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왓츠업, 오이타! 

<오이타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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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 미츠루(徳野 満)  

국제교류원과 함께하는 ‘Free Talk Class’ 실시 중 

2018년 5월, ‘온천현 오이타 ♨ 세계온천지 서밋’ 개최  

 올해 5월 25일부터 27일에 걸쳐 벳푸시 비콘플라자에서 ‘온천현 오이
타♨세계온천지 서밋’을 개최합니다. 서밋에는 국내외 온천지 대표자
들이 ‘일본 제일의 온천현 오이타’에 모여 온천 활용책과 온천지 발전 
등에 관련한 의견교환 및 토론과 그 밖에 일반 시민들도 참여 가능한 
관련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What’s up, OITA! 로도 정보 발
신할 예정입니다.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이타국제교류플라자에서 국제교류원과 함께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말하며 즐겁게 교류하는 ‘Free 
Talk Class’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초심
자부터 상급자까지 모두 환영하며, 해외에서 귀국하
신 후 어학력 유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오이타 국제교류 플라자 홈페이지
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지역 출신 또는 근무 경험자 등 관련있는 사람을 ‘관계인구’
라고 합니다. 「What’s up, OITA!」를 받아보시는 현인회 및 유학생 OB 여러분도 오이타의 귀
중한 ‘관계인구’입니다. 국제교류원 및 ALT, 유학생 여러분들이 귀국 후에도 오이타와의 인연
을 소중히 여겨 지속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공헌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정보 발신 및 
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세계온천지서밋 실행외원회 사무국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관광･지역진흥과 내) 

◆TEL:097-506-2129,2133   ◆E-mail:a10820@pref.oita.lg.jp                 ◆홈페이지 QR코드 

◆홈페이지 : www.oitaplaza.jp/japanese/ 

오이타강의 새로운 다리, 소린대교 개통 다카사키야마 원숭이 인기총선거 

 오이타시 오이타강에 새로 생긴 다리 ‘소린대교(宗
麟大橋)’가 14일에 개통되었습니다. 통근시간 교통
정체 완화 및 내년 럭비 월드컵 회장인 오이타은행돔
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이타강 시가지 구역 일반도로에 다리가 새롭게 개
통된 것은 1966년 ‘벤텐대교(弁天大橋)’ 이후입니다. 

 다카사키야마 자연동물원에서 지난 24일, 원숭
이 인기 투표인 ‘선발총선거’의 결과가 발표되었
습니다. 암컷 원숭이 부문에서는 작년에 태어나 
일반 공모로 이름이 붙여진 피코가 1위, 영국 공
주의 이름을 따서 유명해진 샬롯은 3위를 기록했
습니다. 



오이타 100% 즐기기!  오이타 향기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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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츠업, 오이타! 

 오이타 향기 박물관 3층엔 
아로마향에 둘러싸여 숙면
할 수 있는 아로마 체험실과 
오리지널 향수 만들기 체험
이 가능한 공방이 있습니다. 

 벳푸에 있는 ‘오이타 향기 박
물관’은 향기를 테마로 한 박
물관으로 입구에서부터 달콤한 
향이 가득 풍깁니다. 

 1층 전시실에는 향수가 만들
어지는 법과 동물성 및 식물성 
향료, 배합 방법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세계 향수 갤러리 코너
에는 FIFI상을 수상한 향수와 
전세계의 유명 브랜드 향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2층 전시실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향의 역사
를 국가와 시대별로 구분지어 
다양한 소품과 그림과 함께 전
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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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로코코 시대를 재현해놓은 방과 향수를 파는 상인 그림, 최초의 향수에 관한 이야기 등 흥미로운 전
시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일본어 해설 옆에는 한국어로 짧게 번역된 설명도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못해도 문제
없이 관람할 수 있고,  향료와 향수도 시향 용이 마련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향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또 1층
에는 카페와 뮤지엄숍이 있어 식사하고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좋습니다. 

▶영업시간 10:00 ~ 18:00 

▶ 입장료  어른 500엔, 대학생/고등학생 300엔, 중학생/초등학생 200엔  ▶향수 만들기 체험료 2200엔(30ml)  

를 맡으면 코가 리셋된다고 합니다. 마치 연구원이 된 기분으로 신중하게 시향을 하며 원하는 향을 선택한 후 
분량을 정해 비커에 담아 향수 병에 옮겨담습니다. 본인이 고른 향과 양을 레시피로 등록해두면 언제든지 똑같
은 향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하나 뿐인 오리지널 향수를 언제까지나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다 만든 향수는 알코올이 살짝 날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주일 후부터 사용하면 된
다고 합니다. 어떤 향수를 만들까 상상하며 만든 향수가 실제로 어떤 향으로 완성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또 
같이 간 사람과 서로 만든 향수를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향수 만들기 체험은 먼저 
원하는 모양의 향수병과 라
벨을 고르고 자리에 앉아 
조향사의 설명을 듣습니다. 
많은 종류의 향을 시향하다
보면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자기 옷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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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타 100% 즐기기! 간나와 지옥찜 공방 

 일본 제일의 유출량을 자랑하는 벳푸 팔탕(벳푸시내의 대표적인 8개의 온천지) 중 에서도 가장 많은 원천수를 
보유하는 간나와 온천은 가마도 지옥 등 지옥 온천 순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 곳에서 지옥 온천 순례 못지
않게 유명한 것이 지옥찜 요리입니다. 길목마다 온천 증기열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간나와에서는 예부터 고온
의 온천 증기열을 이용해 채소와 고기 등을 찌는 지옥찜 요리를 먹어왔으며 주민들이 이용해오던 이 전통 조리법
이 현재는 관광 자원으로서 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지옥찜 공방의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기가 있는 경우 이름을 먼저 적어놓고 미리 티켓판매기에서 가마 사
용료와 식재료 티켓을 구매해두고 이름이 불리면 티켓을 내고 식재료를 받으면 정해진 가마로 가서 뜨거운 가마 
속에 식재료를 넣고 기다리면 됩니다. 완성된 지옥찜 요리를 맛있게 먹고 난 후에는 그릇을 설거지해두는 것까
지가 이용자의 몫입니다. 
 지옥찜 공방은 안에서도 별도로 식재료를 판매하고 있지만 집에서 가져오거나 슈퍼에서 사온 식재료도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슈퍼에 들러 식재료를 사갔습니다. 이날 준비해간 식재료는 돼지고기, 닭고기, 양배추, 
숙주나무, 양파, 샤오롱바오였고 이렇게 식재료를 지참해오는 경우는 별도의 반입료 티켓 500엔을 가마 사용료
와 함께 지불해야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지참한 식재료도 공방의 부엌에 건내면 전부 먹기 좋게 손질해주
신다는 점입니다. 예쁘게 담겨나온 소쿠리를 들고 가마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무게감이 느껴지는 가마의 뚜껑
을 열어 식재료를 넣고 다시 뚜껑을 닫아 타이머를 설정했습니다. 샤오롱바오는 7분, 돼지고기와 닭고기, 양배
추, 숙주나물은 15분, 양파는 30분으로 각각 소요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합니다. 셀프바에는 식재료와 
함께 먹을 소스 퐁즈와 간장, 젓가락, 앞접시 등이 제공됩니다. 정해진 시간이 흘러 가마에 가서 꺼내온 음식들
을 먹어봤습니다. 섭씨98도의 온천 증기로 짧은 시간에 쪄지는만큼 식재료의 신선하고 담백한 맛을 그대로 느
낄 수 있었습니다.  
 지옥찜 공방 옆에는 발 찜질과 족욕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지옥찜 공방의 대기 시간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먹고 난 후 이 곳에서 간나와의 온천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이 밖에도 공방에는 온천수를 
시음할 수 있거나 간나와 지역의 역사 등을 설명해놓은 전시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천 마을에서 색다른 
체험과 독특한 찜요리를 맛보고싶으시다면 간나와 지옥찜 공방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10:00~19:00 (접수 마감 18:00) *2018년 1월 기준 
휴관일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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