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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숙박 업소 ‘여관’ 

床の間 
「TOKONOMA」 

다다미방에 족자를 걸거나 꽃병을 
장식하기 위해  한층 높여 만든 곳 障子 

「SHOJI」 
장지문 

お菓子とお茶 
「Welcome sweets and Japanese tea」 

여관에 도착하시어 객실에 들어가시면 다과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과를 음미하시면서 

여행의 피로를 푸십시오. 일본식 접대방식중에 하나로 다과는 서비스입니다. 

座布団 
「ZABUTON」 

방석은 앉으실 때 사용하십시오. 

たたみ 
「TATAMI」 

다다미 위에서는 슬리퍼를 벗고 맨발이나  양말을 신고 걸어 

주십시오. 



 

 
City of  Hatsukaichi  世界遺産 宮島 嚴島神社 

Designed by Hiroshima YMCA School of  Languages 

韓国語 Korean 

 

일본식 숙박 업소 ‘여관”

 

ゆかた 
「YUKATA」 

유카타(일본전통 평상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객실이나 여관 

시설 내에서 착용하여 주십시오.  

입구에서 신발을 벗어 두었다가 

외출하실 때 신어 주십시오. 

丹前 
「TANZEN」 

유카타만으로 추우실 경우에는 유카타 

위에 ‘단젠’(상의)을 착용하십시오. 

여관 근처를 다니실 때에는 여관에 

상비되어 있는 게타(일본식 나막신)를 

사용하십시오. 

여관 실내에서는 슬리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お布団 
「FUTON」 

식사를 마치시는 동안에 객실을 정돈하고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잠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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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탕 안에 들어가실 때 수영복 등의 

착용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탕 안에 들어가실 때에는 머리를 묶고 들어 가 주십시오.  

日本のおふろ… 
일본식 목욕… 
일본에서 목욕이라는 것은 몸을 깨끗하게 닦기 위함보다 피로를 푸는 

것을 제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욕탕에 몸을 담금으로서 몸을 따뜻하게 

해 주고 피로와 근육통을 풀어줍니다. 

욕조의 마개를 따지 마십시오. 

사진촬영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수영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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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전라 입욕 
준비해 놓은 세면타올을 사용하십시오. 

탈의 바구니 
탈의실에서 탈의한 의류등은 탈의 

바구니에 넣어 주십시오. 

탕에 들어가기 
몸을 닦고 샤워로 몸의 비누기를 깨끗이 제거한 후에 

공중욕조에 들어 가십시오. 

먼저 몸을 닦습니다. 
공중욕조 밖에 있는 세면장에서 몸을 닦으신 다음에 욕조에 들어가십시오.  

플라스틱 의자, 비누, 샴푸와 거울은 목욕탕 안에 상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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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おさしみ 
「SASHIMI」 
생선회 

생선회를 간장에 찍어서 와사비와 함께 드시면 더욱 풍미가 좋습니다. 

お吸い物 
「OSUIMONO」 
일본 맑은 장국 

焼き魚 
「YAKIZAKANA」 

생선구이 

煮物 
「NIMONO」 

니모노(일본식 조림) 

ご飯とお味噌汁とお漬物 
「GOHAN・MISOSHIRU・OTSUKEMONO」 

밥, 일본 된장국, 절임 밑반찬 

お鍋 
「NABE」 

일본식 탕(남비요리)  

お茶 
「OCHA」 
일본 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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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日本の朝ごはん 
「ASAGOHAN」 

아침식사로는 밥이 주식이고 일본식 된장국, 생선구이 그리고 절임 밑반찬이 나옵니다. 

のり 
「NORI」 

아침식사 때에는 김이 나옵니다. 밥 위에 얹어서 젓가락을 

사용하여 밥을 김으로 싸듯이 떠서 드십시오.  

納豆 
「NATTOU」 

낫토(일본식 청국장)는 삶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일본 전통음식으로 실타래처럼 

끈적끈적하게 늘어납니다. 젓가락으로 잘 저어서 밥 위에 얹어 밥과 같이 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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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대해 

 

とり箸 
「TORIBASHI」 

각 음식을 덜기 위한 

젓가락 

 

さし箸・たて箸 
「SASHIBASHI・TATEBASHI」 

젓가락으로 음식을 찍어서 집거나 음식에 찔러놓지 

마십시오. 또는 젓가락을 깨물지 마십시오. 

かんぱい 
「KAMPAI」 

일본에서 건배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간빠이’라고 합니다. 

마시는 것을 주문하는 경우 일본의 

S 사이즈는 정말로 작습니다.  
일본에서는 팁을 주지 않습니다. 

おしぼり 
「OSHIBORI」 

일본에서는 음식점이나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을 경우 물수건을 내주는 

것이 관습입니다. 대체적으로 여름엔 차갑고 겨울엔 따뜻한 물수건을 

내주는데 그것으로 손을 닦으십시오. 

젓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지 마십시오. 

お水 
「Water」 

수돗물은 마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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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대해 

 

사람들이 거리에서 포켓티슈를 

배포합니다 

택시 문은 자동문입니다. 

비데변기 

겨울기간 동안에는 변좌가 따뜻합니다. 양변기 

기차나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승강기에서 사람들을 앞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한쪽에 서 계십시오. 
 

일본에서 신을 벗고 실내에 

들어가게 될 경우 구멍난 양말을 

신는 것은 실례입니다.  

미야지마에서는 사슴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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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おはようございます 
「OHAYOUGOZAIMASU」 
안녕하세요!(아침 인사) 

こんにちは 
「KONNICHIWA」 

안녕하세요!(점심 인사) 

こんばんは 
「KONBANWA」 

안녕하세요!(저녁 인사) 

おやすみなさい 
「OYASUMINASAI」 
안녕히 주무세요. 

いただきます 
「ITADAKIMASU」 

 

ごちそうさまでした 
「GOCHISOUSAMADESHITA」 

おいしいです 
「OISHIIDESU」 

맛있어요. 

なんじですか 
「NANJI DESUKA?」 

몇 시에요? 

これはなんですか 
「KOREWA NANDESUKA?」 

이것은 뭐예요? 

トイレはどこですか 
「TOIREWA DOKODESUKA?」 

화장실은 어디예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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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みじ饅頭 
‘모미지만주’ 

미야지마라고 하면 모미지만주가 가장 유명합니다. 
모미지만주는 미야지마의 명승지인 단풍계곡에서 발상을 얻어서 만들어졌으며 백년이 넘도록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팥소, 크림, 맛차, 초콜릿, 치즈맛 등 다양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미야지마에는 
모미지만주를 판매하는 점포가 20 점포가 넘습니다. 그 점포들을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맛을 
발견하여 보세요. 한 개에 60 엔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야지마의 명산물 

宮島の名産品 
 

宮島かき 
‘미야지마 굴’ 

미야지마 원시림의 은총. 
’미야지마 굴’은 알이 크고 단맛이 강하며 알의 색깔은 선명한 우윳빛을 띠고 있습니다. 
굴어장은 미야지마 미센(弥山)의 원시림에서 흘러내리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과 오타가와(大田川) 
강에서 내려오는 영양분이 조화를 이루어 굴양식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겨울 기간 동안 보건소에서 인정받은 굴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점포에서 굴껍데기 채 굴구이를 해 
주는 점포도 있으며 한 개에 250 엔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あなご飯 
‘붕장어덮밥’ 

‘붕장어 덮밥’은 붕장어의 등을 갈라 뼈를 바른 다음 양념구이를 하여 따뜻한 밥 위에 올려 놓은 
요리입니다. 붕장어는 미야지마 부근에서 많이 잡히며 굴 등과 함께 미야지마의 먹거리를 대표하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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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지마의 명산물 

宮島の名産品 
 

宮島細工 
‘미야지마 세공’ 

미야지마 전통 공예 ‘미야지마 세공’. 
‘미야지마 세공’의 아름다움은 목재의 바탕을 살려서 나무의 연령이나 끌로 깍은 흔적을 남겨 
자연스러운 정취를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록 광택이 나며 시간이 흐르면 자기만의 
것이 됩니다. 목재 식기류를 사용하는 즐거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 공예품인 ‘미아지마세공’은 예술품으로서 전통공예사가 혼신을 다해서 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작품은 사람들의 풍요로운 생활이 되기를 바라며 생활 속에서 사용되어지고  
또 키워지는 따뜻한 감촉의 ‘나무의 생활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1982 년, 일본 전통 공예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ロクロ細工 
‘녹로 세공’ 
 

宮島彫り 
‘미야지마 조각’ 
 에도시대 말경부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메이지시대에는 

미야지마의 명산물이 되었습니다. 화조풍월(花鳥風月)이나 
미야지마의 경치를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새겨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풍격이 배어 나오는 
공예품입니다. 주로 쟁반, 다식기, 쓰이타테(칸막이), 기둥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입체적으로 만든 장식품 등도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1850 년경에 오다 곤로쿠미야지마(小田権六宮島)에 의해 전해 
내려왔다고 합니다.  나무 본래의 풍취를 살린 나무결의 
아름다움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세공품으로는 쟁반이나 
다식기 등의 생활용품에서 장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宮島焼 
‘미야지마 도기’ 

소박하면서 꾸밈이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도기입니다. 
옛날 여행을 떠날 때 여행의 안전을 염원하면서 이쓰쿠시마 
신사 경내의 모래를 부적으로 지참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기로 변하여 신성한 모래를 섞어서 구워서 행운을 
비는 물건으로 애용하게 된 것이 ‘미야지마 도기’입니다. 
모래를 섞는다고 하여 ‘모래 도기’라 불리우기도 합니다. 

宮島土鈴 
‘미야지마 토령’ 

토령이라는 것은 점토를 구워서 
만든 방울을 말합니다. 미야지마와 
관련된 것을 디자인으로 한 토령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토령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야지마 주걱은 18 세기 말경, 승려 세이신(誓真)이 
고안했습니다. 그 재질의 선택 방법과 기술의 교묘함, 비파의 
모양을 본뜬 아름다운 자태는 물론 열에 강하고 냄새가 없고 
밥알이 잘 붙지 않는다고 하여 그 품질면에서 인정받아 
일본에서 제일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주는 물건’이라 하여 선물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宮島杓子 
‘미야지마 주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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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지마의 행사 

宮島の行事 
 

장소：이쓰쿠시마 신사 
이쓰쿠시마 신사에 전해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12 세기 후반에 다이라노 
기요모리에 의해 아악을 주관하는 곳이 오오사카 시텐노지(四天王寺)에서 
미야지마로 옮겨지면서 전성기를 맞이하여 연주되어졌다고 합니다.  현재도 
20 여곡이 이쓰쿠시마 신사에 계승되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무악이라는 것은 먼 옛날 인도, 중국 조선반도를 통해 일본에 전해내려 온 
음악(아악)을 일컬으나, 현재 그 발상지인 인도는 물론 베트남이나 중국, 
조선반도에서도 그 자취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악 

제전명 날짜 곡명 

歳
さい

旦
たん

祭
さい

 
1 월 1 일 
오전 5 시～ 

振鉾 

二日
ふ つ か

祭
さい

 
1 월 2 일 
오전 9 시～ 萬

まん

歳
ざい

楽
らく

・延喜
え ん ぎ

楽
らく

 

元始
げ ん し

祭
さい

 
1 월 3 일 
오전 9 시～ 

太平楽・狛鉾・胡徳楽・ 
蘭陵王・納曽利・長慶子 

地久
ちきゅう

祭
さい

 
1 월 5 일 
오전 5 시 30 분～ 

振鉾・甘州・林謌・抜頭・ 
還城楽・長慶子 

桃花
と う か

祭
さい

 
4 월 15 일 
오후 5 시～ 

振鉾・萬歳楽・延喜楽・ 
桃李花・一曲・蘇利古・ 
散手・貴徳・蘭陵王・ 
納曽利・長慶子 

推古
す い こ

天皇遙拝式
てんのうさいようはいしき

 
5 월 18 일 
오전 9 시～ 

振鉾・萬歳楽・延喜楽・ 
蘭陵王・納曽利・長慶子 

市立
いちたて

祭
さい

 
음력 6 월 5 일 
오전 9 시～ 

振鉾・萬歳楽・延喜楽・ 
蘭陵王・納曽利・長慶子 

菊
きっ

花祭
か さ い

 
10 월 15 일 
오후 5 시～ 

振鉾・萬歳楽・延喜楽・ 
賀殿・一曲・蘇利古・散手・ 
貴徳・蘭陵王・納曽利・ 
長慶子 

摂社三
さん

翁
のう

神社
じんじゃ

祭
さい

 
10 월 23 일 
오전 10 시～ 

二曲奉奏 

天
てん

長祭
ちょうさい

 
12 월 23 일 
오전 9 시～ 

振鉾・萬歳楽・延喜楽・ 
蘭陵王・納曽利・長慶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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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지마의 행사 

宮島の行事 
 

날짜 ：1 월 20 일 
곳：오모토(大元) 공원 

백수(한 수에 두 자루) 200 자루의 활을 쏘는 축제로 정월 초하루에 활을 
쏘는 의식에서부터 전해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과녁 표면에 갑(甲), 을(乙), 
무(ム) 세 글자를 암시하는 ‘귀(鬼)’라는 글자를 써놓고 천, 지, 좌, 우를 쏜 
다음 그 과녁을 겨냥하여 쏩니다.  그 글자에는 ‘정초부터 싸우지는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백수제 

날짜：2 월 3 일 
곳：다이세인(大聖院) 

액을 막고 개운하게 한다는 대반야경전독법회가 이어지고 복을 
불러들인다고 하는 콩이나 떡을 성대하게 뿌려 많은 복을 불러들입니다. 

절분제 

날짜：2 월 제 2 토요일・일요일 
곳：미야지마  선착장 

겨울의 먹거리라고 하면 역시 ‘굴’！ 
‘미야지마 굴 축제’는 히로시마현 내에서 최초로 개최한 ‘굴 축제’입니다. 
매년 굴이 가장 맞있다고 하는 2 월 둘째 토, 일요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야지마 굴 축제 

날짜：3 월 하순 
곳：미야지마초 내 곳곳 

미야지마에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히나인형을 미야지마초 내의 풍정 
있는 민가나 전통적인 시설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미야지마의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미야지마 히나 순례 

날짜：3 월 하순 
곳：미야지마 선착장 앞 광장→이쓰쿠시마 신사→기요모리 신사 

미야지마 번영의 기반을 다진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清盛) 공의 위덕을 기려 
‘다이라 일가의 이쓰쿠시마 신사 참배’를 중심테마로 한 축제입니다. 관공 
시즌 맞이의 개막으로 기요모리 공 일행의 가장행렬이 있습니다. 

기요모리 축제 
「 Miyajima Hina Doll 
Festival」 

날짜：4 월 16 일～18 일 
곳：이쓰쿠시마 신사 

이쓰쿠시마의 노가쿠(전통 가면 음악극)는 모리 모토나리가 에이로쿠(永禄) 
6 년(1563)부터 시작하여 수차례에 걸쳐 봉납해 왔습니다. 
메이지시대 이후 ‘도화제 신노’ 라 칭한 에도시대부터 지금의  형식으로 
전해 내려온 노가쿠(五番能)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도화제 신노(神能) 

 

날짜：4 월 15 일 
곳：다이세인(大聖院) 

염원성취를 외면서 맨발로 걸어 갑니다.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면 화(火)도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는 하나 
이를 악물고 있는 사람, 발을 잘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태연한 척하는 
사람등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이세인 불 위 걷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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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지마의 행사 

宮島の行事 
 

날짜：음력 6 월 17 일 
곳：이쓰쿠시마 신사 및 그 주변 

‘관현의 조화’를 즐기는 신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세토 해를 무대로 
웅대하게 펼쳐진 바다로 둘러 싸인 미야지마이기에 행할 수 있는 우아한  
축제입니다. 

관현제 

날짜：8 월 중순 
곳：오토리이 연안 

매년 만조 때에 이쓰쿠시마 신사에서 행해지고 있는 축제로 젊은이들이 
알몸으로 본전 앞 해상에 설치한 망루에 매달아 놓은 보옥을 서로 쟁탈하는 
축제입니다. 

 

다마토리 제 

날짜：8 월 중순 
곳：오토리이 연안 

해상에 떠있는 배에서 해상 공중을 향해 폭죽을 발사하는 수중불꽃은 크게 
울려퍼지는 소리와 함께 작렬하면서 붉은 오토리이와 이쓰쿠시마 신사의 
신전의 모습이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미야지마 수중 불꽃놀이 대회 

날짜：음력 8 월 1 일 
곳：시노미야 신사→이쓰쿠시마 신사 주변 해안 

경작물에 대해 감사의 의를 표하기 위한 축제입니다. ‘다노모 선’이라는 
수제의 작은 배에 공물을 실어 농작물을 경작하는 건너편 기슭인 오노초에 
있는 오곡신의 사자인 여우신을 향해 띄웠다는 것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시노미야 신사 제 ‘다노모상’ 

날짜：11 월 3 일 
곳：다이간지(大願寺) 
부동명왕에 귀의하여 염원성취의 공덕을 받아가는 의식입니다. 

다이간지 불 위 걷기 수행 
「Miyajima Hina Doll Festival」 

날짜：11 월 15 일 
곳：다이세인(大聖院) 

성원성취를 외면서 맨발로 걸어 갑니다.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면 화(火)도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는 하나 
이를 악물고 있는 사람, 발을 잘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태연한 척하는 
사람등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이세인 불 위 걷기 수행 

 

날짜：12 월 31 일 
곳：이쓰쿠시마 신사 

화난에서 면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쓰쿠시마 신사의 미카사노 해변에서 
행해지는 축제입니다. 신성한 불을 점화한 커다란 횃불이 ‘다이마쓰(횃불), 
요이요이, 다이마쓰 요이요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위풍당당하게 미카사노 
해변을 천천히 행진합니다.  
이 때, 미카사노 해변은 마치 불바다처럼 보입니다. 

진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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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지마 체재중 비상사태시의 연락처입니다. 

 

＜하쓰카이치시 시청 미야지마 지소＞ 

오전 8:30～오후 5:15 

TEL: 0829-44-2000 

  일본어만 가능 

 

＜미야지마관광협회＞ 

오전 9:00～오후 6:00 

TEL: 0829-44-2011 

  일본어와 영어만 가능 

 

＜하쓰카이치시 경찰서 미야지마 주재소＞ 

24 시간 

TEL: 0829-44-1110 

일본어만 가능 

 

＜미야지마 소방서＞ 

24 시간 

TEL: 0829-44-2800 

일본어만 가능 

 

＜미야지마 진료소＞  

오전 9:00～오후 12:00, 오후 2:30～오후 5:30 

TEL: 0829-44-1770 

    휴일: 일요일, 공휴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일본어만 가능 

비상사태시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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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의 경우

열 
「ねつ」 

NETSU 

 

두통 
「頭が痛い」 
ATAMA ga itai 

 

콧물 
「はなみず」 

HANAMIZU 

 

기침 
「せき」 

SEKI 

 

복통 
「お腹がいたい」 

ONAKA ga itai 

 

설사 
「下痢」 

GERI 

 

구토 
「嘔吐」 

OUTO 

부상 
「けが」 

KEGA 

 

골절 
「骨折」 
KOSSETSU 

 

구급차 
「救急車」 
KYUKYUSHA 

 

병원 
「病院」 

BYOU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