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켄다마"과 하츠 카이 치시 

 

켄다마는 하츠카이치시의 기술에서 탄생한 전통적 장남감이자 문화입니다.  

히로시마 현의 남서부에 있는 도시인 하츠카이치 시는 중세시대부터 목재를 다루는 항구로 번영을 구가했는데 

12 세기에 지어진 이쓰쿠시마 신사의 아름다움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듯이 목재와 이를 다루는 가공기술의 강한 

연결성을 역사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 (1868-1912)부터 목공 장남감의 제조가 시작되어 로쿠로 

기술을 활용한 여러 공예품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예품들은 

미야지마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으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츠카이치 시에서의 켄다마 문화의 탄생은 20 세기 초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1 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18 년, 하마지 

에구사라고 하는 한 장인이 종래의 켄다마 원형을,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켄다마의 원형으로 개량하여 1921 년부터 목재 장난감의 생산으로 

유명한 하츠카이치 시에서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그림 1】 . 그는 이 

켄다마를 "니치-게츠 공"이라 칭했는데 「일」은 일본어로 「태양」을, 、「월」은「달」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새빨간 색의 공과 초승달의 곡선 부분에서 유래합니다.  

지금 하츠카이치 시에서의 켄다마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여러 나라에도 켄다마와 닮은 장난감은 

존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16 세기의 동판화에 귀족들이 "Bilboquet"이라 불리는 공과 컵으로 구성된 

장난감으로 놀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난감은 일본에서도 에도 시대에 네덜란드에서 나가사키로 전해 

졌다고 합니다【그림 2】. 그러나 그림 1 과 2 에서 알 수 있듯이 "니치 - 게츠 - 공"과 종래의 켄다마는 서로 다른 

형태와 제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구사에 의한 "니치 - 게츠- 공"의 발명에 의해 공을 받는 접시의 수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기술의 종류도 늘어나게 되어 켄다마는 보다 새롭고 세련된 유희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니치-게츠 공을 원형으로 한 켄다마는 인기를 얻게 되어 일본에서도 몇 번이나 그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1975 년의 붐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켄다마는 쇠퇴의 일로를 걷게 됩니다. 

1975년의 붐 당시에는 여섯 개 이상의 공장에서 연간 약 40만개의 켄다마가 제조되어 전국 

생산수의 7 할을 점하면서 외국에도 수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제조업자의 

전폐업이 계속되어 1998 년에는 최후의 생산회사인 共栄玩具도 그 생산을 중지하게 됩니다. 

즉 하츠카이치 시에서의 켄다마의 역사는 이 때 한 번 종언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켄다마의 부활을 원하게 됨에 

따라 2001 년에 하츠카이치 관광협회, 상공회의소, 시청이 연대하여 하츠카이치 시 

목재이용센터에서 켄다마 제조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 설립자는 최후까지 켄다마의 생산을 

계속해 온 공장의 니시무라 야스노리씨였습니다. 니시무라씨는 켄다마 생산지의 장인으로서 

그 기술을 차세대에 계승시키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츠카이치 시청은 2011 년부터 시내의 모든 초등학교 1 학년생들에게 목재이용센터에서 제조한 켄다마를 배부하여 

켄다마의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나 집에서 켄다마를 가지고 놀면서 마을의 전통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츠카이치시에 있어 켄다마는 현재와 과거를 잇는 다리일뿐만 아니라 세대를 넘어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림 1 : Nichi-Getsu-Ball 

그림 2 : Bilboqu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