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이쥬쿠 

나라이쥬쿠는 에도막부에의해서 만들어진 나카센도우 67 쥬쿠의 제 34 쥬쿠에 해당한다. 

나카센도우의 최대의 험난한 곳이라고 불리워졌던 토리이토우게(고개의 이름）를 넘어야 하는 

경우, 이 고개 를 넘어가는것을 대비해서 숙박하는 여행자들이 많았다. 

그래서「나라이센켄」이라고 불리워 질 만큼 당시의 번화함을 보여주고있다. 현재에도 당시의 

모습을 잘 보존한 건물이 거리 양쪽에 세워져있다. 나카센도우를 따라서 남북 약 1km, 동서 

약 200m 의 범위에 남북 양끝에 신사가 있다. 상점들이 늘어서있는 거리 뒤쪽 산기슭에는 5 개의 

사원이 자리잡고있고, 거리를 따라서 남쪽으로부터, 칸마치, 나카마치, 시모마치의 세개의 마을로 

나누어져있다. 상가로와 주변의 환경을 보존 하는 목적으로 쇼와 53 년 5 월에 나라의 주요 전통 

건조물 보존지구로 선정되어있다.  

여기 건축물의 대부분은 츄우니카이다테(건물의 정규 층의 도중에 마루를 마련해 만든 천정이 

낮은 2 층)로 되어있고, 낮은 윗층의 한쪽 벽을 베란다와 같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었다. 그 

베란다의 양쪽면에는 옆집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위해서 널빤지로 가려져있고 지붕은 깊음이 

느껴지는 느슨한 형태로 되어있다. 지붕의 구조는 돌을 얹은 지붕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함석지붕으로 되어있다. 이층 정면에 소대카베 (가리개,방화,방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로부터 

외부로 튀어나오게 만든 폭이 좁은 벽)을 가지는 건물도있다.  

쇼와５３년５월선정  중요전통적건물군보존지구 



 
 

 

 

 

       

1998 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 입상 메달 

칠의 전통적기법과 정밀 금속가공의 선단기술이 하나가 된 작품이며, 

키소히라사와의 직원 들이 손수 정안,제작을 했다. 한쪽 면은 올리브를 

배합한 원형의 바깥 테두리안에 「아침 해」를 표현한 그림이 있고, 

싯포우야키로 완성한 엠블럼을 더하고 있다. 

 키소히라사와  

니햐쿠지조우 

삼나무 옆에 자리하고있는 

하치만신사 앞에 우두커니 

진열되어있는 석불상이 있습니다. 

200 개가 넘는 석불의 소박하고 

유복한 표정으로, 이곳으로 발걸 

음을 옮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온 

화하게 만듭니다.  

   Attractions 

키소히라사와 

전국에서 몇몇 되지않는 칠기 산지이며, 근세부터 근대에 걸쳐 다양한 

시대의 건물이 혼재하고 있다. 현재도 산업으로서 칠기생산이 

150 기업에서 약 700 명의 장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헤이세 18 년 7 월에 전통적 건축물 보존군 지구 에 선정되었다. 

마리아지죠우 

치쿠야마시키의 정원이 아름다운 

다이호우지에 마리아 지장이있습 

니다. 묘지의 한쪽 구석에 우두커

니 얼굴없는 그 모습에, 일본에 

처음으로 전래 되었을 무렵의 

천주교의 슬픈 역 사가 새겨져있 

습니다. 

미즈바 

산에서 솟아나는 물이 모이는 샘 

터에는 여름에도 차운 물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수도가 보급되어 

있는 현대에도 나카센도우를 

오가는 행인들의 목을 축여주고, 

여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지탱 해 주고있다. 

나카무라야시키 

일본 에도시대 말기인 연호8년에 

만들어졌다. 만들어지기 전에 큰 

화재가 있었다. 이 나카무라 저택 

은 시에서 지정한 유형문화재로 

서 인반인들에게 공개되고있다. 

이 저택의 구조는 폭이 좁고 안 

에는 다시바리가 만들어져 있어 

서 나라이의 여관가도를 대표하 

는 전형적인 저택이다. 

시즈메신사 

그 옛날, 나라이의 사람들은 역 

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시모우사 카토리 신사에서 신령을

불러 병을 진정 시켰다고해서 그 

이름이 널리 퍼졌다. 

나라이쥬쿠의 남쪽 끝에 위치하는

토리이토우게를 오르는 입구에 

있는 이 신사는, 도중에 안전 

기원을 참배하는 사람도 많았다. 

고 합니다. 

키소의 대교 

키소산의 수령 300 년이상인 

노송나무로 만든 이 대교는 일본 

에서 가장 긴 강(나라이강→사이 

강 →치쿠마강→신노우강)의 위에

세웠 다. 4 월에서 11 까지는 

해가지면 조명을 비추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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