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타가야 문학관 

기획전 

하기와라 사쿠타로“달에게 짖다”  

개최 개요 

 

반짝이는 땅 위에 대가 돋아, …… 대, 대, 대가 돋아.  

(‘대(竹)’ “달에게 짖다”에서) 

  

일본의 근대시를 대표하는 시인, 하기와라 사쿠타로. 교과서 등을 통해 그가 지은 시의 선렬한 이미지와 리듬에 

충격을 받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세타가야는 사쿠타로가 말년을 보낸 곳입니다. 사후 80년을 기념하여 일본 

전국 52개 시설에서 개최되는 ‘하기와라 사쿠타로 대전 2022’의 일환으로, 우리 문학관에서도 이 불세출의 시

인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영원히 영원히 무섭도록 고독하다’(“달에게 짖다” 서문에서)라고 쓴 사쿠타로의 시는 세대와 

입장에 따라 분열되어 개개인이 어쩔 수 없이 고립되어 가는 현대의 우리에게 날카롭고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쿠타로는 이어서 인간 사이에 공통점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제 영원히 고독하지 않다’라고도 썼습니

다. 삶의 전부를 시에 바친 인간이 가지는 고독 끝에 사쿠타로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가 남긴 방대한 원고와 

노트 등의 자료, 사쿠타로의 영향을 받은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간 중 출품 자료의 일부가 교체됩니다. 

 

프로필 하기와라 사쿠타로 

시인. 군마현 출생. 마에바시 중학교 재학 중일 때부터 문예지 ‘문고’, ‘명성’ 등에 단가를 투고. 무로 사이세이

의 시에 감동하여 시를 쓰기 시작했으며, 기타하라 하쿠슈가 주재하는 ‘잠보아’에 ‘여정’ 외 시 5편이 게재되면

서 시단에 데뷔했다. 1917년, 구어자유시를 확립한 시집 “달에게 짖다”를 간행하여 근대시의 한 시대에 획을 

그었다. 다른 작품으로 시집 “우울한 고양이”, “순정 소곡집”, “얼음 섬”, 아포리즘집 “새로운 욕망”, 시론 “시

의 원리”, 평론 “일본으로의 회귀”, 단편소설 “고양이 마을” 등이 있다. 1931년에 세타가야구의 시모키타자와

로 이주했으며, 다다음 해에 직접 설계하고 지은 다이타의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전람회의 <4가지 볼거리> 

1 시의 탄생 

사쿠타로의 원고와 노트 등을 통해 시의 창작 과정을 살펴봅니다. 

2 다양한 표현 

음악과 그림, 디자인, 사진 등 사쿠타로의 다채로운 표현을 소개합니다. 

3 그려진 시 

현대의 미술가와 만화가들이 그린 사쿠타로의 작품, 초상화 작품을 전시합니다. 

4 시 체험 

시각적인 전람회장 디자인, 직접 시를 만드는 체험형 장치, 오토마타(스스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작품 등을 통

해 시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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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4年度地域ゆかりの文化資産を活用した展覧会支援事業  



하기와라 사쿠타로 저  ‘대(竹)’ 원고 

(마에바시 문학관 소장) 

하기와라 사쿠타로 초상사진                         

(마에바시 문학관 소장) 

이용 안내 

개관 시간 

 10:00~18:00(입장은 17:30까지) 

휴관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평일) 

관내정비기간 및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관람료 

【기획전】하기와라 사쿠타로：달에게 짖다 

각종 할인 

 컬렉션전・기획전 모두 다음과 같은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복수 할인 병용은 불가) 

・단체(20명 이상)는 관람료가 20% 할인됩니다 

・‘세타가야 아츠 카드’, ‘세타가야 문학관 동호회’, ‘세타가야 미술관 동호회’, ‘세타가야 퍼블릭 시어터 동호회’ 회원은 관람료
가 20% 할인됩니다(회원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각 기획전의 첫 번째 금요일은 65세 이상인 분의 관람료가 무료가 되는 ‘시니어데이’입니다. 이용하실 분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관람료가 할인되는 제휴처 카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점은 문의해 주십시오 

 

오시는 길 

 게이오선 ‘로카코엔’역 남쪽출구에서 걸어서 5분 

 오다큐선 ‘지토세후나바시’역에서 게이오 버스(지토세가라스야마역행) 승차,  

 ‘로카코슌엔’에서 하차 후 걸어서 5분 

 

문의처 

 세타가야 문학관 

 (우)157-0062 도쿄도 세타가야구 미나미카라스야마 1-10-10 

 TEL 03-5374-9111  http://www.setabun.or.jp/  

구  분 개  인 단 체(1인당) 

일  반 900엔 720엔 

대학생・고등학생 600엔 480엔 

중학생・초등학생 무료 무료 

65세 이상 600엔 480엔 

장애인수첩 소지자 400엔 320엔 

 *단체 요금은 20명 이상 입장시에 적용됩니다 

 *기획전의 관람권으로 컬렉션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수첩 소지자가 대학생 이하일 경우는 무료입니다(보호자 1명은 무료) 

http://www.setabun.or.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