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에 남아있는 1950년대의 지극히 평범한 집과 생활!
일본에서 유일하게 공개하고 있는 서민주택 「쇼와생활박물관(昭和のくらし博物館)」에서 약 60년 전의 일본을 체
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타타미, 쇼지(장지문), 방석, 화로, 밥상이 있는 생활…. 지금은 영화, TV드라마 혹은 만화에서만 볼 수 있게
되어버린 일본의 전통적인 일상생활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하네다공항에서 가까운, 도쿄 오
타구(大田区)의 주택지 한가운데에 있는「쇼와생활박물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고
도 경제성장이 시작되기 전인, 1950년대의 생활 모습을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있던 방에서 식탁 앞에 앉아 보거나, 타타미에 누워 보기도 하고, 툇마루에 앉아 마당에서 불어오
는 바람을 느끼며 느긋하게 차를 마시면서, 60여 년 전으로 돌아가 일본의 생활을 체험해 보십시오.

「쇼와생활박물관」은 1945년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전쟁의 폐허로부터 부흥하기 시작할 무렵인 1951
년에 지어진 주택입니다. 자재와 자금, 그리고 기술자도 부족했기 때문에, 건축면적 59.4㎡의 작은 이층집으로
지어졌습니다. 당시는 일본 전체가 가난했고, 동경에서도 교외였던 이 일대에는 가스나 수도도 없었기 때문에,
아궁이에 장작불을 때고, 물은 우물에서 길어 양동이로 날라다 썼습니다. 욕실도 없었기 때문에 대중탕에서 목욕
했습니다. 또 먹을것이 부족해서 마당에 야채를 심고 닭을 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로부터 1996년까지 45년간, 이 집에는 당시 지극히 평범한 가정 코이즈미(小泉) 일가가 화목하게 지
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부부와 네 딸의 6명 이었고, 또 세들어 사는 학생도 두 명 있었습니다. 아버지 코이즈
미타카시(小泉孝)는 건축기사였고, 직접 이 집을 설계하여 지었습니다. 재료를 절약하고, 좁은 공간을 낭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당시 모두가 동경했던 서양식 공간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를 궁리하여 만든 것이 특징
입니다. 가전제품이 널리 보급되기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부지런한 어머니는 빨래판으로 세탁하고, 옷이나 이불
을 꿰매고, 밑반찬을 만들거나 매일의 식사를 준비하는 등, 손수 가사를 꾸려나갔습니다. 집을 지었을 때, 장녀
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17살, 동생들은 각각 14살, 10살, 3살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장한 딸들이 집을 떠나고, 또 아버지가 82살에 돌아가시고, 이어서 어머니도 장녀의 집으로 옮
기면서 이집은 비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지어진 주택들은,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기와 거품경제 시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재건축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예전에는 어느 가정에서나 당연했던 생활의 궁
리나 손수 하는 가사들은 생활이 급변한 지금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헐리고 말았겠지요.
그러나 이 집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전후의 서민생활 자료는 아니지만, 그 속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지는 않
을까 하고 생각했던 장녀가, 당시의 지극히 평범했던 가재도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 집을 보존하여 1999년에 사
설박물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장녀인 코이즈미카즈코(小泉和子)씨는 공학박사로, 일본의 가구나 가사도구, 그
리고 주택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집은 주택으로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현대의 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는 힌트를 찾는 장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코이즈미가(小泉家) 주택은, 전후의 서민생활을 말해주
는 귀중한 자료라는 것을 인정 받아, 2002년에 일본의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으로 다
시 출발한 것이 바로 이 ｢쇼와생활박물관｣입니다.

“쇼와 30년대(1955-1964)”는, 일본 현대 생활의 출발점이 되었던 시대로 지금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흔히 있을 것 같지만 좀처럼 보기 힘들어진 60년 전 일본의 모습입니다. 한 가족이 생활했던 방에 느긋하게 앉아
현대 일본의 출발점을 찾아보십시오.

＜전시실안내＞
● 서재겸 응접실 코너
대부분 타타미방만 있던 시대에 서양식으로 만든 모던한 스타일의 방으로, 현관 옆에 있습니다.

● 거실
식사를 하거나 라디오를 듣는 등 가족 단란의 방이었습니다. 밥상을 펴고 식사를 하고, 밤에는 치우고 이불을
펴고 잠을 잤습니다. 당시의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등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 부엌
건축 당시에는 가스나 수도가 없었고, 집 뒤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쓰고 아궁에서 조리를 하였습니다. 마룻
바닥 아래는 간장이나 술, 야채절임, 숯 등의 저장고로 사용하였습니다.

● 아이방
네 자매 중에서 위의 셋이 함께 사용했던 방으로, 공부를 하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주
로 어린이 장남감 등을 수집해 놓은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획전시실
처음에는 하숙방으로 임대했던 방이며, 지금은 기획전시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생활에서 크게 변화한
것들 중 매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 코이즈미토모요(小泉知代)기념실
작고한 코이즈미가의 차녀 코이즈미토모요는 디자이너였습니다. 이곳에는 그녀가 남긴 염색이나 그래픽 작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한두 번, 미술전이나 공예전 등의 특별전을 열기도 합니다.

● 담화실
마당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느긋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용안내＞
■개관시간 10:00～17:00
■휴관일
월요일・화요일(휴일인 경우에도 휴관입니다), 9월 상순, 연말연시
*이외에도 촬영 등으로 인해 임시로 휴관하거나, 전시교체 준비를 위해 4시30분 경에 전시물을 철거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입장료
성인 500엔, 고등학생 이하 300엔
단체할인, 노인할인, 장애인할인 등은 실시하지 않지만, 보행이 불편한 분의 경우 보호자 1명에 한하여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146-0084 東京都大田区南久が原2-26-19
TEL＆FAX：03-3750-1808
e-mail: mail@showanokurashi.com

■교통편 등
●토큐이케가미선(東急池上線) 쿠가하라역(久が原駅)에서 도보로 약 8분
（JR카마타역(蒲田駅)에서 승차 후 6분, JR고탄다역(五反田駅) 승차 후 15분）
쿠가하라역 앞에서 유야케토오리상점가(ゆうやけ通り商店街)를 지나, 노즈하라의원(野津原医院) 왼편의 작은
골목길로 진입, 골목 끝 두 번째 집.
●토큐타마가와선(東急多摩川線) 시모마루코역(下丸子駅)에서 도보로 약 8분
（JR카마타역(蒲田駅) 승차 후 4분, JR시부야역(渋谷駅) 또는 메구로역(目黒駅) 승차 후 타마가와역(多摩川
線)에서 환승 후 21분. 토큐타마가와선은 구메카마선(目蒲線)입니다.）
시모마루코역 앞에서 오타구민플라자(大田区民プラザ) 방향으로 진행, 환상8호선(環状八号線) 도로가 나오면
왼편으로 있는 후지모리이나리마에(藤森稲荷前) 횡단보도를 건너, 전면의 누메리자카(ぬめり坂) 언덕길로
진입, 갈림길에서 왼쪽길로 진입, 우노키특별출장소(鵜の木特別出張所) 맞은편의 골목길로 진입, 골목 끝의
집.
●자가용 이용자
전용주차장은 없습니다. 우노키특별출장소 방향에 있는 유료주차장(100엔/30분)을 이용해 주십시오. 환상8호
선(環状八号線)에서 진입후 1-2분. 박물관 앞길은 좁은 골목입니다.
*주택지 안에 있는 작은 박물관이기 때문에, 길을 헤매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찾아오실 때에는 지도를 보면서 쇼와(昭和)의 숨겨진 집을 찾는 기분으로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룹・단체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께
당관에서는 요일에 따라 전시 공간을 이용한 행사, 단체견학, 체험학습, 회의, 강좌, 연수, 촬영 등을 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본관은 건평 18평의 작은 박물관이기 때문에, 5명 이상이 관람을 하거나 담화실(휴게실)에서 여
유있게 시간을 보내고자 하시면, 가능한한 미리 연락을 주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