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Destination

Niigata

삼백의 고장, 니가타
일본 니가타는 ‘삼백(三白)’, 즉 흰쌀과 사케, 하얀 눈으로 유명하다. 물의 도시이자 눈의 고장이며,
도시와 농촌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곳이다. 천혜의 풍족함이 깃든 요리와 술이 이를 증명한다.

NIIGATA TRINITY
Niigata, Japan is known for three things: rice, sake and snow. Perched between
the sea and rich farmland, the city straddles the urban and the agricultural, resulting
in some of the best dining and drinking the country has to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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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AKE’S SAKE Visit the Imayotsukasa Sake Brewery,

산뜻하면서도 깊고, 은근한 향미를 지닌다.

about a 15-minute walk northeast of Niigata Station, and

사케를 만드는 데는 훌륭한 쌀 못지않게 물이 중요하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하는 우오누마 지역 산악

you’ll learn that there’s more to sake than just rice and

지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니가타의 중요한 수원이다. 수량이

water. On one of the free daily tours of the brewery and

풍부한 이 청정수 덕분에 니가타에 무려 100곳에 달하는 사케

its sweetly scented main brewhouse, one of the brewers

양조장이 들어선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니가타에는 물과 흙,

explains that the three key elements to making the finest

술과 관련한 축제가 있다. 니가타 시 중심부와 시나노가와 강

sake are the koji (malted rice), moto (yeast starter) and

하류를 중심으로 ‘물과 흙의 예술제’가 2009년부터 이어지고

tsukuri (mash). “What we do with the rice before brewing

있다. 사케 축제인 ‘사케노진’은 2004년 시작되었는데, 이틀에

is important, too,” he adds. “The more the rice grains are

걸쳐 집계되는 방문자 수가 무려 10만 명이 넘는다. 니가타의 큰

polished down, the purer the rice we get to use and the

행사로, 시음권만 구입하면 고급 사케를 무한정 맛볼 수 있다.

higher the grade of sake we get as a result.”
During the sampling session that follows the tour, an

3월에 니가타를 방문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축제다.
니가타 역에서 북동쪽으로 15분 정도 걸으면 250년 전통의

English-speaking staff member is on hand to go into even
more detail. A large portion of sake is made with rice that’s

이마요쓰카사 양조장이 나온다. 이곳은 방문객을 위해 매일
양조장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양조장 내 주조실에서 만난 이곳의
전문가는 최고의 사케를 만드는 3대 요소를 ‘고지’ ‘모토’ ‘쓰쿠리’
라고 설명했다. “술을 담그기에 앞서 쌀을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알곡을 많이 깎을수록 더 순수한 쌀이 되고, 그래야
더 좋은 품질의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음 장소에서 만난 관계자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줬다.
보통의 사케는 도정률 60~65퍼센트의 쌀로 만들지만, 최고급
사케는 도정률이 35퍼센트에 달하는 쌀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도쿄를 출발한 초고속 열차가 북쪽을 향해 달리자 차창

As the bullet train works its way north from Tokyo,

밖으로 고층 건물이 사라지더니 점차 녹음이 짙어진다. 드넓게

the capital’s high-rises gradually give way to a suburban

쌀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쌀 표면에 분포하는

펼쳐지는 교외 풍경과 함께 지평선 위로 산이 솟아오르고

sprawl increasingly punctuated by rural pockets of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깎아낼수록 풍미가 훌륭해지기 때문이다.

흐릿하게 눈에 들어오는 마을이 있을 뿐, 문명은 드넓은 농경지에

green. Mountain ranges emerge on the horizon, and

도정률 60퍼센트와 35퍼센트의 사케를 연이어 마셔보면 그

밀려 자취를 감춘다. 세계적으로도 큰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를

except for the occasional blurred town, civilization gives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마요쓰카사 시음대에 마련된 두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완연히 다른 풍경 속으로 진입했다.

way to vast swathes of farmland. Although you’re only a

종류의 술을 마셔봤더니, 도정률 60퍼센트의 쌀로 만든 사케는

도쿄에서 신칸센으로 2시간, 창밖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couple of hours from one of the world’s largest cities, the

기분 좋게 따뜻한 알코올 기운이 느껴졌고, 35퍼센트의 쌀로

있는 동안 어느새 니가타에 도착했다.

transformation when you reach Niigata is pronounced.

만든 사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났다.

Ask a Japanese person what comes to mind when they

일본인에게 니가타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 물으면

후자를 최고급으로 치는 이유는 쌀 표면을 많이 깎아낸 만큼

전체 일본 사케 시장에서 고급 사케인 ‘긴조(吟釀)’의 비중은

한결같은 대답이 돌아온다. 그것은 니가타의 3대 명물인 쌀과

think of Niigata, and the answers will almost always be

29퍼센트다. 이에 비해 니가타에서 생산하는 긴조급 사케는 		

사케 그리고 눈이다. 니가타의 농지에서는 일본 최고의 쌀이

the same: the Niigata trinity of rice, sake and snow. The

64퍼센트에 달한다. 그러고 보니 쌀과 눈의 고장 니가타가 왜

생산된다. 최고급 쌀 품종으로 꼽히는 ‘고시히카리’가 그것으로,

farmland you see from the train window produces some of

고급 사케를 많이 생산하는 곳인지 알 것 같았다.

유난히 맑고 투명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이

Japan’s best rice — high-grade varieties like Koshihikari

재배되는 품종 가운데 하나인데, 특히 이곳 니가타 현의 우오누마

for eating, plus others like Takanenishiki designed for

지역 고시히카리를 높이 산다. 고시히카리 외에 일본 술인 사케를

making sake. The region’s snow and snowmelt is said to

주조하기 위해 개량한 품종도 재배하고 있다. 최근의 사케는

account for Niigata’s fine water quality, which helps the

위). ‘폰슈칸’에는 니가타에서 생산하는 사케가 모두 구비되어 있다(오른쪽 아래).

은은한 단맛과 감칠맛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어, ‘다카네니시키’

prefecture’s nearly 100 sake breweries produce a tipple

라는 쌀 품종을 도입했다. 다카네니시키는 재배하기 까다로워

that’s considered crisper and drier than those made in

주로 최고급 사케에 사용되는데, 이것으로 주조한 사케는 확실히

other parts of Japan, with subtler aromas and flavors.

Niigata has what many consider Japan’s best sake, which starts
with also having what many consider Japan’s best rice (top right).
Enthusiasts can join a tour of the Imayotsukasa Sake Brewery
(opposite) or sample the many varieties at Ponshukan (bottom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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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는 고급 사케의 생산 비중이 높다. 그만큼 좋은 쌀과 물이 풍부하다는
의미다. 이마요쓰카사 사케 양조장(왼쪽 페이지)에 전시된 ‘고시히카리’ 쌀(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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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도시 낮에 도착해 니가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양조장 투어

polished down to 60 or 65 percent of its original size, while

말고도 많다. 역에서 북쪽, 바람에서 바다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premium sake might use a 35-percent polish. The latter

바다와 가까운 곳에 사이토 가문의 여름 별장이 있다. 사이토가

costs more partly because it takes more rice to make, but

(家)는 니가타가 배출한 3대 사업가 집안 중 하나인데, 19세기

there’s a stark difference in taste, too. In fact, comparing

메이지 시대부터 무역과 운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큰 부를

a 60 to a 35 can be a revelation. On the sampling bench

축적했다. 1918년 일본 전통 양식에 충실한 2층짜리 목조 주택을

at Imayotsukasa, both are fresh and aromatic, and both

지었는데, 그로부터 100년의 시간이 흘러 이 지역을 대표하는

are between 15 and 16 percent alcohol by volume, but

명물이 되었다. 널찍한 다다미 방과 계절마다 색을 달리하는

where the sake using 60-percent polished rice has a

아름다운 정원에서는 방문객들이 녹차와 화과자를 즐기며

pleasantly warming alcoholic bite to it, the 35-percenter is

망중한을 누린다. 가옥의 규모에 비해 방대하게 조성된 일본식

dangerously silky smooth.
By day, brewery tours aren’t the only thing to do in

정원에는 곳곳에 산책로가 있어 작은 폭포와 나무를 가까이서

Niigata City. On the northern side of the station, close

바라보며 명상에 잠기기에 아주 좋다.
전통 가옥을 벗어나 니가타를 조망하고 싶다면 전망대를

enough to the water to occasionally smell the ocean, you

추천한다. 니가타의 스카이라인에서 눈에 띄게 높이 솟은 컨벤션

can experience another traditional element of Japan by

센터인 ‘도키멧세’의 31층 전망대다. 이곳 전망대에서는 도시의

visiting the old summer villa of the Saito family. The Saitos

정원에는 대나무 숲이나 연못가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위, 오른쪽).

현대적인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곳에

were one of the three main Niigata business families

오르면 사람들이 왜 니가타를 ‘물의 도시’라 칭하는지 이해할 수

that flourished on the back of trading, shipping and other

있다. 항구에 정박한 어선 옆으로 잔물결을 일으키며 지나가는

activities from the Meiji era (1868-1912) onward. The

The view from the Toki Messe observation deck shows why Niigata is
sometimes called the “city of water” (opposite). Visitors get in touch
with Niigata’s traditional side at the Saito Villa, where they can have
tea while admiring the landscaped garden (above, right).

니가타 컨벤션 센터인 ‘도키멧세’의 31층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도심 풍경(왼쪽
페이지). 전통 일본 가옥에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는 사이토가의 여름 별장.

여객선이 보이고, 다른 방향에서는 내륙을 잇는 다리가 보인다.

two-story wooden villa was built in a fully traditional style

바다로 흘러가는 시나노가와 강이 끝도 없이 펼쳐져 마치 커다란

in 1918, replete with tatami-mat rooms where visitors can

배에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now enjoy green tea and wagashi (Japanese sweets) while

이러니저러니 해도 니가타는 역시 술과 음식을 즐겨야 하는

looking out on a large landscaped garden. Walkways in

밤의 도시다. 밤 나들이를 할 예정이라면 역에서 출발하는

the garden lead around and above a central pond, in the

것도 좋다. 니가타 역 안에 있는 사케 박물관 ‘폰슈칸’에는 100

process passing a small waterfall and several spots for

대가 넘는 사케 자판기가 줄지어 있다. 여기서는 니가타의 많은

taking in the seasonal foliage.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사케를 한 잔에 100엔이면 마실 수 있다.

To get a modern view of Niigata, head up to the free

추운 계절에 온기를 더하기에 부담 없는 가격이다. 이뿐 아니라

31 -floor observation deck at Toki Messe, a rare tower on

지역 특산물이나 다양한 사케 관련 용품도 판매한다.

the Niigata skyline. From here, it’s easy to understand why

st

the city is sometimes called the “city of water.” Looking

니가타 역 남쪽 출입구로 나가면 수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상점을 찾을 수 있다. 좌석이 없어 불편할 수 있지만, 최근

down, you’ll see the fishing fleet at rest in the

니가타의 명물로 부상한 맥주를 맛보려면 감수해야지 싶다.

port, as well as ferries leaving

이곳 ‘크래프트 비어 칸’에는 30종류가 넘는 일본 수제 맥주가

slow-motion ripples in

Niigata Airport

구비되어 있다. 시즈오카의 ‘베어드’, 나가노의 ‘시가고겐’,
오사카의 ‘미노’처럼 호평받는 브랜드부터 니가타에서 생산되는
10여 가지 맥주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이 가운데 니가타의 		
‘에치고’는 현재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수제 맥주다.

Saito Villa
Niigata

Imayotsukasa

JAPAN

“1990년대에 양조세법이 완화되면서 소규모 양조가

Toki Messe

Bentencho

Niigata Station
Craft Beer Kan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사케 주조의 후계자가 세운 에치고
같은 맥주 양조장들이 들어설 수 있었죠.”

Niigata
22
MORNINGCALM

23
JANUARY 2017

크래프트 비어 칸의 바텐더 유키의 설명이다. “에치고는 일본

the bay. Some boats carry tourists to nearby Sado Island,

최초의 소규모 맥주 양조장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니가타에서

while others head to ports further afield. To the south,

생산되는 다른 맥주도 취급합니다. 스완 레이크의 ‘포터’도

rivers leading inland are crisscrossed by long, low bridges.

훌륭하고, 니가타의 사케 후계자들이 설립한 핫카이산의 ‘바이첸’

More than anything, though, Niigata is a city for

도 아주 좋습니다.” 맥주를 마신 뒤에는 도심 곳곳의 골목을 찾게

indulging in food and drink, and for exploring at night.

되는데, 주로 식당이 모여 있다. 입구에 걸린 연등이 은은한 빛을

A good night out could start right at the station, at

내는 골목을 걸으면 식당 너머 술 마시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Ponshukan and its wall of 100 or so small sake vending

들려온다. 이따금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마저 없다면 이곳은

machines, each of which delivers a shot of a different

참으로 고적한 골목일 것이다.

Niigata sake for 100 yen, or less than a dollar — ideal for
getting a glow on before heading out into the biting winds

니가타 역에서 북쪽에 위치한 벤텐초는 한결 활기차다. 이
지역의 이름은 ‘벤텐’, 즉 ‘벤자이텐’에서 유래했다. 벤자이텐은
문학과 여성성을 수호하는 여신으로 바다와도 관계가 있다. 이곳

that often whip through the city.
After that, just outside the station’s south exit, the

니가타와 잘 어울리는 이름이 아닌가 싶다. 벤텐초의 넓지 않은

mostly standing-only Craft Beer Kan offers the chance to

몇 개 구역을 채우고 있는 식당에서는 니가타의 대표 요리를 모두

try a more recent Niigata specialty — beer — with around
30 Japanese brews on tap. The lineup usually includes
something from highly regarded craft brewers such as
Baird from Shizuoka, Shiga Kogen from Nagano and
Minoh from Osaka, plus a dozen or so from Niigata craft
breweries like Echigo, the brewery that kick-started Japan
on its now hop-heavy craft beer flight of fancy.
“Back in the 1990s, when tax laws were loosened on
brewing and it became possible to brew on a smaller scale,
it opened the door to craft brewers like Echigo, which was

만날 수 있다. 일단 해산물과 채소를 넣어 끓인 일본식 스튜

started by the son of a sake brewer,” explains bartender

‘놋페’ 사진이 들어간 식당 포스터가 많이 보인다. 놋페는 니가타

something livelier in the Bentencho area. As part of a port

Yuki. “Echigo was Japan’s first micro-brewery, but we

향토 요리로 당근과 우엉, 표고버섯과 은행 등을 잘게 썰어

city, it’s apt that the neighborhood takes its name from

also have beer from others in Niigata. Swan Lake’s porter

간장으로 간을 한 음식이다. ‘기와미 스시’ 역시 눈에 띄는데,

Benten (or Benzaiten), who, in addition to being the patron

is great; so is the weizen from Hakkaisan Beer, another

기와미 스시는 제철 생선으로 만든 초밥 10조각을 3000엔에

goddess of literature and femininity, has a long and close

Niigata brewery founded by sake brewers.”

판매하는 메뉴다. ‘에치고 스시돈’도 유명하다. 밥 위에 신선한

association with the sea. Restaurants dominate for several

연어알과 참치를 비롯한 각종 생선회를 올린 것이다. 니가타의

small blocks here, and between them they have all of

around the city that are home to enclaves of restaurants,

질 좋은 쌀로 지은 밥과 해산물을 모두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Niigata’s signature dishes covered.

where lanterns hanging out front of izakaya give the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이다. 그 외에 니가타 현 남부 구비키

streets a gentle orange glow, and things are quiet except

지역에서 생산된 고시히카리 쌀과 각종 채소를 넣어 눌러 만든

local noppe, a seafood and vegetable hot pot. You’ll likely

for the sake-fueled chatter that occasionally leaks out

초밥 ‘오시즈시’도 있다. 보리새우와 된장 절임, 계란과 차조기,

also see a number of restaurants selling Kiwami — a

from behind half-curtained doorways.

야채로 구분한 3층 구조로 돼 있다. 게 요리 역시 유명하다.

local branding initiative that’s a 10-piece set of sushi that

니가타 근해에서는 게가 많이 잡히므로 항구 근처 선어물 가게

includes tuna, salmon roe, sea urchin and local seasonal

어딜 가나 게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fish for a fixed price of 3,000 yen (US$26). It competes with

Then comes the food. There are little alleyways dotted

니가타는 술과 음식이 풍성한 곳이다. 3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수제 맥주를
구비하고 있는 맥줏집 ‘크래프트 비어 칸’(왼쪽 위). 폰슈칸 자판기 사케는 한 잔에

풍성한 해산물과 맛있는 쌀밥, 그리고 훌륭한 풍미의 술이

Walking north from the station, however, you get

Many places have signs in hiragana advertising the

a second local specialty, the Echigo sushi bowl — rice

100엔이다(왼쪽 아래). 작은 식당이 모여 있는 벤텐초 골목(오른쪽 페이지).

있는 곳. 니가타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의 배경인

topped with fresh salmon roe, raw tuna and other fish —

Niigata boasts a vibrant drinking and dining scene. Sample some of
the domestic beers on tap at Craft Beer Kan (top left) or sip sake from
the sake vending machines at Ponshukan (bottom left). The lively
Bentencho neighborhood is filled with restaurants (opposite).

곳이다. 사케 한 모금이 목을 넘어가며 작은 회오리를 일으킬

as the perfect combination of Niigata’s rice and seafood.

때, 설국의 풍경이 지나간다. 나는 폭설이 내리는 날 다시

All of the options, of course, are perfectly complemented

찾아오리라고 혼자만의 약속을 했다.

by a shot of s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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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 Yuzawa

최고의 슬로프를 갖춘 곳
유자와에서 즐기는 겨울 스포츠

니가타 현에는 극적인 경사면을 품은 지형이 곳곳에 있다. 그 덕분에 유자와는 일본 내에서도 		
최고의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명성이 높다.

Niigata Prefecture is filled with spectacular slopes. Base yourself in Yuzawa
for some of the best skiing and snowboarding that Japan has to offer.

passes and get lessons without
getting lost in translation. More
importantly, the skiing and
snowboarding is extremely
good. Although for skiing only,
the NASPA New Otani Resort
combines plush hotel, hotspring baths and ski slopes at
otani.com)’ 역시 스키를 즐기기에

Niigata might not be the first

offers eight runs that vary in

먼저 떠오르는 지역은 니가타가

좋은 곳이다. 이곳에는 호텔과

name to pop up when people

difficulty from kid-friendly

아닐지도 모른다. 니세코나

온천 그리고 다양한 난이도의

think of skiing in Japan, but this

slopes to advanced courses.

나가노가 워낙 유명하다. 그러나

슬로프 8개를 갖춘 ‘나스파 스키

is where it all started, back in

The Gala Yuzawa Snow Resort

1911년 오스트리아의 테오도어

가든’(12월 말~4월 개장)이

1911, when an Austrian major

is another option. Its very own

에틀러 폰 레르히 소령이 일본

있다. 일대에서 가장 유명하며,

named Theodor Edler von Lerch

bullet train stop means you can

군인들에게 스키를 처음 전수한

일본의 현대적인 겨울 스포츠를

first introduced the sport to his

be on the slopes within a couple

곳은 니가타 현 조에쓰였다.

즐기기 좋은 ‘갈라 유자와 스노

Japanese counterparts in the

of hours of leaving Tokyo. This,

그만큼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에

리조트(https://gala.co.jp/

Joetsu area of Niigata. Fast-

plus floodlit slopes for night

좋은 곳이라는 얘기다. 현재 일본

winter)’도 있다. 이 리조트는

forward to the present day and

skiing, attracts after-work

전역에는 스키 리조트만 500곳이

도쿄에서 2시간이면 닿을 수 있다.

there are now more than 500

skiers and boarders, who can

넘는데, 그 가운데 16곳이 유자와

야간 스키를 즐기려고 한다면 하루

ski resorts across Japan, 16

choose from more than a dozen

마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

일정만으로도 충분한 곳이다.

of those within a short drive of

runs, including a meandering

부근은 니가타에서 초고속 열차로

또, 구불구불한 1킬로미터 코스를

the town of Yuzawa. The town’s

kilometer-long slope. And

50분(도쿄에서는 75분)이라

포함해 10여 개의 슬로프를

resorts are arguably the most

when the skiing is done, many

접근성이 좋다. 또, 일본어를

갖추었다. 유자와에는 온천 호텔과

accessible in eastern Japan —

of Yuzawa’s hotels and ryokan

구사할 줄 몰라도 스키장에서

료칸도 많다. 목욕탕에 가지 않아도

just 50 minutes by bullet train

(traditional inns) have their

쉽게 장비를 대여하고 리프트

도시 곳곳에 공중 족욕탕이 있어

from Niigata (75 minutes from

own onsen baths to unwind in.

이용권을 구입할 수 있다. 역에서

여행의 피로를 풀기에 좋다. 역 내에

Tokyo) and with ski areas where

Otherwise, free public footbaths

자동차로 5분 거리인 ‘나스파 뉴

‘폰슈칸’ 사케 자판기가 있다는 점도

non-Japanese speakers can

around town work wonders on

오타니 리조트(www.naspanew

스키 애호가들을 불러들인다.

easily rent equipment, buy lift

tired ankles and ca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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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NASPA Ski Garden, which
일본에서 스키를 타려 할 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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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Dip

가이세키 정식이 있는 료칸
겨울에 더 좋은 온천
일본 여행에서 온천을 빼놓을 수 없다. 김이 피어오르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채 하루를 마감하는
일본 문화의 정수 말이다. 니가타에는 겨울의 피로를 풀어주는 고풍스러운 료칸이 아주 많다.

To truly soak up Japanese culture, you have to soak yourself. Relax at Niigata’s
numerous onsen , many of which are set in atmospheric old inns called ryokan .

a succession of artistically
arranged dishes employing
seasonal regional produce.
It’s the best of Niigata rolled
into one: snow, food, sake and
bathing. To name just a couple

ryokan , there’s Takahan, famed
for featuring in Nobel laureate
에치고유자와 역 근처에 있는

Hot-spring (onsen ) bathing

Snow Country , written during

지점이 150여 곳에 달한다.

‘이나모토 료칸’이다. 이곳 옥상에

has been documented in Japan

one of his extended stays here.

그만큼 니가타에서 온천 선택의

마련한 온천탕에서는 마을과 마을을

for thousands of years, the

Takahan’s collection of indoor

폭이 넓다는 얘기다. 실제 니가타

둘러싼 설산을 두루 감상할 수

mineral-rich waters credited

and outdoor baths draw on an

현 전역에서 료칸에 딸려 있거나

있다. 숙박을 할 일정이 아니라면

with alleviating ailments

onsen source first discovered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목욕탕을

에치고유자와 역의 공동 온천을

as varied as neuralgia and

800 years ago. The equally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스키

이용해도 좋다. 여기선 사케로

dermatitis. With approximately

traditional Inamoto ryokan

애호가들이 많이 찾는 유자와에

유명한 니가타답게 탕에 사케를

150 onsen sources, Niigata

has rooftop baths that provide

료칸이 많다. 이 부근 료칸에는

더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has baths throughout the

views of snow-clad mountains.

보통 공동탕이 있고, 전통적인

무라카미 시에 있는 세나미 온천

prefecture, either connected

Outside of Yuzawa, the onsen

요소로 꾸민 객실이 있다. 그리고

지구도 유명하다. 니가타 역에서

to traditional inns (ryokan ) or

at Hotel Osado on Sado Island

제철 재료로 만든 가이세키 정식을

해안 방면으로 1시간 거리다.

in stand-alone bathhouses. If

has baths with sea views, while

제공한다. 눈과 음식, 사케, 여기에

바닷가에 위치한 ‘시오미소

you’re in Yuzawa for the skiing,

at the Shiomiso ryokan in

온천까지 니가타의 장점을 한데

료칸(www.shiomiso.co.jp)’에서는

there are plenty of traditional

Murakami City you can watch

모아놓은 곳이 바로 료칸이다.

온천을 즐기며 석양에 물드는

options. Ryokan here typically

the setting sun sinking into the

그중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바다를 조망할 수도 있다. 이 많은

boast communal bathhouses,

ocean. Wherever you bathe, all

<설국>의 배경으로 유명한 료칸

온천 가운데 어디서 온천을 즐기건,

as well as guest rooms with

you need to do is follow a few

‘다카한(www.takahan.co.jp)’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옷을

classic elements like tatami-

simple time-honored rules —

있다. 야스나리는 이곳에 오래

완전히 벗고 몸을 깨끗이 씻은 후,

mat flooring, sliding paper

get fully naked and wash and

머물면서 <설국>을 집필했다고

천천히 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screen doors and multi-course

rinse well before slowly getting

한다. 또 다른 유명한 곳이

다음 그저 몸을 푹 담그면 된다.

kaiseki dinners that feature

into the bath. Then, just so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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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wabata Yasunari’s novel
니가타에는 온천수가 솟아 나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