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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025) 시가현 히가시오미시 요카이치 히가시혼마치 3-5

전화번호 0748-23-0081 팩스 0748-23-1860 홈페이지 oodako.net

입장료 초등학생/중학생 150 엔
일반 300 엔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시
JR 오미하치만역
>>> 오미 철도 요카이치역 （17 분）
>>> 초코토 버스 또는 오미 버스 （5 분）

자가용 이용시 （주차요금 무료）
메이신 고속도로 요카이치 IC로부터 7 분

개관 9:00-17:00 （최종 입장 16:30）
폐관：매주 수요일，공휴일 다음날，4번째 화요일，연말 연시 연휴

종이접기 퍼즐 （오리가미 퍼즐）
본 리플렛을 요령껏 접어서 3가지의 다른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층 
안내

1F 2F

통로를 걸어가다 보면 전세계로부터 온 

100여종의 소중한 연을 볼 수 있습니다．

연은 모양과 날리는 방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그리고 많은 연은 해당 

국가의 민족문화를 표현해 줍니다．

세계 연 전시
(연 통로)

중심층 전시관에서는 20개 다다미 

넓이의 연，과거의 대형 연 미니어쳐，대형 

연 제작법 소개 판넬，기록 사진，기타 

많은 문서 전시물 등을 통하여 웅장한 

대형 연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100개 다다미 넓이의 정통 대형 

연（13m�12m）이 전시관의 정면 벽에 걸려 

있으며，영상실에서는 100인치 스크린을 

통해 대형 연 날리기에 대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연 전시

일본 연의 재료인 전통 

일본지 와시와 대나무는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풍부했습니다．따라서 다양한 

모양의 연이 만들어졌습니다．

약 500여종의 전통 일본 연이 

여기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히가시오미 오다코 
전시관



역사와
특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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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연은 원래 5월에 어린이 축제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에도시대 (1603-

1868) 중반부터 날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처음에는 작은 연을 날렸지만，오미 지역 

사람들의 경쟁심，기술발전，비와호수의 강한 바람 등이 어우러져 연은 계속 

커졌습니다．가장 큰 연은 1882년 (메이지 15년) 에 만들어진 240개 다다미 넓이의 

대형 연이었습니다．

대형 연을 만드는 비법은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다가 1953년 요카이치 

오다코 보존회 (현재는 히가시오미 오다코 보존회) 가 설립되었습니다．오미-요카이치 

지역의 대형 연날리기 풍습은 국가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전임자들은 영국，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대형 연이 

하늘로 오를수 있도록 굴리고 운반하는 특별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히가시오미 오다코 (대형 연) 의 역사 

히가시오미 오다코
대형 연의 주요 특징

히가시오미 대형 연에는 세가지의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나가마키：연을 운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굴리기

기리누키：바람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연의 일부를 

자르기

한지몬：연에 그려진 퍼즐이나 글자．한지몬은 연에 

그려진 그림이나 일본어의 조합으로서 일정한 

메시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연의 윗부분 

절반에는 검정색과 하얀색의 일본 잉크로 

동물을 보통 그려 넣으며，아랫부분 절반에는 

주홍색으로 큰 한자를 써 넣습니다．

대형 연 아래 부분의 한지몬
1. 두 마리의 개가 good (선，좋은 것) 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물구나무를 서고 
있습니다．(dog를 거꾸로 쓰면 god，
그리고 o가 두개가 되면서 good)
2. 주홍색 글씨는 "라쿠" 라고 
읽는데 이것은 영어의 Luck (행운) 
의 발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위아래가 
합쳐지면 "Good Luck!" 
의 메시지가 됩니다．



대형 연

꼬리
5-10줄
두께 15mm
길이 50m

중간연결줄
50줄
두께 3-5mm
길이 약 40m

연줄
두께 20mm
길이 400m

대형 연 만들기

대형 연의 중요한 특징은 규모입니다．과거 대형 

연의 평균 크기는 100개 다다미 넓이 이상으로서 

일본에서 가장 큰 연이었습니다．

연의 규모 크기

무게

틀

종이

풀

대형 연 제작을 

위한 연인원수

제작 기간

연날리기 소요 

인원

높이 13m，폭 12m

약 700kg

1.8m 길이의 대나무 50개

수제 일본 전통지

와시 (90cm�60cm) 360장

18리터

약 600명 

(한사람당 하루에 6시간 작업 기준) 

약 1개월

약 130명

부속 홀에서 대형 연을 만듭니다．대형 

연을 만드는 모습을 보기 위해 방문을 

원하는 경우 미리 접수해 주십시오．



이벤트

축하행사를 위한 중요성

히가시오미 대형 연 축제는 매년 5월 

마지막 일요일에 열리는 큰 행사입니다．

100개 다다미 넓이의 대형 연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5월 하늘 

속으로 날아오릅니다．축제에서는 20개 

다다미 넓이의 대형 연 날리기，일본 

각지에서 온 연 매니아들의 연，

히가시오미 대형 연에 대한 

소규모 콘테스트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에도시대 중반부터 전통 대형 연은 일본의 

UN 가입이나 왕세자 결혼식 등과 같은 지역 

또는 국가의 주요 행사에 지속적으로 

날려졌습니다．

히가시오미
대형 연 축제

매년 1월 성년의 날에 히가시오미에서는 

2 0 개  다 다 미  넓이의  대형  연이  

히가시오미의 새로운 성인들을 축하하기 

위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20세 성인을 위한 20개 
다다미 넓이의 대형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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