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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A SEA-FOLK MUSEUM
〒517-0025
Mie-ken, Toba-shi, Uramura-cyo, Ogitsu 1731-68

TEL: 0599 32 6006 FAX: 0599 32 5581
URL: http://www.umihaku.com
◆“바다의 민속박물관”이란?
도바의 남쪽에 위치한 바다의 민속박물관은 해녀와 고기잡이, 목조선, 바다의 축제, 바다의 환경 등 인간과 바다에
관련된 6 만 여점(그 중에 6879 점이 국가지정중요유형민속문화재)의 민속자료를 소장・전시하고있는 어부와 해녀들의
지혜와 역사 그리고 문화가 모여있는 박물관입니다.

광대한 부지에는 도바시마지역의 해산물을 신찬(神饌)으로 봉납하며 시작된 이세신궁과의 깊은 관계와 바다의 축제
그리고 바다의 환경 등을 테마로 한 A 동, 약 1000km 에 이르는 미에현의 해안에서 행해지는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실물자료와 어법 그리고 해녀의 물질을 소개하는 B 동이 있습니다. 바다의 민속박물관에는 이 두 개의 주요
전시동과 특별전시실, 포토갤러리 그리고 약 70 척의 소형목조선이 들어있는 어선 저장고를 포함한 5 채의 전시건물이
있습니다. 전시는 정기적으로 교체되어서 내관하실 때마다 새로운 발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에 다가가는 건축공간
바다의 민속박물관은 나이토 히로(内藤 廣)씨가 건축설계한 목조건축물로 일본 건축학회상과 공공건축백선 등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거대한 건물의 아치(Arch)는 상쾌한 느낌의 기분좋은 공간을 만들어내어 건물을 둘러보시는 것
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과 이벤트가 가득
바다의 민속박물관이 위치한 오기츠(大吉)반도는 풍요로운 바다에 둘러싸여있습니다. 박물관에서 걸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바위로 둘러싸인 해변과 갯벌이 펼쳐져있습니다. 바다의 민속박물관은 이러한 입지환경을 활용하여
가지각색의 체험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변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여 어류가 성장하는
환경을 배우거나 조개껍데기나 해초를 이용한 만들기 체험, 제철 생선을 이용하는 요리교실, 계절의 식재료 맛보는
체험 등을 실시하여 우리들의 생활과 바다와의 깊은 관계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과 이벤트의
참가신청은 전화를 통해 받고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알찬 오리지널 상품과 제철해산물
뮤지엄숍에서는 바다의 민속박물관 오리지널 상품 「장어인형」과 도바시마지역의 해녀가 마귀를 쫓기위해 몸에
지니는 부적인 「세만」, 「도만」이 인기상품입니다. 그 이외에 도바시마지역에서 채취한 해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초를 사용한 건강메뉴
카페 아라미는 박물관 병설 카페입니다. 나이토 히로(内藤 廣)씨가 설계한 건축물로 나기리(波切)지역의 석공이 만든
돌담으로 이뤄진 벽면과 오와세(尾鷲)의 노송나무를 사용한 바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추천메뉴는 이 지역에서
나는 우뭇가사리를 이용해 만든 도코로텐( ト コ ロ テ ン )입니다. 도코로텐의 소스는 검은꿀맛(黒 み つ , 쿠로미츠)과
폰즈( ポ ン 酢)맛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초를 이용한 파스타와 볶음밥, 이세우동 등의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코로텐(トコロテン)이란? 우뭇가사리를 이용해 만든 묵입니다.
*폰즈(ポン酢)란? 감귤류 과즙에 식초를 더해 맛을 낸 조미료로 새콤달콤한 간장같은 맛입니다.
■ 안내
【개관시간】

【휴관일】
【입관료】

3 월 21 일-11 월 30 일・・・오전 09:00-오후 05:00
(4 월 29 일-5 월 5 일, 8 월 1 일-8 월 20 일・・・오전 08:30-오후 05:30)
12 월 1 일-3 월 20 일・・・오전 09:00-오후 04:30
※ 박물관 입장은 폐관시간 30 분 전까지 입니다.
6 월 26 일-6 월 30 일, 12 월 26 일-12 월 30 일
대인(18 세 이상)

소인(18 세 미만)

개인

800 엔

400 엔

단체(20-99 명)

720 엔

320 엔

단체(100 명 이상)

640 엔

280 엔

【교통안내】 ○ JR ・ 킨테츠도바역에서 펄로드( パ ー ル ロ ー ド )경유 카모메( カ モ メ )버스를
이용하여 35 분 소요. 바다의 민속박물관동쪽(海 の 博物館東, 우미노하쿠부츠칸히가시)에서
하차 후 걸어서 10 분. 토 ・ 일 ・ 경축일은 바다의 민속박물관앞(海 の 博物館前,
우미노하쿠부츠칸마에)에서 하차 후 걸어서 1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