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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韓国語韓国語韓国語((((安安安安    仁淑仁淑仁淑仁淑))))    

【【【【고후역고후역고후역고후역    북쪽북쪽북쪽북쪽주변주변주변주변    가이드가이드가이드가이드・・・・고슈유메코지고슈유메코지고슈유메코지고슈유메코지    산책투어산책투어산책투어산책투어】】】】    

（甲甲甲甲府駅北口周辺のガイド・府駅北口周辺のガイド・府駅北口周辺のガイド・府駅北口周辺のガイド・甲州夢小路散策ツアー甲州夢小路散策ツアー甲州夢小路散策ツアー甲州夢小路散策ツアー）））） 

≪≪≪≪2014201420142014．．．．2222．．．．1(1(1(1(土土土土))))／／／／16161616((((日日日日))))    観光通訳ボランティアガイドセミナー観光通訳ボランティアガイドセミナー観光通訳ボランティアガイドセミナー観光通訳ボランティアガイドセミナー((((英・中・英・中・英・中・英・中・韓韓韓韓))))≫≫≫≫    

 

★★★★이번이번이번이번    자원봉사자원봉사자원봉사자원봉사    세미너에서는세미너에서는세미너에서는세미너에서는, , , , 다음의다음의다음의다음의    2222 가지가지가지가지    점에점에점에점에    중점을중점을중점을중점을    두어두어두어두어,,,,    지금까지지금까지지금까지지금까지    보다보다보다보다    더더더더    진보진보진보진보된된된된    준비와준비와준비와준비와    

연습을연습을연습을연습을    해해해해    봅시다봅시다봅시다봅시다!!!!    

①지금까지의 세미나는 역사적 문화적 요소가 강한 장소였으나, 이번에는 가이드를 받는 여행자가 

감상이나 의견, 질문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입니다. 가이드가 오래오래 설명하여 

그것을 여행자가 계속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여행자와 회화를 나눌 수 있도록, 

설명은 간단하게 하도록 주의합시다. 필요에 따라서 여행자의 회화에 덧붙여서 설명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서로 회화를 나누는 것처럼 가이드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십시오. 

②따라서 이하의 항목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 여러분이 몇 개로 나누어서 회화로 

연결하여 써 볼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십시오. 또 각 항목을 「연결하는 말이나 이야기」를 각자 

생각해서 연습도 하고, 실제로 가이드 실습도 해 봅시다. 

「연결하는 말」은, 가이드 여러분 쪽에서 이야기의 유도가 될 만한 질문이나 메인 스토리에 

연결되도록 복선을 까는 듯한 이야기도 좋겠지요. 그리고, 여행자로부터의 질문이나 감상도 예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이 준비・이용하여, 다음의 준비된 가이드항목도 적절히 

사용하면서 자연스러운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영어그룹・고시이시 선생님으로부터) 

 

★★★★가이드가이드가이드가이드    안내안내안내안내    코스코스코스코스 

①①①①고후역고후역고후역고후역북쪽북쪽북쪽북쪽    부근부근부근부근((((甲府駅北口周辺甲府駅北口周辺甲府駅北口周辺甲府駅北口周辺))))    →→→→    ②②②②야마노테야마노테야마노테야마노테고고고고몽몽몽몽((((山手御門山手御門山手御門山手御門) ) ) ) →→→→    ③③③③고슈고슈고슈고슈    유메코지유메코지유메코지유메코지((((甲州夢小路甲州夢小路甲州夢小路甲州夢小路) ) ) ) →→→→    

④④④④고고고고후죠후죠후죠후죠    우치마츠가게몽우치마츠가게몽우치마츠가게몽우치마츠가게몽((((甲府城甲府城甲府城甲府城内内内内松陰門松陰門松陰門松陰門))))에서에서에서에서    구로가네몽구로가네몽구로가네몽구로가네몽((((鉄鉄鉄鉄門門門門) ) ) ) →→→→    ⑤⑤⑤⑤고고고고후죠후죠후죠후죠    덴슈다이덴슈다이덴슈다이덴슈다이((((甲府甲府甲府甲府のののの天守台天守台天守台天守台))))    

 

(1)(1)(1)(1)고후역고후역고후역고후역((((甲府駅甲府駅甲府駅甲府駅))))：：：：    

이 역은 야마나시현에서 가장 큰 역으로, 

1903 년에 주오선 개업 때 건설되었습니다. 

지금은 쥬오선과 미노부선 2 개의 선로가 

있습니다. 하루 평균 승객은 14,000 명 정도로 , 

매일매일 약 3 만명을 넘는 사람들이 이 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2)(2)(2)고후시고후시고후시고후시((((甲府市甲府市甲府市甲府市))))：：：：    

야마나시현의 현청소재지로써, 인구는 약 19 

만명입니다. 고후시는 야마나시현의 중앙부근 

에서 남북으로 펼쳐져 있고, 초생달 같은 모양 

을 하고 있습니다. 2000 년에는 특례시로 제정 

되었으며, 보석연마관련 산업으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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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ＮＨＫＮＨＫＮＨＫＮＨＫ고후방송국고후방송국고후방송국고후방송국((((Nippon Housou Kyoukai、Nihon Housou Kyoukai))))    ：：：：    

ＮＨＫ는 일본 정부의 방송법 하에 1950 년에 설립되어져, 공공복지를 

위하여, 일본전국에 보다 좋은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함과 동시에, 

국제방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ＢＢＣ와 같은 국영방송국이 

라고 할 수 있지요. ＮＨＫ는 일본방송협회의 영문표기의 머리글자를 딴 

말로, 4 개 체널의 방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뉴스나 도큐멘트에서부터 

연극과 음악을 비롯하여, 많은 학과목과 외국어 등을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4)(4)(4)(4)야마나시현립야마나시현립야마나시현립야마나시현립    도서관도서관도서관도서관((((山梨県立図書館山梨県立図書館山梨県立図書館山梨県立図書館))))：：：：    

이 곳은 야마나시현립 도서관으로, 2012 년 11 월에 이 장소에 이전 

신축됐습니다. 이 전의 도서관은 1970 년에 세워져, 건물의 노후화와 

도서수장 공간의 협소로 인해 새로 신축된 것입니다. 

 

 

        

(5)(5)(5)(5)야마나시야마나시야마나시야마나시    문화회관문화회관문화회관문화회관((((山梨文化会館山梨文化会館山梨文化会館山梨文化会館))))：：：：    

야마나시 문화회관은, 세계의 당게로 불리웠던 유명한 일본의 건축가 

당게켄죠(丹下健三)에 의해서 설계된 건물입니다. 지상 8 층・지하 2 층 

빌딩으로 1966 년에 건축됐습니다. 주로 신문과 텔레비젼, 라디오방송을 

하는 종합정보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산니치(山日 YBS(Yamanashi 

Broadcasting System))그룹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6)(6)(6)(6)야마노테고몽야마노테고몽야마노테고몽야마노테고몽((((山手山手山手山手御御御御門門門門))))    ：：：：    

     야마노테몽(山手門)        야마노테 와타리야구라몽(山手渡櫓門)  

야마노테고몽(山手御門)은, 고후성에 3 개 있었던 큰 출입구 중의 하나로, 고후성의 북쪽 출입구 

였습니다. 야마노테고몽이란, 작은 야마노테몽(山手門, 높이 약 6m, 넓이 약 5m)과 큰 야마노테 

와타리 야구라몽(山手渡櫓門, 높이 약 12m, 넓이 약 14m)의 양 쪽을 말합니다. 

에도시대(1603～1868)에 흙으로 만든 다리로 도랑을 건넜고, 이 문을 지나서 성 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야마노테몽은「성문」으로써, 야마노테 와타루야구라몽은 무기의 「창고」로서의 역활을 

했다고 전해집니다.메이지 시대(1968～1912)가 되자, 도시화가 진행되어, 야마노테고몽 주변의 

돌담도 무너지고 도랑은 매립되었습니다. 헤이세 10 년(1998 년)의 발굴조사에서, 돌담의 일부 

가 발견되어, 야마노테고몽의 복원을 중심으로 한 공원정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공원은 

헤이세 19 년 (2007 년)3 월에 완성되어, 시민교류의 장으로써 일반개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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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７）（７）（７）고슈고슈고슈고슈    유메코지유메코지유메코지유메코지((((甲州夢小路甲州夢小路甲州夢小路甲州夢小路))))    ：：：：    

이곳은 옛날의 미니 에도시대 같은 분위기를 한 곳으로, 메이지, 다이쇼, 

쇼와초기의 고후죠카마치(성곽마을)를 재현한 곳입니다. 2013년3월25일, 

JR 고후역 북쪽출입구에 새로운 관광스폿트로 오픈됐습니다. 야마나시의 

전통공예품을 판매하는 숍이나, 현에서 생산한 식품재료를 사용하는 

레스토랑, 미술관 등이 모여있는 상업시설「고슈 유메코지」입니다. 

①①①① 앙티크앙티크앙티크앙티크    쥬얼리쥬얼리쥬얼리쥬얼리    콜렉션실콜렉션실콜렉션실콜렉션실[1F][1F][1F][1F]::::주식회사 단자와가가 30 여년 걸쳐서 

수집해 온 앙티크・쥬얼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귀중하고 현란한 광채가 빛나는 쥬얼리를 즐겨 주십시오.     

판화판화판화판화    콜렉션실콜렉션실콜렉션실콜렉션실[2F][2F][2F][2F]（（（（작은작은작은작은    창고미술관창고미술관창고미술관창고미술관））））::::구사마 야요이(草間彌生)、피카소, 

샤갈,오카모토 타로(岡本太郎)、다케히사 유메지(竹久夢二)등의, 판화작 

품을 기간별로 나누어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계절별 기획전시는 연간을 

통해서 즐길 수 있으며, 폭넓은 세대의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전시내용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판화의 세계를 직접 느껴보십시오. 

 

②②②② 다마야다마야다마야다마야((((玉屋玉屋玉屋玉屋))))[1F][1F][1F][1F]::::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여진 다양한 천연석 ・

악세서리를 갖추고 있으며, 소중한 사람과 함께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해 온 

듯한 귀석 ・ 화석 ・광물들을 똑 같이 몸에 걸치고, 보석과 함께 지내보지 

않겠습니까? 이 숍의 추천상품은, 오리지널 심해(深海)파란 잠자리 모양 

악세서리입니다. 위안효과가 있는 짙은 청색은 어느 계절에도 아주 좋습니다.    

유채화갤러리유채화갤러리유채화갤러리유채화갤러리[2F][2F][2F][2F]（（（（고고고고    민가민가민가민가））））:고후시출신작가 시미즈 이사오(清水勲 1943-2003）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풍부한표현력과 색채, 독특한묘화(描画)는 예술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해 줍니다.31살에 이탈리아에 건너가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③③③③ 고슈고슈고슈고슈((((甲州甲州甲州甲州))))잼잼잼잼（（（（이시노이시노이시노이시노    구라구라구라구라    石石石石のののの蔵）蔵）蔵）蔵）：：：：자연산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장 잼.    자사농원에서 만든 불루베리와 허브를 비롯해서,「후르츠왕국 

야마나시」라는 입지를 최대한으로 살린, 체리와 백도(白桃)・건포도 등을 

사용하여 지역농가와 연계해서 잼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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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④④④ 구로미쓰앙구로미쓰앙구로미쓰앙구로미쓰앙((((黒蜜庵黒蜜庵黒蜜庵黒蜜庵))))기나코테이기나코테이기나코테이기나코테이((((きなこきなこきなこきなこ亭亭亭亭））））：：：：검정색검정색검정색검정색    꿀을꿀을꿀을꿀을    사용하는사용하는사용하는사용하는    건강에건강에건강에건강에    좋은좋은좋은좋은    창작과자집창작과자집창작과자집창작과자집    

검정색 꿀과 콩가루를 사용한 일식/서양식 과자와, 금방 갈은 콩가루를 사용한 스위트와 드링크의  

가게입니다. 기쿄신겐(桔梗信玄)소프트와 못푸르(검은 꿀과 콩가루 아이스크림 셋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기쿄신겐(桔梗信玄)떡으로 친숙한, 검은 꿀과 금방 갈은 콩가루의 풍미가 최고로 조화된  

맛을 보여줍니다. 맛의 종류는,「콩가루、검은 콩 콩가루, 청색 큰 콩」맛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야마나시의 토산으로도 유명한 기쿄신겐(桔梗信玄)떡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쿄신겐(桔梗信玄) 

프링과 신겐(信玄)복숭아도 인기입니다. 야마나시, 고후의 관광선물로 잊지 마세요. 

○○○○5555 누우누우누우누우((((ぬうぬうぬうぬう))))[1F][1F][1F][1F]：：：：스카프, 스톨, 넥타이, 손수건, 헝겊소품 등, 천으로 

만든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비스트로비스트로비스트로비스트로    ((((BISTRO BISTRO BISTRO BISTRO 메리메리메리메리    메로메로메로메로[Meli[Meli[Meli[Meli----Melo]Melo]Melo]Melo]):):):):    지역산의 소화가 콘셉. 

야마나시현 생산의 야채나 고슈(甲州)와인비프, 신겐(信玄)닭고기 등을 

사용한 캐쥬얼 프렌치를 제공합니다. 부담없이, 가볍게 프랑스식을 즐겨 

주십시오. 고슈(甲州)와인 비프／신겐(信玄)의 맛 비프／신겐 (信玄)닭고기 

／가이(甲斐)연어／신겐(信玄)돼지고기／크리스탈 돼지고기 등의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6666 구루구루구루구루무무무무((((くるむくるむくるむくるむ))))：：：：야마나시의 지역산업인 일본창호지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야마나시 여행기념 선물 등으로 꼭 챙겨주세요.  

○7 고슈고슈고슈고슈((((甲州甲州甲州甲州))))와인와인와인와인구라구라구라구라（甲州酒（甲州酒（甲州酒（甲州酒ノノノノ蔵）蔵）蔵）蔵）：：：：야마나시현의야마나시현의야마나시현의야마나시현의    

지방술지방술지방술지방술. . . . 야마나시의 맛있는 물로 만드는 술도 꼭 한 

잔 맛 봐 보세요.  

○○○○8888 부도야부도야부도야부도야((((葡萄屋葡萄屋葡萄屋葡萄屋))))Kofu Kofu Kofu Kofu ：：：：먹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그것은「맛있는」것.야마나시의 명산품 

인 포도를 사용한 건포도산도를 판매하고 있습니 

다. 그 밖에도 건포도와 포도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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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 핫핫핫핫친친친친    플러스플러스플러스플러스((((8Chin+ 8Chin+ 8Chin+ 8Chin+ ))))：：：：빵과빵과빵과빵과    구운구운구운구운    과자향과자향과자향과자향이이이이    가득한가득한가득한가득한    가게가게가게가게    안안안안....    

가게에서 직접 구운 빵과 슈크림 등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슈 8 진과(甲州八珍果)를 비롯해, 과일을 사용한 스위트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핫친 빵」을 비롯해, 슈크림과 베이글을 비롯해, 

드링크 등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10101010 기노기노기노기노    미미미미((((樹樹樹樹のののの実実実実))))드드드드라라라라이이이이    후르츠후르츠후르츠후르츠::::((((명품의명품의명품의명품의    소프트그림을소프트그림을소프트그림을소프트그림을    맛맛맛맛    볼볼볼볼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카페카페카페카페))))    포도, 체리, 복숭아, 살구, 사과, 토마토, 아욱, 여주 등의 말린 

과실・후르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리나 케이크용과 아이스크림이나 

요구르트 등의 토핑 용으로 대 인기입니다. 과실왕국인 야마나시의 

선물로 꼭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게 안에는, 휴식할 수 있는 

카페공간도 있으며, 드링크와 소프트아이스크림 등의 스위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게 오리지널「브랜드 소프트크림」은, 절묘한 식감과, 

부드러운 감미가 잊지 못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12121212 고후고후고후고후    도키노도키노도키노도키노    가네가네가네가네((((甲府甲府甲府甲府    時時時時のののの鐘鐘鐘鐘))))：：：：종소리로 때를 

알리는 것은, 원래는 불교사원의「봉쇼 종(梵鐘)」 

이 기원으로, 새벽 오전 6 시, 낮 정오, 저녁 오후 

6시에 울렸던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흘러 에도시대 

가 되자, 큰 종루에 매단 종을 울려서, 시내의 사람들에게 때를 알리는 「도키의 가네(時の鐘」가, 

하루하루의 생활에 선을 긋는 중심적인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에도시대에는, 하루를 12 시각으로 

나누어 12 지(支)로 매겨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 구분 없이 하루에 12 회, 종을 울려서 때를 

알렸습니다. 이 종소리에 의해 사람들은, 방범을 위한 문 단속,농작업의 개시, 성내의 각종 행사에의 

참가, 목욕탕의 개점과 폐점등, 일상생활의 모든 판단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시각은,오늘날처럼 24 시간이 같은 간격이 아니고, 낮과 밤의 차이를 조정해서 매겼습니다. 해가 

뜸과 동시에 일어나고, 해가 지면 하루를 마치는 에도시대에는, 생활리듬에 잘 맞는 

시각법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후성에 있어서는, 1661-1673 년 경, 현재의 주오 2 쵸메(中央 2 丁目）에 있었던 절(지금은 

폐원되었습니다만)에 종루가 건립되었습니다. 야나기자와(柳沢)시대에 성곽마을의 정비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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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년에 고후시 아다고마치에 이전 후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1818 년에 재건되어, 1872 년까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종은, 고후시민의 행복과 고후시의 발전과 함께, 고후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행운을 기념하여, 141 년을 지난 2013 년에 고슈유메코지(甲州夢小路)에 새롭게 만들어 

졌습니다.  

（８）（８）（８）（８）고후성고후성고후성고후성((((甲府城甲府城甲府城甲府城))))    ：：：：    

고후성은, 마이주루죠(舞鶴城)라고도 불리우며, 야마나시현 사적으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다케다 

씨의 멸망 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에 의해서 축성되었습니다. 관동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에 대항하기 위한 중요 전략거점으로써 지어졌다고 하며, 도쿠가와 체제가 

되고나서 부터는 서쪽에 대한 대비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녀왔다고 합니다. 전에는 20ha(헥타르)에  

이르는 광대한 성곽이었습니다. 현재는, 성곽의 일부가「마이주루죠 공원(舞鶴城公園)」「고후시 

역사공원」으로서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구로가네몽구로가네몽구로가네몽구로가네몽((((鉄門鉄門鉄門鉄門))))：：：：    

 

고후성은 다케다 일가가 멸망한 후에, 도요토미(豊臣)・도쿠가와(徳川)정권시대에 세워진 히라야마 

지로(平山城)입니다. 고후역 근처에 위치하여 오늘날은, 마이주루죠(舞鶴城)공원으로 불리우면서 이 

지방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이전부터 천수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하여져 왔으나, 

발굴조사나 문헌등으로부터 현재에는, 천수각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도 유력해졌습니다. 고후성은, 

10 여년 전부터 조금씩 복원작업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２００３년에는 성벽의 하나인 이나리 

야구라(稲荷櫓)가, ２００７년에는 고후역 북쪽출입구 근처에 야마노테고몽(山手御門)이 복원되고,    

작년（２０１３년）１월１０일에 혼마루(성곽의 중심)을 지키는 성문・구로가네몽(鉄門)이 １４０년 

만에 복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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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온히샤온히샤온히샤온히((((謝恩碑謝恩碑謝恩碑謝恩碑))))：：：：    

메이지말기에 거듭되는 수해가, 산림황폐가 심해진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고료링(御料林＝황실 

소유삼림)의 환부청원을, 현에서 정부에 제출, 이를 

국토보안의 견지에서, 고료링이 하양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천황의 성은에 감사하기 위해서 다이쇼９년 

(1978 년)에 건설된 탑입니다. 

◎◎◎◎덴슈다이덴슈다이덴슈다이덴슈다이((((天守台天守台天守台天守台))))：：：：성이    지어졌던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덴슈다이(天守台)는 성의 

심볼로서 천수각이 세워지는 장소입니다.  

야마노테고몽에서 덴슈다이와 이나리 야구라(稲荷櫓)를 관망하고, 

덴슈다이 왼쪽으로는 후지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하는이하는이하는이하는, , , , 덴슈다이덴슈다이덴슈다이덴슈다이((((天守台天守台天守台天守台))))에서에서에서에서    설명하는설명하는설명하는설명하는    특징적인특징적인특징적인특징적인    대상물입니다대상물입니다대상물입니다대상물입니다....    

    

◎◎◎◎엔쇼구라엔쇼구라엔쇼구라엔쇼구라    ((((硝蔵跡硝蔵跡硝蔵跡硝蔵跡))))흔적흔적흔적흔적：：：：    

여기에는 고후성의 화약고였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물은 전국에 있는 어느 성에도 있는 것이지만, 지하구조로, 

특별한 방습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 매우 드문 건축물입니다. 

    

◎◎◎◎혼마루혼마루혼마루혼마루    야구라야구라야구라야구라((((本丸櫓跡本丸櫓跡本丸櫓跡本丸櫓跡))))흔적흔적흔적흔적：：：：    

성 내의 중심에 세워진 성벽으로, 메이지 초기까지 남아있었던 것이, 

오래된 사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앙쿄앙쿄앙쿄앙쿄((((暗渠暗渠暗渠暗渠))))    ：：：：    

우수(雨水)등이 성토(盛土)나 돌담 내부에 고이면 돌담이 불안정해 

지므로, 효과적으로 배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앙쿄는 배수를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혼마루혼마루혼마루혼마루((((本丸本丸本丸本丸))))    ：：：：    

구로가네몽(鉄門)에서 혼마루를 바라보는, 원내 

도로가 정비되어 있습니다.정면의 건물은 화장실입 

니다. 아카가네몽(銅門)에서 혼마루가 바라다보이 

고, 정면은 덴슈다이(天守台)입니다. 

    

◎◎◎◎나카노몽나카노몽나카노몽나카노몽((((中中中中のののの門門門門))))흔적흔적흔적흔적：：：：덴슈성곽(天守曲輪)・혼마루(本丸성의 중심)로 향하는 문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덴슈성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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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마츠가게몽우치마츠가게몽우치마츠가게몽우치마츠가게몽((((内松陰門内松陰門内松陰門内松陰門)))) ：：：：    

야가타구루와(屋形曲輪)와 니노마루( ニ の 丸)를 연결하는 문입니다. 

메이지 초기까지 남아 있었던 것을 그림과 발굴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헤이세 11 년(1999 년)에 복원됐습니다.     

    

    

    

◎◎◎◎가지구루와몽가지구루와몽가지구루와몽가지구루와몽((((鍛冶曲輪門鍛冶曲輪門鍛冶曲輪門鍛冶曲輪門)    ：：：：    

가지구루와(鍛冶曲輪)하고 가구야구루와(楽屋曲輪)를 연결하는 문입 

니다.  

메이지 초기까지 남아있었다는 것이, 남아 있는 그림과 발굴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헤이세８년(1996 년)에 복원됐습니다.  

    

    

(9)(9)(9)(9)야마나시현청과야마나시현청과야마나시현청과야마나시현청과    방재방재방재방재((((防災防災防災防災))))신관신관신관신관：：：：    

2013 년 9 월에 오픈된 야마나시현 신청사가 현의 방재신관입니다.  

지상９층, 지하２층 건물입니다. 도카이(東海)지진 등 재해 발생시에 

대처거점이 될 수 있도록 건설되었습니다.     

    

    

(10)(10)(10)(10)후지산후지산후지산후지산：：：：    

후지산은, 야마나시현과 시주오카현이 자랑하는 활화산(活火山)으로, 

표고 3,776ｍ의 아름다운 성층화산입니다.     

2013 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1)(11)(11)(11)시라네시라네시라네시라네    산잔산잔산잔산잔((((白根三山白根三山白根三山白根三山))))    

시라네 산잔(白峰三山)은, 남알프스 국립공 

원의 아카이시산맥(赤石山脈)에 있는 기타 

다케(北岳 3,193ｍ), 아이다노다케(間 ノ

岳3,189ｍ), 노우도리다케(農鳥岳3,026ｍ） 

의 세개 산의 총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