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거리(가을)
[D-2/D-3]

봄에는 만개의 왕벚나무 아래를 산책할 수 있는 
대학거리. 가을에는 은행나무의 단풍을 
바라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즐깁니다.

사쿠라거리(봄)
[B-3/C-3/D-3]

매년 봄에 가지가 늘어진 벚꽃이 만드는 아치 
풍경은 정말 아름답고 사진 촬영의 인기 스팟 중 
하나.

히토츠바시대학교
 [D-2]

산업계에 많은 리더를 배출해 온 사회학과계 
국립대학교법인. 간토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간다에서 구니타치로 이전.

구니타치 아트 비엔날레
[D-2]

2015년에 시작한 2년마다 열리는 예술축제. 
2015년의 야외 조각전 수상작품 6점이 
대학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쿄도 다마 장애인 스포츠 센터
구니타치시 후지미다이2-1-2  ☎042-573-3811 [D-3]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체육관 등을 설치하고 각종 교실을 실시. 
납량제 등의 이벤트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구니타치 시민 예술 소 홀
구니타치 후지미다이2-48-1 ☎042-574-1515 [C-3]

336명 수용하는 홀, 70명 규모의 스튜디오, 음악 
연습실, 갤러리 등을 갖춘 시의 아트 관련 시설. 
옆에는 종합체육관.

야가와 녹지대(도교도보전지정지역)
야가와시 하고로모쵸3쵸메 [A-3/B-3]

야가와시와의 경계선 상에 있고 습지대 수목에 
야조도 날아오는 작은 오아시스. 녹지대의 샘물을 
모은 야가와가 남쪽으로 흘러 갑니다.

마마시타용수공원
구니타치 야가와 3-12 [B-4]

마마란 이 지역의 말로 벼랑선을 가리킵니다. 남부 
벼랑선 밑에 있는 10개소 정도의 샘물 포인트 
중에서도 최대 수량이 있습니다.

천사의 피아노 [B-4]
타키노가와 가쿠엔 
창립자의 아내·이시이 
후데코가 애용하던 피아노.
1885년 요코하마에서 
제조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피아노.

아오야기이나리신사
구니타치시 아오야기 236 [A-4]

지역을 지키는 오이나리상의 수호신은 석조 여우. 1월 
돈도야키(설 장식 태우기), 2월 하츠우마(축제), 8월 
봉오도리(전통춤), 9월 예대제(축제)가 개최됩니다.

다키노가와가쿠엔본관(국가등록유형문화재)
구니타치시야호6312 [B-4]

일본에서 처음으로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기독교계 
복지시설. 쇼와초기에 지어진 본관은 10월말 
문화재위크에 일반공개.

구니타치향토문화관
구니타치시 야호6231　☎042-576-0211 [B-4]

향토의 역사나 민족, 미술, 자연에 관한 자료가 
모인 박물관. 도시의 떠들썩함을 떠나 조용한 
이공간이 편안하고 기획전도 수시로 개최.

구니타치시 전통민가(시지정문화재)
구니타치시 이즈미5-21-20　☎042-575-3300 [C-4]

죠야마공원내에 에도시대 띠지붕·팔작지붕의 
민가를 이축. 이로리（난방, 취사용 불）나 도마
(마루를 깔지 않은 입구/취사 공간)도 있고 옛날의 
생활도구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에 더해 역사나 자연을 디자인한 
수건이나 그림엽서, 시내에서 채취된 벌꿀 등도 
판매 중. 기년품으로 추천합니다.

난요지
구니타치시 야호6218 [B-4]

임제종 켄쵸지파의 선종의 철. 본전은 에도중기의 
재건. 섣달 그믐날만 공개되는 관음당에 그려진 고 
마에다　죠사쿠씨의 천장 만다라화는 필견입니다.

다마가와 사이클링로드
[B-5]

다마가와 강 하천부지에는 축구, 야구 등의 
운동장이 있고 강가의 사이클링로드를 자전거로 
달리면 도쿄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야보텐만구
구니타치시 야호 5209[D-4]

동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텐만구이며 고마이누(해태) 
등이 국가지정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조용한 숲의 경내에 지역의 조각가 세키 빈씨의 
작품도.

혼다가 야쿠이문(국가 등록 문화재)
구니타치시 야호5122 [D-4]

에도 초기부터 이어지는 혼다가는 대대 서가, 의사 
등을 배출. 이 문은 말을 탄 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있습니다. (내부는 비공개)

죠야마공원(도쿄도 역사환경보전지역)
구니타치시 야호 1700 [C-4]

중세 호족의 성관 유적. 무사시노의 수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4월하순에 남방바람꽃, 8월 하순에 
백양꽃을 즐겨 볼 수 있습니다.

죠야마 사토노이에
구니타치시 이즈미5-21-20　☎042-505-5190 [C-4]

죠야마공원 안에 있는 구니타치의 농업에 관련한 
정보발신거점. 이벤트나 수확체험 등을 기획하고 
시설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후추용수(농림수산성 : 전국소수백선)
[B-4/C-4 etc.]

여름동안 농지를 그물코처럼 흐르는 용수에는 잔 
물고기가 살고 희소한 곤충이나 백로, 물총새도 
오는 귀중한 환경.

벼농사 체험 논
구니타치시 이즈미5-21-20[C-4]

전통민가 앞의 논에서는 6월 모내기부터 10월 
벼베기까지 초등학교 5학년생의 벼농사 체험 
수업을 실시합니다. (농업위원회 주최)

※는 전통민가에서 개최

구니타치시의 표장 매실꽃

매실꽃의 꽃잎 5장을 디자인하고 
두줄의 바깥 선은 나라　”国 (국)”
자의 부수 모양을 표현하고 안쪽 
선은 설　”立 (립)”자와 文教
(문교)의 ‘文 (문)’자를 
표현합니다. 세키 야수쥬 씨 작.

해바라기밭 [C-4]
2미터 넘는 해바라기의 
밭. 7월부터 8월에는 
메이즈거든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로등 [D-2/D-3]
아름다운 대학거리를 
걸을 때는 소쇄한 
레트로 가로등에도 
주목. 1985년에 
프랑스 렌츠사에서 
직수입한 것.

타쿠리호
일본 첫 국산 가솔린 
자동차. 사진은 
레프리카이지만 
노상운전도 가능. 
규샤사이(클래식카 
축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악귀를 쫓고 무병식재(無病息災)를 
빌어 “후쿠와 우치(복은 안으로), 
오니와 소토(악귀는 밖으로)!”라고 콩을 
던진다.

2월 세츠분(입춘 전날) 콩 던지기※　

삼짇날 전후에는 전통적인 히나인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3월 히나마츠리(삼짇날)※

견우와 직녀가 한해에 한번 만나는 날. 
소원을 쓴 단자쿠(가늘고 긴 종이)를 
대나무에 답니다.

7월 칠석 장식※

 “구니타치의 생활을 기록하는 모임”의 
지도로 야호의 짚으로 만듭니다.

8월 짚신 만들기

억새를 장식하고 쌀가루로 경단을 
만들고 가을의 보름달을 즐깁니다.

9월 쥬고야 경단 만들기※

행운을 가져온다는 다음 해 띠의 동물을 
종이접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11월 십이지의 종이접기 교실

벼베기가 끝난 후의 짚으로 올리지널 
설장식을 만듭니다.

12월 시메나와장식(설장식) 만들기

시민에게서 기증 받은 무사 차림 인형을 
전시. 마당에서는 고이노보리
(잉어드림)도 헤엄치고 있습니다.

5월 단오절※

양산의 고치 풍작을 빌어 쌀가루 경단과 
귤을 떡갈나무에 장식합니다.

1월 마유다마(누에고치)견단 장식※

벼랑선
고대 다마가와 강이 
대지를 깎아서 생긴 
벼랑선. 대지에 내린 
비가 지하 깊은 곳에 
스며들어 샘물로서 
솟아나옵니다.

나바가와 배 [D-4]
수원이 풍부한 이 
지역은 다마가와 배라 
불리는 싱싱한 배의 
산지이기도 합니다.

※구내 출입은 접수에서 허가를 받으십시오.

구니타치시의 구 구니타치역사는 빨간 
삼각 지붕의 건물이었습니다. 구니냥은 
거기에 왔다갔다 하는 고양이의 요정. 

구니냥

©구니타치시 관광도시조성협회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는 구니타치역을 
배 경 으 로  성 화  런 너 가  달 렸 습 니 다 .  
(구니타치향토문화관 소장)

구 구니타치역사란 뭘까?

야보텐만구와 함께 구니타치의 상징 ”구 구니타치역사” . 개업한 1926년(다이쇼15년)부터 
2006년(헤이세이18년)까지 80년간 이 지역의 입구로서 또는 약속 장소로서 시내 사람들 
외에도 시외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왔습니다. 도교도 내에서는 하라주쿠역사 다음에 
오래된 목조역사이며 2006년에는 구니타치시 유형문화재 건조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삼각지붕에서 “마치아와세(약속)”

2006년 JR주오선의 고가화에 따라 아쉬워하면서 역사로서의 역할을 마친 후 정중하게 
해체돼고 부재는 시의 보관고에 보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들로부터 많은 기부가 모여서 
2018년에는 재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축 후의 구 구니타치역사는 히로마(큰 방), 시내 안내소, 
전시실의 3개의 방으로 구성되고 2020년 4월 지역 매력 발신 거점으로서 거의 원래 있던 곳에 
돌아옵니다. 활용의 캐치프레이즈는 “삼각지붕에서 마치아와세” . 이것은 원래 역사의 기능인 
“만날 약속(마치아와세)”과 “마치(지역) 아와세(만남)”로 지역과 만난다는 뜻을 담긴 것입니다. 
구 역사를 거점으로 지역을 돌면서 구니타치의 매력을 재발견합시다.

범례 

시 민화장실(이용 가능한 가게 화장실)
 ·  보뽀로 쇼핑센터
 ·  기노쿠니야 구니타치점
 ·  세이유 아오야기점
 ·  패밀리·서포트
 ·  도쿄도 다마장애인스포츠센터
 ·  도레타노
 ·  카페 고코타노
 ·  야야코시야
 ·  다마리바 소라

상점회 지역
벚꽃의 명소

응급　☎119　　　　 경찰　☎110
다마교통(택시) 　☎042-572-3161 
긴세이교통(택시) ☎042-575-0458

［D-2］
［D-2］
［A-3］
［C-2］
［Ｄ-3］
［Ｄ-４］
［Ｄ-４］
［Ｄ-４］
［Ｄ-４］

파출소 환전

온천·목욕탕

소방소 공원

JA 농업협동조합 시청신사와 절

하천·용수

학교 공중화장실 우체국

향토문화관 상품

노선버스B K 구닛꼬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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