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야마현 다테야마 박물관

Tateyama Museum of Toyama

전시관
전시관에서는 다테야마산의 자연과 역사 및 문화에 대해 전시하
고 있습니다. 먼저 3 층에서는 다테야마산의 자연을 소개합니다.

너도밤나무의 숲

다테야마산의 지형

앞에 보이는 숲은 다테야마산의 해발 1,200m “비조다이라”
에 펼쳐지는 너도밤나무의 숲입니다. 이것은 10 월 중순 무렵
단풍 시기를 재현한 것입니다.
너도밤나무는 가을에 잎과 가지가 떨어지고, 부드러운 흙으
로 층을 만듭니다. 이 흙은 스펀지처럼 대량의 물을 축적할 수
있어서, 물을 저장하는 호수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수분이
흙을 층층이 통과하면서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다시 태어납니
다. 이 깨끗한 물이 도야마의 맛있는 쌀과 도야마만 생선의 생
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형은 다테야마산 일대를 7000 분의 1 로 표현한 모형
입니다. 중심에 있는 사다리꼴 산이 다테야마산입니다. 그 왼
쪽에는 험준한 쓰루기다케산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다테야마
산 뒤편에는 “구로베가와 강” 이 흐르며 일본에서 가장 높은 댐
인 “구로베 댐” 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움푹 팬 땅은 “다테
야마 칼데라” 라고 불리는 붕괴로 형성된 지형입니다. 바로 앞
에 “미다가하라 고원” 에는 알펜루트 도로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테야마산은 기복이 많은 지형입니다.

독특한 경관
다테야마산에서는 독특한 경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의 디오라마는 다테야마산의 지고쿠타니 계곡에 열탕이 펄펄
끓는 못을 재현한 것입니다. 노란색이 선명한 유황 결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은 다테야마산의 독특한 자연경관으로부터 다양한 상
상력을 발휘해 왔는데요. 특히 불교와 결부시켜 다양한 이야기
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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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신사

누노바시 칸조에

2 층에서는 다테야마산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입구에 있는
모형은 높이 3,003m 다테야마산의 주봉인 “오야마산” 정상에
있는 신사의 모형입니다.
예로부터 일본인은 이 정상에 있는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목
표로 다테야마산에 올랐습니다. 일본인은 다테야마산에 대한
각별한 믿음을 “다테야마 신앙” 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누노바시 칸조에” 는 하얀 천으로 덮인 “누노바시 다리” 를
건너 다테야마 산을 상징하는 “우바도 회당” 에서 금욕적인 수
행에 참여하여 죄가 사라진다는 구원의식입니다. 이 의식에 참
여하는 것으로 여성도 극락왕생을 약속받는다고 생각했기 때
문에 다테야마산은 많은 여성 신앙자를 끌어모았습니다.

다테야마 지옥

다테야마 만다라

다테야마 신앙의 특징은 산 가운데 있는 지옥의 존재입니다.
대륙에서 불교가 전해져, 극락과 지옥의 사상을 접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은 산 가운데 지옥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
테야마산의 “지고쿠다니 계곡” 이나 “쓰루기다케산” 등의 경관
을 지옥에 비유하여 “다테야마산에 지옥이 있다” 라며 두려워
했습니다.

다테야마 기슭에 있는 “아시쿠라지” 와 “이와쿠라지” 의 마
을 신도들은 “다테야마 만다라” 를 이용해 다테야마 신앙을 일
본 전역에 전파했습니다.
“다테야마 만다라” 에는 불교의 지옥과 극락, “사에키 아리
요리” 의 전설과 “누노바시 칸조에” 의 다리 횡단 의식, 명소
안내 등 다테야마산과 관련하여 내려오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
습니다.
이 “다테야마 만다라” 를 보면서 종교인들의 해설을 듣는 것
으로 다테야마산에 오를 수 없었던 사람들도 쉽게 다테야마 신
앙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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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보와 산가쿠슈코미라이칸
전형적인 일본 정원을 보유한 “교산보” 라는 시설과 축제할 때 피로하는 가마와 근대 등산문화를 소개하는 “산가
쿠슈코미라이칸” 이 있습니다. 두 시설 모두 무료입니다.

교산보의 건물

산가쿠슈코 미라이칸

“이시쿠라지” 마을은 과거에 다테야마산으로 가는 사람들로
북적여, 슈쿠보라는 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슈쿠보란 승려의
주거와 종교 시설 및 숙박 시설을 결합한 곳입니다. 이 건물은
그 슈쿠보 중 하나였던 “교산보” 라고 합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입구 근처가 주거, 한가운데가 불단, 안쪽이 숙박시설입니다.
이 건물은 에도 시대 후기인 1820 년쯤에 건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등산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전시 기능을
갖춘 시설입니다.
1 층은 전시실이며 입구 근처에는 에도시대 초기인 17 세기 초
에 이시쿠라지 사 지구를 지배하고 있던 봉건 영주가 이시쿠라
지 신사에 기증했다고 추정하는 2 채의 가마 등 문화재를 전시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근대 등산문화를 알 수 있는 사진과 영상, 등산 도구,
산악문헌 등을 교체하며 전시하고 있습니다.

요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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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라 유엔
만다라 유엔은 다테야마산에 전해지는 다테야마 만다라의 세계를 많은 예술 작품과 효과음, 조명, 향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표현한 시설입니다.
시설은 치카이, 히노미치, 텐카이, 야미노미치 4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카이” 는 지옥의 세계를 “히노미치” 는 다테야마산 정상까지 이르는 참배길을, 텐카이는 극락의 세계를, “야
미노미치” 는 누노바시 카조에라는 여성 구제 의식을 형상화하여 현실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공간을 각각 표현하
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일본 특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일본 영양 가모시카를 보호하고 있는 “가모시카엔” 과 도야마의
오래된 민가가 줄지어 있습니다.

치카이

히노미치

텐카이

야미노미치

가모시카 ( 일본 영양 )

도야마의 전통 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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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다테야마산은 예로부터 변화가 많은 자연경관이 불교의 극락과 지옥에 비유되어, 현생
에서 극락과 지옥을 체험할 수 있는 산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과거 일본인과 다테야마산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다테야마산 관광이 한층 더 즐거우시
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을 기다립니다.

４

１

２
６

３
５

❶ 전시관
박물관의 중심이 되는 시설로 문화재, 모형, 표본 등을 활용하여 설명합니다.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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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모시카엔
( 일본 영양 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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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교산보

❸ 만다라 유엔

과거에 다테야마산에 순례자들이 숙박한 가옥 (슈쿠보)
을 개조하여 만든 건물. 정원은 전형적인 일본 정원 형식
입니다.(무료)

다테야마산에 전해오는 다테야마 만다라의 세계를 빛, 소
리, 향기, 조형물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표현한 시설. (유
료)

❺ 유보칸
3 면 합 15m 의 대형 영상으로 다테야마 신앙과 다테야
마산의 자연을 소개합니다. (유료)

❻ 산가쿠 슈코 미라이칸

❹ 오야마 신사 키간덴

축제를 할 때 신을 모셨던 가마와 근대 등산문화의 발자
취를 알 수 있는 사진과 등산 도구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
다. (무료)

다테야마산 여정의 안전을 기원한 신사. 다테야마 삼나
무가 많이 늘어선 길은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무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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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가나자와 방면

JR 도야마 역

호쿠리쿠 신칸센
아이노카제 도야마철도
덴테쓰도야마 역 (도야마 지방철도)

니가타 방면

우나즈키 방면
도야마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도야마 인터체인지

다테야마 인터체인지

도야마 공항
치가키 역
이와쿠라지 역

다테야마 박물관

다테야마 역

다카야마 방면

비조다이라
케이블카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자가용이나 버스의 경우 :
호쿠리쿠 자동차도로 다테야마 인터체인지에서 약 30 분
도야마 공항에서 약 35 분
철도의 경우 :
도야마 지방철도 다테야마선 치가키 역에서 하차
일요일을 제외하고 마을버스 운행
JR 도야마역 옆 도야마 지방철도 다테야마 선을 타고 다테야마 역 하차
버스 운행 (관광 시즌에 한함, 약 10 분)
다테야마 만다라는 다음 전시를 위해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
관람시간
9：30-17：00(마지막 입장은 16：30 까지)
유보칸 상영 시간 10 시, 11 시, 13 시, 14 시,
15 시 (상영시간 40 분)
휴관일
월요일 (공휴일 제외), 공휴일 다음 날, 연말연시
만다라 유엔은 12 월 1 일부터 3 월 31 일까지
휴관

요금
개인

단체

전시관

¥300

¥240

유보칸

¥100

¥80

만다라 유엔

¥400

¥320

3 시설 통합 입장권

¥650

¥650

고등학생 이하나 장애인 분은 무료입니다. 특별기획전은 별도
요금이 있습니다.

도야마현 다테야마 박물관
〒도야마현 나카니이카와군 다테야마마치 아시쿠라지 93-1
TEL（ 076） 481-1216 FAX（ 076） 48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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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