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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나마코 카베」

나라 등록유형문화재 

큰 여관 카시바야 

大旅籠 柏屋

사람은 오고 사람은 간다사람은 오고 사람은 간다..

산골짜기의 가도를 따라 이어져 있는 산골짜기의 가도를 따라 이어져 있는 

작은 역참에도 작은 역참에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

수많은 드라마가 탄생했다수많은 드라마가 탄생했다..

때는 때는 20002000년년,,

160160여년의 시간을 넘어여년의 시간을 넘어,,

현대에 되살아난 큰 여관 카시바야의 꿈을 생각하며현대에 되살아난 큰 여관 카시바야의 꿈을 생각하며

잠시 에도시대의 잠시 에도시대의 

역참역참 이야기를 풀어보자이야기를 풀어보자..

토카이도 ５３차 오카베역참

시나가와역참에서 부터 ２１번째. 

지난 날의  번영을 그리워하는 고갯마을.  

시나가와에서 부터 21번째 역참인 오카베역참은, 카마쿠라막부의 가신

이였던 오카베씨와 깊은 관계를 가진 역사 깊은 역참마을.본역참(오카

베)와 가역참(우치야)으로 이루어져, 1843년의 기록에 의하면, 건물은 

４８７채, ２，３２２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2

채의 혼진(고위관리들이 묵던 여관)을 중심으로 와키혼진(부하들이 묵

던 여관)과 일반여관이, 길을 따라서는 전당포, 가게, 민가 등이 줄지

어 있었다. 

또, 세간지에서 요코우치까지 이어지는 도로의 양 측에는 소나무가 심

어져 있었는데, 새로운 국도 건설 때, 동쪽 가로수를 베어버리고 서쪽 

가로수 만이 남겨져 에도시대의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 구토카이도의

소나무 가로수 길은 1997년 오카베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東街便覧図略・岡部」「토카이도 빈란도 ‧ 오카베」 

（나고야 박물관 소장）

당시의 오카베역참과 왕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지도.

◆「東海道分間延絵図・岡部宿内谷村」
「토카이도분간엔 그림지도 ‧ 오카베역참 우치야 무라」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１８１６년 오카베 역참의 가도연변을 그린 그림지도  

오카베역참(岡部宿） 역사자료관

특산물 가게 「카시바야」

일본요리 (잇쇼안) 오카베역참 우치노본진 사적광장

옛 창고를 수리한 것 으로, 개인이나 그룹이 

빌려서 이용할 수 있는 갤러리 이다.

◆개장시간 오전 ９시 ~ 오후 ５시

수재 특산품과 민공예품, 옛날 과자 ‧ 완구,

토카이도 상품 등을 판매 하고 있다.

◆영업시간 오전 ９시 ~ 오후 ５시 

◆전화 ＋８１－５４－６６７－５２１１

오카베의 식재료로 만든 사계의 도시락(수재

두부 포함)을 시작으로, 참마 요리(기간한정),

소바 등, 오카베의 미각을 느껴 주세요.

◆영업시간

점심 오전 １１시 ~ 오후 ２시

야간 오후 ５시 ~ 오후 ９시３０분 (예약제)

◆전화 ＋８１－５４－６６４－５２１５

에도시대의 우치노본진의 구조를 평면으로 

표시하여 역사와 가도문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문병을 재현한 사적광장입니다.  

◆개장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토메이（東名）고속도로 이용 … 야이즈(焼津)IC부터 약 15분 

◎신토메이（新東名）고속도로 이용 …후지에다오카베(藤枝岡部)IC에서 약 5분

◎국도 1호선 이용

… 후지에다(藤枝)바이패스 히로하타(広幡)IC부터 오카베(岡部)시가지 방면

으로 약 5분 

◎버스이용

… JR 후지에다(藤枝)역 북쪽 출입구 중부국도선 [2번선] 이용 약 30분 

JR 시즈오카(静岡)역 북쪽 출입구 중부국도선 [6번선] 이용 약 40분 

오카베(岡部)북쪽 출입구 하차 보도 1분

주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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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승용차 50대, 대형 버스 등 2대 수용가능/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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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지상, 기타상도 마중. 

에도시대의 역참을 즐겁게 배우고, 몸으로 느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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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쪽 공간 
(이데 콜렉션 전시코너)

메인 객실 (휴식코너)

거실 

(카시바야 가족의 생

활공간)

◆「諸入用之覚」（쇼이리요노 오보에）

화재로 전소한 뒤, 카시바야를 재건할 때 사용된 경비

◆「質株鑑札」（시치카부 간사츠）

전당포를 영업할때 필요한 영업

허가증.

◆「類焼見舞覚」

（루이쇼미마이 오보에）

지금이라도 옛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 올 듯 한,

곳곳에서 역사를 느낄수 있는 나라 등록유형문화재.

오카베역참의 대표적인 여관이라고 하면, 우선 필두로 거론되는 것

이 「큰 여관 카시바야」 

현재의 건물은 1836년에 지어진 것으로, 5대주인  료키치(1830년대)

이후부터 여관과 전당포를 겸업, 매우 유복했던 것 을 알수 있다. 

카시바야 야마우치家는, 그 부를 배경으로 대대로 화물의 운송이나 

중개매매를 하며 역참관리도 하는 오카베 굴지의 명가였다.  

카시바야 건물 

연면적은 약 33 평방미터.카시바야는 1800년대에 2번, 오카베역참

의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당시의 「루이쇼미마이 오보에」나 「쇼이

리요노 오보에」등의 자료에 의하면 1835년에 「상량」 했기 때문

에, 지금부터 170여년 전의 건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큰 여관 카시바야

에도시대에 지어진 「큰 여관 카시바야」는 건물 그 자체가 자료

관이라고 할 수 있다. 미세의 공간, 부엌, 1・2층의 객실등은 당시 

여관의 모습, 사람들의 생활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귀중한 역사자료

관으로 되어있다.  

 1층의 8죠(4평) 안내공간은 일본식 정원을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

는 휴식코너 이고, 2층의 일부는 패널 모니터, 디오라마등을 전시한 

정보코너 이다.   

◆ 개장시간 오전 ９시 ~ 오후 ５시 (입관은 오후 ４시 ３０분까지)

◆ 입장료 어른 ３００엔

어린이(중학생이하)  무료 

[단체할인 ２０명이상 → 1인당 ２４０엔］

◆ 휴관일 월요일 및 연말연시 (월요일이 축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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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２층 정보전시 코너 

부엌 

２층 １방 (야지‧키타 시어터) 

２층 ２방  (의상체험 코너) 

미세의 공간  (접객 스페이스) 

안뜰 광장 

일본요리
특산물 가게 

갤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