 해ㅤ준 학생들, 번역 체크를 해 준ㅤ李愛美씨、黄連花씨, 취재를
도와준ㅤ浅井志織씨, 趙智英씨, 그 사업을 지켜봐 주신 대학교 교무과직원분들, 그리고 포린 켄트교수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3
8


햐쿠사이지





귀실신사

12



16







아메노모리 호슈안

미이데라





아메노모리 호슈안


햐쿠사이지




귀실신사

미이데라

2

ㅤㅤ 한국과 시가의 관계를 찾아본다!


햐쿠사이지
히가시오무미시 햐쿠사이지쵸

그 조사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햐쿠사이지는 사가현ㅤ東近江市(히가시오미시)에 있는 天台宗(천태종)의ㅤ절

교토역에서 어떻게 가면 좋습니까?
교토역에서 JR西日本(니시니헌)琵琶湖(비와코)선 「近江八幡(오미하치만)역」에서 하차
→近江(오미)철도 「八日市(요카이치)역」에서 하차
→택시를 타서15분 （순환 버스도 있습니다）

桑鶴洋行 (쿠와주루 히로유키)

※봄.가을은 셔틀버스운행

田中優衣 (다나카 유이)

언제 세웠졌습니까?

福山知佳 (후쿠야마 치카)
우리는 한국에 흥미가 있어서 대학교에서 한
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햐쿠사이지의 유래가 쓰여진 책에 의하면 606년10월21일에 세워졌습니다.

누가 왜 세웠습니까?
햐쿠사이지는 聖徳太子(쇼토쿠타이시)〔574˜662년〕에 의해 세워졌으며 도래 민족을 위해

우리가 다니는 龍谷(류코크)대학교가 위치하

서 창건된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당시 백제나라는 정치 외교･군사적으로 부족한 면

고 있는 시가현과 한국은 실은!!역사적인 깊

이 있어 망국시기를 대비하여 국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피

은 관계가 있습니다.ㅤ그 하나가 바로 百済

난 장소로 일본이 적당하다고 여겨 고구려 출신의 스님・慧慈(혜자/에지)가 파견되었습니

寺（햐쿠사이지）입니다.

다. 그리고 거기에서 쇼토쿠타이시를 만나 두 사람은 밀접한 사제관계가 되었습니다.

햐쿠사이지에 오셔서 부디 한국과의 관계를

어떤 역사, 그리고 한국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느껴 봐 주십시오.
쇼토쿠타이시는 606년 고구려에서 파견된 스님ㅤ 慧慈(애지/혜자)〔？˜623년〕와 함께 八
日市 （요카이치）에 계셨을 때, 동쪽 산속에서 이상한 빛을 내는 거목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목 윗부분이 백제에 있는 龍雲寺(용운사)의 본존을 만들기 위해서 운반해진
것을 애지한테서 듣고, 쇼토쿠타이시는 그 땅에 「百済」라는 이름을 붙인 햐쿠사이지를 창
건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의 뿌리 있는 줄기에 햐쿠시이지의 본존･十一面観
音(십일면관음)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본존은 ①뿌리 있는 立木(나무)라느 뜻과,ㅤ②
백제의 선진문화・기술을 일본에 이식했다는 뜻으로 「植木観音(우에키관음)」이라고 합니
다. 그리고 백제 용운사와 같은 나무로 만든 「同木二体의 관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의 선진 기술・문화가 백제로부터 일본에 이식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하여 일본과
한국은 한일교류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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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는데 그게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우
선 놀랐습니다. 아쉽게도 실물을 보지 못했
지만 평소 쉽게 보지 못 하는 聖徳太子孝養
像(쇼토쿠타이시효양상)이나ㅤ 아름다운 如
意輪観音半跏思惟像(여의륜관음반가사유
상)에 관한 소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게다가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리고 이번에 시가현과 한국에 있는 깊은 관
계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류코쿠대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여섯명의 조

쇼토쿠타이시가 恵慈(애지)와 같이 발견한

사자는 한국 삼국시대의 한 나라인 백제나

나무로 만들어진 본존입니다만, 여러 재난을

한국과 일본의 교류의 원점・상징이라고도

라와 같은 이름인 「百済寺(햐쿠사이지)」에

벗어나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

할 수 있는 십일면관음의 역사를 안 학생들

갔습니다.ㅤ어떤 장소에 어떤 식으로 현존하

주지스님당 1번만 공개하시는데 그 때만 볼

은 국제교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문을

고 있는지 또는 주지스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마나

계속했습니다.

들 수 있는지 흥미로운 마음으로 그 절에 향

카 주지스님은 이미 1번 2006년도에 공개하

했습니다.

셨기 때문에 새로운 주지스님으로 교체될 때
까지는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그 절에 도착하니 부드러운 미소로 마중 나

건 뿌리가 있는 상태로 조각해지고 있어서

와 주신 하마나카 주지스님. 비가 올 것 같

이동할 수 없는 너무 커다란 관음보살입니

은 흐린 날씨였는데 절 전체가 신록에 둘려

다. 그런데 織田信長(1534˜1582)의 火攻

쌓여서 상쾌한 마음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화공)을 당했을 때 그 관음보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마나카 주지스님께 햐쿠사이

8km 산을 올라가 「奥の院」(오쿠노인)에 옮

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각자가 준비한 질문을

겼습니다.

여쭤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약 1400년도 전에 조각해진 것
이니 설마 아직끼지 현존하지 않다고 생각하

福山知佳

百済寺과 국제교류에 관해서
Ｑ．지금도 햐쿠사이지와 한국간에 교류가
있습니까??
7세기경,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가 살
았다는 햐쿠사이지에는 ,그들이 남긴 수많은
문화유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백제로부터 도래인과 일본인사이에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햐

桑鶴洋行

十一面観音에 대해서
저는 한 나무 윗부분으로 백제 류운지 본존
을, 밑부분 나무로 햐쿠사이지 본존이 만들
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졌
습니다. 왜냐하면 시가현과 한국이 옛날부터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
다. 그 밑부분 나무로 만들어진 관음보살은
햐쿠사이지에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지 또 실
제로 그 나무가 자라고 있는 장소를 알고 싶
습니다.
원래 햐쿠사이지 본존은 十一面観音菩薩像
（십일면관음보살상）이라고 불려지고 별명 植
木観音 “우애키칸논” 이라고도 합니다. 이
것은 聖徳太子(쇼토쿠타이시)를 위해 발견
된 나무가 처음부터 윗부분이 없는 상태였고
뿌리가 있는 밑부분의 나무에 본존을 조각하
기 시작한 것에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당시 백제 문화가 일본에 뿌리내렸

如意輪観音半跏思惟像 (여의륜관음반가사유상)

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ㅤ

4

햐쿠사이지

쿠사이지에 한국과의 교류가 있는지 의문이

가서 백제나라가 있었던 방향으로 향한 채

線망향선（그리워 하며 바라봤다는 뜻」이라

생겨, 주지스님께 여쭤 보았습니다.

주지스님의 말씀을 듣고 학생들은 당시 일본

고 명명하셨던 것도 납득이 갑니다.

에 도래한 백제사람들의 마음을 느끼며 더
한국에서 매년 10월에 열리는 백제문화제라

햐쿠사이지는, 또 한국의 용운사와 깊은 관

질문을 했습니다.

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나무로 두개 불상

는 축제가 있는데 작년에 10주년이어서 하마
나카주지스님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田中優衣

이 만들어진 것인데, 윗부분의 나무로 만든

아쉽게도 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

북위35.1도선에 대해서

것은 용운사에 있고, 밑부분 나무로 만들어
진 것은 이 햐쿠사이지의 본존으로서 모셔지

에 남은 백제의 문화유적의 대표중 하나로
서 참석해 교류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Ｑ．햐쿠사이지처럼

축제는 공주시와 부여군의 합동개최로 열려,

치하는 절은 한국에도 존재합니까?

지 않습니다.

햐쿠사이지는 그 이름대로 백제계의 도래인

그렇지만 옛날부터 한일을 잇는 다리가 된

을 위해 세워진 절이라고 합니다. 신라가 3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3대문화제의 하나로 유명하며,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기 위한 문화제
라고 합니다.

북위35.１도선상에 위

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백제의 사람들은 일

또 햐쿠사이지에는 현재, 한국에서 수학여행

본의 시가현에 쫓기듯이 옮겨 살았다고도 합

이나 개인여행으로 방문하신 분들도 많습니

니다.

다. 그래서 현재 간판 등을 한국어로 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처럼
1400년 이상이나 옛부터 한국과 일본간에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보다
한국을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운사는 현재 존재하

햐쿠사이지에 오셔서 정원으로부터 한국을
향하여 경치를 바라보시고, 당시의 백제 사
람들의 마음을 느껴 봐 주십시오.

이 절은 북위 35.1도 선상에 세워졌고 그 위
도는 백제 나라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햐

ㅤ 이번에, 한국에도 35.1도 선상에 절이 있

쿠사이지의 정원으로부터는 시가현八日市

는지 조사해 보았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요카이치)의 경치, 比叡山（히에산）･比良山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도가 가지는 깊은

(히라산)도 구경할 수 있지만 백제나라를 향

뜻을 알 수 있었고, 백제계 도래인의 마음을

하여 바라 볼 수 있게 세워졌습니다. 35.1도

느끼면서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상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당시의 백제계의
ㅤ한일교류의 원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햐쿠

도래인이 모국을 그리워하면서 서쪽의 백제

앞으로 한일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었으면

사이지에는 마침 백제 나라가 보이는 것 같

를

좋겠습니다.

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天下望遠

고,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

の庭園(천하망원의 마당)」입니다. 그 마당에

마나카 주지스님이 이 35.1도를 「백제 望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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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

너무 친절히 설명해 주신 하마나카ㅤ주지스
님. 우리는 정성의 손길 간 햐쿠사이지, 하마

나카ㅤ 주지스님의 정중한 설명으로 햐쿠사
이지가 소중히 지켜지고 계승된 절이라는 것
을 느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더 발

1

전될 것을, 한일교류의 상징・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햐쿠사이지에서 기원하며 집으로 향
했습니다.

그밖에 햐쿠사이지의 매력을 3가지 더 소개
하겠습니다.

2

１．햐쿠사이지가 있는 장소는 원래 300평
이며, 주위 모두 합치면 1000평이나 될 정도
로 「나라의 사적」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２・제주도 출신의 학생이 졸업작품으로 만
든 오브제를 35.1도선을 향해 놓아두었습니
다.
３・「소원의 큰ㅤ짚신」이 한결레 있는데, 처
음은 50cm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2.7m정도

3

크기까지 커졌습니다. 만지면 건강해진다 해
서 관광객들은 짚신에 돈을 꽂아 건강을 빕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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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쿠사이지

햐쿠사이지를 찾아서・・・

浅井志織
(아사이 시오리)

2011년6월12일에 한국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절, 百済寺(햐쿠사이지)에 조사하러 갔습니다.그 절의 자주님인 濱中氏가 따뜻한 마음으로
마중하셨습니다.
햐쿠사이지는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지만 초여름에도 초목이 아름답고 상쾌하며 해방
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06년 聖徳太子(쇼토쿠타이시)와 고구려에서 파견된 스님 慧慈(애지/혜자)는 산 속에서 빛나는
거목을 발견했습니다. 애지에 의하면 그 거목의 윗부분은 백제에 있는 龍雲寺(용운사)의 불상을
만들 때 사용됐다고 합니다.쇼토쿠타이시는 남은 아랫부분으로ㅤ 햐쿠사이지의 불상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용운사를 본 뜬 햐쿠사이지를 창건했습니다.
또 당・신라군과의 전쟁에 지고 백제를 벗어나 도망쳐 온 도래 민족이 남향해서 이 땅에 정착했
다고 합니다.
이 처럼 햐쿠사이지는 일본과 한국의 깊은 역사를 전하는 절입니다.
저는 광대한 땅에서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햐쿠사이지를 보면서 한국에 유학을 갔을 때 찾아간
사원이 떠올랐습니다. 도시에서 떨어진 산 속에 있는 한국의 절. 그 절을 방문했을 때처럼 마음
이 편안해졌습니다.

고지에 있는 정원에서는 시가현의
거리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서 북위35.1도선상에 880km정도
서쪽으로 향하면 백제 나라가 존재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백제를 떠나
일본으로 올 수 밖에 없었던 도래
미족이 모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1577년4월11일 햐쿠사이지도 織田
信長(오다노부나가)의 화공을 당했
니다.
그 당시에는 역사학자 루이스 프로
이스에 의해 ”지상의 천국”이라고
극찬 받은 햐쿠사이지의 천집의 말
사인 一千坊(이쎈보)가 있었으며
아름다운 풍경이 가지고 있는 절이
었다고 합니다.
＊（一千坊(이쎈보)의 관한 지도.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말사가 있었다
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本堂（여기에 우에키노칸논이 모
셔 지고 있는데 秘仏(비불)이라서
우리는 못 봤지만 그 신비러운 분위
기는 니낄 수 있었습니다）

비불인 관음상은 쇼토쿠타이시가 거목의 아랫부분을 땅에 묻힌
채 새겼기 때문에 “植木의 觀音”(우에키노 칸논)이라고 불립니다.
이 “植木의 觀音”에는 불교 전래와 함께 백제의 선진문화나 기술
이 일본으로 “이식”되는 것을 기원하는 쇼토쿠타이시의 소망이 담
겨져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대중문화를 통한 한일교류가
많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햐쿠사이지는 한일
간의 문화교류가 옛날부터 이루어지고 있었
던 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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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ㅤ 한국과 시가의 관계를 찾아본다!


귀실신사
가모군 히노쵸

그 조사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가현浦生郡(가모우군)日野町(히노쵸)小野(고노)

교토역에서 어떻게 가면 좋습니까?
교토역에서ㅤ野洲(야수)행를 타서ㅤ草津(구사쓰)에서 구사쓰선으로 갈아탄다. 柘植(주게)
행으로ㅤ貴生川(기부카와)까지 가서 近江(오미)철도 본선 彦根(히코네) 행을 타서 桜川(사
쿠라가와)역에서 하차. 原(하라)행 町営(쵸에이/마을에서 운영하는)버스로 고노 정류장에

塩見優子 (시오미 유코)

서 하차. 거기서 도보 5분.

井上栞理 (이노우에 시오리)

석비에는 어떻게 새겨져 있습니까?

大塚彩紀 (오쓰카 사키)

「朱鳥三年戊子十一月八日□」라고 석비에 새겨져 있어서 귀실신사에 모셔져 있는 석비가

西岡栞 (니시오카 시오리)

약 1300년 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龍谷(류코쿠)대학교 2학년생입니

누가 왜 세웠습니까?

다. 한국어를 연구하는 세미너에 소속하고

近江朝廷(오미초테)〔667˜672〕가 大津(오쓰)로 수도를 정했을 때 백제나라에서 일본으로

있습니다.

건너온 많은 도래인 중에 뛰어난 문화인인 鬼室集斯(기시추 슈시)라는 고관을 모시기 위해

4명 모두 한국 문화에 매우 흥미가 있어, 한

서 세워졌습니다. 누가 세웠는지는 모릅니다.

국어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 그리고 한국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시가현에는 鬼室神社「기시쯔
진자」라는 신사가 있고, 거기는 한국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들 4명은 조사대로서 기시쯔진자에 갈
것입니다.

663년 白村江(하크스키노에)의 전쟁으로 이 지역에 많은 백제사람이 이주했습니다.
히노쵸는 대한민국 충청남도부여군 북서부에 있는 恩山面과 1990년 5월에 자매 도시제휴
을 맺였습니다. 恩山面 에는 기시추 슈시의 아버지鬼室福信(기시추 후쿠신)을 모시는 恩山
別神堂(은산별신당)이 있습니다.

어떤 발견을 할 수 있을지 우리들도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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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실신사
가랑비가 내리고 일요일이라는 쉬는 날인데
도 불구하고 日野町役場(히노초관공서)의
山田(야마다)씨와 山添(야마조에)씨가 마중
나와 주셨고 귀실신사까지 안내해 주셨습니
다. 우선 귀실신사에 대해 한 학생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西岡栞

한가로운ㅤ시골 풍경에 한국어로 쓰여진 「귀
실신사」라는 안내판을 따라가면 귀실신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사 옆에 보이는 것은 日野町(히노초)
와 자매 도시로 제휴한 부여군 은산면과의
교류 20주년기념으로ㅤ 설치된 교류 광장입
니다. 그 광장에는 휴식할 수 있는 한국식
건물이 있고 또한 한국어와 일본어로 쓰여진
간판에서 한국과 시가현과의 관련을 알 수
있습니다.

신사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 히
노초와 은산면 자매 도시 제휴기념으로 심어
진 한국의 국화 무궁화가ㅤ 있습니다. 신사
뒤에는ㅤ 鬼室集斯(귀실슈시)의 비석이 모셔
져 있습니다.
귀실신사에서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축제에
서는 한국분이 참가하거나 은산면의 중학생
이 사절단으로서 히노초를 방문했을 때도 귀
실신사에 갑니다. 히노초에서도 중학생이 은
산별신당을 방문하는등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한국과 시가현은 관련이 깊고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을 귀실신사
에서 알 수 있습니다. 꼭 귀실신사에 찾아오
시고 한국과 시가현의 역사를 느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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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실신사가 있는 히노초에는 특산물이 여러

쁘다는 이유로 飛鳥井雅親卿（아수카이마사

야채를 발견했습니다. 이 히노나는 漬物(츠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ㅤ 漬物(츠케

치카) 라고 하는 귀족께도 전해져서 고노나

케모노)로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모노)로 만들어 먹는「日野菜（히노나）」라고

는 이 지역 명산물이 되었습니다. 아수카이

식초로 담그고 조리된 것을 많이 먹습니다.

하는 야채가 유명합니다. 「츠케모노」라는 것

마사치카는 츠케모노의 답례로서 고노나를

야채 츠케모노는 「姿漬け(스가타즈케)」 라

은 야채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담그는 절임을

칭찬한 시를 보냈습니다.

그후 가모우사다

고ㅤ하는 야채모습 그대로 담근 츠케모노와

말합니다. 학생들은 그 야채를 한국분들에

히데는 교토에 갈 때마다 히노나를 귀족들

먹기 쉽게 짤라서 담근「切り漬け(끼리즈케」

게 알려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조사를 시

께 드리는 선물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이

의 두가지 종류가 있어 각각 「새우 츠케모

작했습니다. 히노나를 통해서 한국분들에게

런 히노나에 관한 전설이나 역사는『日野町

노」「벚나무 츠케모노」라고 합니다. 「새우 츠

시가현 히노초의 매력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志』에 실려 있습니다. 화려한 무로마치시대

케모노」의 특징은 독특한 매운 맛이 있습니

에 고귀한 귀족들에게 보내진 훌륭한 히노

다. 짠맛과 쓴 맛이 하나된 맛은 밥이나 술

나를 한번 드셔보시면 어떻습니까?

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벚나무 츠케모노」

大塚彩紀

히노나의 역사에 관해서

현재는 단ㅤ

는 염분이 가벼운 쓴 맛이 있습니다. 츠케모
귀실신사를 안내해 주신 야마다씨는 한 학생

日野菜(히노나)는 室町（무로마치)시대〔1336

노인데도 샐러드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이 히노나에 관심을 가진 것을 아시고 히노

˜1573년〕에 蒲生貞秀(가모우사다히데)ㅤ

시치미(七味)라고 한는 고추가루와 함께 간

나의 츠케모노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라는 무장이 観音堂(관음당)에 참배하러 갔

장을 조금 섞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가져가서 맛을 본 그 학생이 히노나의 매력

을 때 발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발경되었

「JA그린 오우미(近江)」에서 한 상자(1920엔

에 대해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5480)엔, 또는 작은 가정용 사이즈로 판매

을 때 그는 본 적이 없는 야채라고 생각해서

된 것(330엔)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집에 들고 가서 漬物 (츠케모노） 로 만들었

井上栞理

답니다. 히노나는 그 당시에는 「此の菜（고노

히노나에 대해서

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히노나(日野菜)에 대해 소개하고 싶습
츠케모노로 만들어 봤더니 색깔도 예쁘고

니다. 히노나는 히노초(日野町)에서 옛날부

맛도 아주 좋아서 관음당 스님들에게 명령

터 전해지는 전통 야채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해서 고노나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고노나는

「아카나」라고 합니다.

슈퍼나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시가현에서 유명한 역사 있는 전통야채이므
로 한국에서 오신 여러분에게도 꼭 한 번 맛
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귀실신사가 있는 日野町에 있었던 音羽城
(오토와조）라고 하는 蒲生(가모우)씨의 성

무로마치(室町)시대(1336˜1573)에 領主

안에서 재배했습니다. 벚꽃색 츠케모노가 예

(영주)였던 가모우사다히데(蒲生貞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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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실신사
이러한 좋은 특산물이 있는 히노쵸에서는 귀
실신사를 계기로 국제교류도 진행되고 있습
니다. 귀실신사에 찾아오신 분들이 쓰신 명
부에는 한국분의 이름도 많이 보입니다. 한
국분이 귀실신사에 많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한 학생이 보
고 해 드리겠습니다.
塩見優子

국제교류에 대해
히노초(日野町)와 한국 은산면(恩山面)은
1990년에 자매도시제휴를 맺고, 최근에는
중학생이 교류 사절단으로서 상호파견되고
있습니다. 은산면에서 중학생이 동네에 왔을
때에는 홈스테이의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
데, 한국 전통예능인 사물놀이를 발표했습니
다. 히노 중학교 학생들은 히노초의 전통예
능인 히노바야시(日野祭囃子)를 연주하는
등, 양국의 전통예능을 서로 체험했습니다.
신사 앞에 있는 국제교류광장 중앙에는, 휴
식소인 한국식 옛날 건축 양식을 참고로 한
화려한 슈시대 (集斯亭)가 세워져, 한국 분
위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실신사는 일본과 한국을 잇는 귀중
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곳을 방문해, 귀실신사를 통해서 보다 더 교
류가 왕성해 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한 번 직접 찾아오시면 어떻습니까？그리고
현지의 분의기를 느껴 보세요.

도래인이 모셔져 있는 귀실신사를 옛부터
히노초에 계시는 분들이 귀중히 여겨 지켜
오신 정성의 손길을 귀실신사에서 옫볼 수
있었습니다.
히노초에 있는 도래인의 사적으로서 국제
교류가 옛부터 진행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
다. 또 그 신사를 계기로 해서 한국과 교류
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귀실신사에 찾아오시고 히노초분들의 그런
활동과 따뜻한 마음을 느껴 보셨으면 좋겠
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벚꽃 색깔의 히노나
도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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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데라
오쓰시 엔조지초

그 조사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가현 大津市(오쓰시) 園城寺町(엔조지초)

교토역에서 어떻게 가면 좋습니까?
교토에서 山科(야마시나)역에 가서 京阪(게이한)전철로 京阪石山本線(게이한이시야마혼
센)을 타서ㅤ三井寺(미이데라)역에서 하차. 걸어서 약9분.

加藤あゆみ (가토 아유미)
山本真理子 (야마모토 마리코)
杉山麻由香 (수기야마 마유카)

언제 세워졌습니까?
7세기에 大友(오토모)씨의 절로 세워졌습니다. 9세기에 중국 당나라로부터 귀국한 유학승ㅤ
円珍(원진)〔814˜891〕이 재흥했습니다.

누가 왜 세웠습니까?
우리는 한국을 아주 좋아하는 여학생들입니
다.
滋賀県(시가현)의 좋은 점을 전해 보려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ㅤ특히 三井寺(미이데라)에

大友村主家(오토모 수구리가)(大友与多王･오토모여다왕)이 아버지인 大友皇子(오토모노
오지 684˜672)과 그 일족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창립했습니다.

어떤 역사, 그리고 한국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는 新羅明神(신라묘진)이라는 신을 모시는

경내의 新羅善神堂(신라선신당)은 858년 円珍(원진･814˜891)이 당나라로부터 귀국할 때

신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옛나라 신라하고

에 푹풍에 휘말려, 부처님에게 빌었더니 배 안에 한 노인이 나타났는데, 그 노인이 신라묘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으로 여겨져 있고, 그 신을 모신 신사입니다. 源義光（미나모토노 요시미쓰）〔1045˜

그 신의 신비로움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꼭

1127〕가 여기서 元服(성인식의 일종)했기 때문에 이후 이름을 新羅三郎(시라기사부로)로

시가현에 놀러 오시고 미이데라 新羅明神을

칭하고 신라선신당의 곁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현재의 선신당은 1347년에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워진 것입니다. 신라 묘진은 三井寺(미이데라)와 관계가 깊었던 백제계 오토모씨의 씨족
신이 바뀌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ㅤ어쨌든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원진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경전 법구를 미이데라에 보관하게 되었던 것도 신라 묘진이 꿈
속에 나타나 예고를 했던 것에 의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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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데라

학생 3명은 신라의 신이 모셔져 있는 사당
이 있는 미이데라에 갔습니다.

山本真理子

명한 절을 지키는 신이 신라의 신이라는 사실

新羅明神에 대해서

에 놀랐습니다. 그러한 미이데라라는 절의
매력을 더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이데라는 그 본당에 모셔져

미이데라는 大津(오쓰)시 園城寺(엔조지)에

있는 미륵보살（秘仏(비불)이라서 볼 수 없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신라묘진이라는 신을

꼭 이러한 독특한 신을 모시고 있는 新羅善

음）、弁慶の引きずり鐘〔벤케노 히키즈리 가

모시고 있습니다. 엣날 円珍(엔친/원진)이라

神堂(신라선신당)에 한번 참배하러 와 주세

네〕(벤케가 끌어갔던 종) , 閼伽井屋(아카이

는 승려가 唐(당)에 가서 불교・불전・불구

야)의 영천이 유명합니다.

를 일본에 가지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돌
아오는 길에 배가 조난당할 뻔했는데 그때

그런데, 미이데라에는 신라묘진이라는 신도

도와주신 신이 신라묘진이라는 설화가 있습

모셔져 있는데, 그 신은 「異国」(다른 나라)

니다. 이 신은 현재 미이데라 불법을 지키기

에서 바다를 건너 온 신으로서 유명합니다.

위해 모셔 지고 있지만 아주 신성한 신이라

신라묘진은, 「異神」(다른 나라에서 온 신이

서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일본사회에 받아들여져 정착하
고 일본문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平安(헤이안) 시대(794˜1192)에
새겨진 신상인 신라묘진상, 그리고 鎌倉(가

이러한 신이 미이데라에 모셔져 있다는 사실

마쿠라) 시대（1192˜1333）의 족자에 그려

은 이 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학생들은 몰랐

진 신라묘진화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신상

습니다. 어떤 신을 모시는지 어떤 전설이 남

이나 족자에 그려진 신라묘진화상을 보고 느

아 있는지 기대하면서 미이데라에 갔습니다.
먼저 미이데라 주지스님 福家(후케)씨의 설
명을 들어 봤습니다. 新羅明神(신라묘진)이
라는 신라의 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
다.

낀 것은 신이라 역시 독특한 풍격을 갖고 있
는 것입니다. 헤이안시대에 만들어진 신상은
얼굴이 흰 색이어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
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마쿠라시대에 그려진
묘진상은, 긴 손가락에 특징적인 얼굴 생김
새로

인간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이

족자에 그려진 신라묘진상은 현재 미이데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묘진이 신라의 신이라
는 것에 놀랐고, 또 미이데라는 일본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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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후 학생들은 미이데라의 매력을 더 알고
싶어서 미이데라 본당이나 閼伽井屋(아카이
야)의 영천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기한 소리가 나는 閼伽井屋
(아카이야)의 영천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
습니다.
杉山麻由香

미이데라에서는 사계절 내내 여러 경치를 충
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봄에는 미이데
라로 향하는 가로수 길에 모두 벚꽃이 피어
꽃 구경 하기에 최고입니다. 미이데라에 있
는 벚꽃나무는 약 천 그루정도 있어서 경내
가 본홍색으로 다 물들여져 아름답습니다.
여름에는 경내를 덮는 나무들의 잎 사이에
햇빛이 비춰서 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경내를 다 메워 빨간 색이

또한, 경내 안에는 三井の霊泉（미이의 래
이센）이라는 신기한 영천이 있습니다. 그 영
천에는 옛날 나쁜 짓을 한 용을 가두어놓았
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천에서
는 마치 용이 물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처

나 오랜지색 잎이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해

럼 불릉불릉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꼭 미

줍니다. 겨울에는 경내 전체가ㅤ 흰 눈에 쌓

이데라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영천과 같은 재

여서 조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있는 전설의 세계를 체험하러 찾아와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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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데라
학생들은 미이데라에서 신라의 신을 모시는

그 때문에 남쪽에 새로 지었는데 그 때부터

新羅善神堂(신라젠신도)에 향했습니다. 여

그런 나쁜 일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근처

기는 본당에서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어서

일대의 지부리 숲（미야자끼 하야오의 영화

신라의 신을 모시는 善神堂의 매력에 대해서

속에 나오는 토토로의ㅤ 숲을 말함）과 같은

학생이 보고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꼭 느껴 보러 오세요.

加藤あゆみ

新羅善神堂에 대해서
일본사람들도 미이데라의 본당에는 참배하
新羅明神（신라묘진）을 모시고 있는 新羅善

러 자주 가는데 신라젠신도까지 가는 사람은

神堂（시라기젠신도）는 미이데라（三井寺）경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상의 분의

내에서 북쪽에 떨어진 삼림 속에 있습니다.

기로 엿볼 수 있는 대로 그 위엄함은 말로

많은 사람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아서 참배하

표현할 수 없고, 현재도 미이데라의 불법을

러 오시는 손님도 거의 없는 장소입니다. 거

수호하는 신으로 모셔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

기에 가기 위해서 미이데라 산문을 한 번 나

니다. 그것은 이 신상뿐만 아니라 신상을 모

가서 시청 앞 길을 가서 큰 원형 오브제를 좌

시는 젠신도 일대의 분위기에서도 느낄 수

회전합니다. 이 뒷길에서 들어가면 갑자기

있었습니다. 미이데라 본당뿐 아니라 독특한

돌로 생긴 토리이（鳥居）가 나옵니다. 토리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신라젠신도에 참배하

를 통과하며 신기한 공기를 느끼는 사람도

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있습니다.
그 신라젠신도에는 아주 신기한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신라젠신도가 동쪽을 향해
지어졌을 때는 그 앞쪽에 있는 비와코(호수)
를 지나가는 배가 가라앉거나 말에서 떨어져
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전실이,『園
城寺伝記』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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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노모리 호슈안
나가하마시 타카츠키쵸 아메모리구

그 조사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雨森芳洲庵(아메노모리 호슈안)은 사가현長浜市(나가하마시)에 있습니다.

교토역에서 어떻게 가면 좋습니까?
교토역에서 ＪＲ琵琶湖(비와코)선으로ㅤ高月(다카츠키)역까지 가서 역에서 택시를 탑니다.
택시로 약5분으로 도착합니다.

津村紗織 (추무라 사오리)

언제 세워졌습니까?

村地美里 (무라치 미사토)

아메노모리 호슈안은ㅤ江戸(에도)시대〔1603˜1868〕에 조선 외교에 있어서 활약한ㅤ시가

西口世里奈 (니시구치 세리나)

현 출신의 雨森芳洲(아메노모리 호슈)를 기념해서ㅤ1984년에 세워졌습니다.

網谷麻里奈 (아미야 마리나)ㅤ

어떤 역사, 그리고 한국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메노모리 호슈안은 한국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 교류를 추진하는 장소가 되고

우리들은 류코쿠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

있습니다.

하고 있는 2학년생입니다.

아메노모리 호슈는 조선 외교에 있어서 어떻게 활약하고 일본과 조선 교류를 깊게 하는 것

이번에 우리들은 雨森調査隊(아메노모리조

에 성공했는지 조사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대)로서, 滋賀(시가)의 高月(다카쓰키)에
있는 雨森芳州庵(아메노모리호슈안)에 대해
서 조사해 왔습니다. 일본에 있는 시가현과
한국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재미있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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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노모리 호슈안
아메노모리호슈안은 시가현 다카츠키쵸에 있
고 오쓰에서 차로 고속도로를ㅤ 이용한다고
해도 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
만 다카츠키역에서는 한글로 쓰여진 「雨森芳
洲庵아메노모리호슈암」의 간판이 여기저기 있
어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또 가는 길
은 조용하고 한가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
다.
또한 호슈암 바로 앞에는 물레방아가 기분좋
은 소리를 내면서 돌고 있거나 정성이 든 화
분에 예쁜 꽃이 심어져 있거나 해서 그 동네사
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호슈암에 도착하자마자 그 지역
초･중학생이 장구를 연주해서 따뜻한 마음으
로 우리들을 마중나와 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학생이 보고 하겠습니다.

西口世里奈

장구 연주에 대해서
호슈안에 들어가 바로 앞에 있는 큰방에서 초
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한명, 중학교에 다니
는 여학생 한 명이 한국의 전통악기 장구와 북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장구를
배운 지 아직 3년밖에 안 되는데 너무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2종류의 북 소리가 리듬과 잘 겹쳐서 제 가슴
을 울렸습니다. 그녀들의 연주를 들은 후, 저
도 장구를 쳐 봤습니다.
오른손에 【요루쳬】라고 하는 대나무의 막대를
가지고, 왼손에【군쳬】라고 하는 막대를 가지
고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연주합니다.
치는 방법이나 리듬에는 여러 패턴이 있어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치
고 있는 사이에 점차 익숙해져서 매우 재미있
어 졌습니다. 일본의 북보다 얼마나 힘을 줘서
치는가 하는 조절이나 북과의 거리감을 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구 모습은 사
람을 표현하고 소리는 비를 표현한다고 합니
다.
한국의 전통악기를 칠 수 있었고, 매우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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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체험을 통해서 일본사람들에게 한국문화

메노모리의 동네의 풍경도 또하나의 매력입

당시 한국어에 관한 서적도 적었기 때문에

를 소개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 드리려고

니다.

호슈는 조선 통신사와의 대화를 통해 말을
배웠는데 직접 한국어 입문서나 사전을 저술

하는 뜻으로 세워 진 호슈안은 또 다른 이름
아메노모리호슈는 여기 아메노모리에서 태

했습니다. 그 서적들은 아메모리 호슈안에서

어났습니다. 그는 조선통신사로 활약을 했는

볼 수 있습니다. 조선 통신사를 도와주는 일

아메노모리호슈안에서는 관광객분들도 즐

데 그 분의 외교에 대한 자세나 사상이 현재

로 활약했는데 그 중에서 호슈는 외교 관계

길 수 있게 관장님께서 생각해 놓은 것이 여

국제교류와 통하는 점에 대해 학생이 느낀

에서 「誠心の交わり」"성심의 교제"가 중요

러가지 있습니다.「동아시아 교류하우스ㅤ 아

점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은 「동아시아 교류 하우스」라고도 합니다.

메노모리호슈안」라고 하는 그 기념관의 특징
網谷麻里奈

을 보고하겠습니다.

아메노모리호슈에 대해서
村地美里

아메노모리호슈암에 대해서
雨森芳州(아메노모리 호슈)선생님이 조선
통신사로서 활약한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
나 업적에 관련된 자료가 많이 전시되고 있
습니다. 500명정도의 사절단이 육개월부터
1년정도까지의 기간에 걸쳐 왕래한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나, 사절단에 제공된 요리를

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통역사는 언어만 통
하면 된는 게 아니라 인품도 좋고 재치도 있
고 일의 도리, 의무를 알아 主上(주상)을 소
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 」이글을 남긴 호슈는 단지 한국어에 능통

여기 아메노모리 호슈안은 에도시대（1603˜

했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문화나 역사 사상

1868）에 조선 통신사가 일본 방문했을 때

배경등까지 의거하고 더 상대를 신뢰하고 성

통역자로 활약한 雨森芳洲(아메노모리 호

의를 가지고 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슈)를 기념해 세웠습니다. 아메노모리 호슈
는 호슈안이 있는 시가현 高月町(타카츠키
쵸)ㅤ 출신입니다. 그는 31세 때 외교관으로
임명받아 35세 때에 처음으로 한국에 건너
갔지만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고생했답니다.

아메모리 호슈의 외교에 있어서 이런 자세나
사상은 현재 국제교류에도 통하는 사상이라
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관계에 있
어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현한 것등이 있습니다. 평소에 나는, 한국
어를 배우기만 했었으나 아메노모리 호슈안
에 오면 한국의 문화나 역사를 배울 수 있으
므로 멋진 장소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
메노모리 호슈안이 있는 동네에는 물레방아
가 여기저기에 있고 또 잉어떼는 봄부터 겨
울까지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만든 코스
모스거리에는 가을이 되면 꽃이 피어

담홍

색 샛길을 선명하게 물들입니다. 이러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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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노모리 호슈안
이런 훌륭한 사상을 이어가려고 활동하시는

를 대접한 요리나 스무 개에 이르는 색이 선

리 호슈나 조선통신사에 관한 일을 가루타놀

분이 바로 관장님인 平井茂彦 (히라이시게

명한 조선통신사 인형등 여러 작품이 있습니

이로 만드는등 즐겁게 배우기 위한 아이디어

히코）씨 입니다. 히라이씨의 활동에 관해서

다. 그 요리의 호화로움으로부터 조선 통신

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라이씨께서 만드신

한 학생이 보고하겠습니다.

사가 얼마나 일본에서 정중히 대접받았는지

작품은 당시 모습을 아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알 수 있습니다. 조선통신사 인형은 각지에

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조선 통신사를 비

津村紗織

남아 있는 조선 통신사 인형을 모델로 해서

롯해 한국 문화를ㅤ소개하고 넓히는 활동을

관장님의 히라이씨의 활동에
대해서

만들어졌고 그 인형 옷 차림에서는 일본 각

하시는 히라이씨는 바로 현대 아메노모리 호

지에서 문화 교류가 행해진 것을 헤아릴 수

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아메노

아메노모리 호슈안 안에서도 유달리 마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江戸(에도)에 향할

모리 호슈안으로 직접 찾아가고 실제로 보

끌리는 것은 관장인 히라이 시게히코 씨께서

때 까지의 길을 어린이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고, 당시 모습을 느껴 보는 것은 어떠십니

만드신 많은 전시품입니다. 당시 조선통신사

큰 지도 주사위 놀이로 만드시거나 아메노모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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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
이 리포트를 읽으시고 어떠셨습니까? 시가현의 매력을 조금이나마 느끼셨습니까?
이번에는 시가현에ㅤ있는, 한국과 관련이 있는 사적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골라 소개했습니다. 百済寺(햐쿠사이지),ㅤ鬼
室神社(기시쓰진자),ㅤ 三井寺(미이데라)는 옛날부터ㅤ 시가현에 계시는 분들이ㅤ 소중히ㅤ 지켜온 사적입니다.ㅤ 정성들여ㅤ
지켜온 사적을 보면 도래인분들이 남겨ㅤ주신 것을 시가현분들이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또 雨森芳洲庵(아메노모리호슈안)에서는 호슈선생님의 뜻을 따라 현재는 平井(히라이)관장님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
아시아와의ㅤ교류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시가현은 이렇게 도래인 분들이 남겨 주신사적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ㅤ狛坂（코마사카）의ㅤ마애불、白髯神社
(시라히게진자)、余呉湖의天女伝説ㅤ(나무꾼과 선녀의 전설)등, 그외에도ㅤ더ㅤ많으며、 이것들을 소중히 지켜오는 현이라고
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학생의 시점을 통해서 전해보기로 한 이유는ㅤ일반적인 관광안내서에서는 볼 수 없는ㅤ시가현의 다른 모습
을 보여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리포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리포트를 읽으시고 시가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거나 실제로 찾아와 주시면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교토역에서 전철로 10분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벼운마음으로 시가현에 있는 한국과 관련이 있는 사적을 찾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광안내서의 한국어를 되풀어 체크를 해주신 김은혜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류코쿠대학교 한국어 담당
小林純子 (고바야시 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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