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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나시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야마나시현이라면 후지산은 빠질수 없습니다.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3년 6월에 세계유산에 등록이 돼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의산"이 되었습니다.

번역/가이드실연：요코모리 유카

혹시 여러분은 오늘 후지산을 보셨습니까.우리는 후지산을 보고 오늘 하루의 날씨를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후지산 위에 생긴 구름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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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70년만에 발견 된 西湖(사이코)，가장 작은 精進湖(쇼지코),천엔짜리의 후지산이 그려진 本栖

그리고 후지산주변에는 다섯개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섯개지만 약8만년전에는「宇津湖(우주코)」와
「せの湖(세노코)」의 두개 였는데 몇번인가의 후지산 분화에 의해 지금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섯개 호수중에 가장 큰 山中湖(야마나카코)，볼거리가 많은 河口湖(가와구치코)，멸종했다고 하는 물고

(모토수코)가 있습니다.그중에서 오늘은 가와구치코를 안내하겠습니다.

 후지산

        후지산 위에 우산같은 구름이 생기면 비

                                                             

가와구치코의 면적은 약 6킬로 평방미터이고 명동의 약 7배입니다.그리고まりも(마리모)라는 밤송이 같이



여러분이 섬에 가실 때는 조심하세요.

  

합니다.처녀는 아주 아주 질투가 심해서 미녀들을 탄 배가 섬에 다가오면 가라앉혀버린다고 합니다.
우지의 섬)라는 섬이 있습니다.그 섬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섬에는 아주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다
생긴 수초가 생식하고 빙어나 큰입배스등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うの島(우노시마:가

うの島(우노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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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놀이기구를 못타는 분도 걱정하지마세요.도깨비집이나 온천도 있으니 마음껏 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서운 놀이기구를 잘 타세요? 후지큐하이랜드에는 기네스북에 오른 놀이기구가 많습니다.

먹기



몸에도 좋습니다.

보기

거든" 하며 산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그 산이 바로 이 산입니다.
가치카치야마에는 로프웨이로 올라갈 수 있고 계절마다 또 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6월에는 수국이 아주 예쁘게 핍니다.

호토는 야마나시현의 향토요리입니다.
칼국수와 비슷한데 안에 단호박이 들어있고 된장맛

입니다.단호박뿐만 아니라 야채가 많이 들어있기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금방 튀겨낸 고로케를 뜨거운 채로
할머니주인이 매일 하나씩 하나씩 정성스럽게

받고 있습니다.맛있다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 고로케가게는 동네 사랑들의 사랑을 많이

만들어서 할아버지에게 먹였습니다.너무 슬퍼하는 할아버지 모습을 본 토끼가 할아버지대신에 원수를 갚
잡아서 할머니에게 너구리국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그런데 너구리는 할머니를 죽이고 할머니국을

그 때 너구리는 "토끼야 뭐 가치까치 소리가 안 들려?"그랬더니토끼는 "아 그건!카차카차라고 우는 새가
기로 했습니다.너구리에게 장작을 짊어지게해서 그 뒤에서 "가치카치". 돌을 부딪쳐서 불을 붙였습니다.

왜 여기가 카치카치야마냐면 옛날 옛날 사람을 잘 속이는 너구리가 있었습니다. 그 너구리를 할아버지가
"가치카치야마"는 일본 동화이고 "가치카치"는 돌을 부딪치는 소리입니다.한국에서는"딱딱"이라고 할까

또 6월에는 수국이 아주 예쁘게 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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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급의 댄스 풍금이 있습니다.시간을 맞춰서 가시면 연주를 들 수 있습니다.

6월부터 가을쯤에 가시면 3500송이의 많은 장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작이 늦어져서 이 오르골 대신에 연주가들이 탔습니다.
그 연주가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 오르골 소리를 들어 보시죠

바닷속에 가라앉아버렸습니다. 실은 연주가들이 아니고 바로 이 오르골을 태울 예정이었습니다.그렇지만
아십니까?그 연주가들은 가라앉는 순간까지 승객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주를 하고 타이타닉과 함께
관한 슬픈 이야기죠...타이타닉은 가라앉았다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용감한 연주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 이 오르골을 보세요. 이 오르골에는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타이타닉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야마나시현에서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