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치토카이가이드 이누야마편
유학생의아이치토카이안내 : 유학생과함께일본인학생들과함께유명한도카이의관광명소를방문하여

안내책자를작성하고여러언어로정보를배포하십시오. 이프로젝트는글로벌및로컬연결을시도했습니다.

이누야마성에도착했을때,매우일본적인분위기를느꼈습니다.

유카타의사람들,경치,모든것이매우아름답고,달력의아름다운사진을오려서붙

은듯이보였습니다. 

박물관과갤러리를방문하고있을때, 페루의문화와닮은점이많이있는것을보고

놀랬습니다. 

나의모국페루의문화와비교해볼때,매우흥미로웠습니다.

이와같은시간을친구와함께보내는것이가능해서정말로즐거웠습니다.

후아리고랜스
(페루)

岐阜県

愛知県

三重県

静岡県

이누야마성의천수각에올랐을때,꽤험난한곳에새워저있기때문에,닌자는이험

난한곳에올랐을까하는것을상상했습니다.

또,천수각으로부터성하마을까지는멀고,옛날에성에살았던사람들은,성하마

을에놀러가는것이힘들지않았을까생각했습니다.

성하마을에서본카라쿠리인형은재미있다고생각합니다.모국의중국에도같은

인형이있지만,어렸을때,인형을사용한여러가지연극을하는것을보는것을좋아

했습니다.

린신슈(중국)

참가자에의한감상아이치현립대학
일본문화학부

외국어학부

유학생에의한
관광가이드



맛있는것
Delicious Items

↑ 가까이서보면정말로큰
(길이 123미터 높이 12미터)

↑ 가이던스시설[마호라의관]출토품과정보가충실

이누야마성

천수각최상층으로부터본조망은아름답다!

키소가와로부터본이누야마성은절경

성하마을걷기

관광
Sightseeing

메이지시대에생긴
노포덴가쿠전문점에서

처음맛본맛에놀람.

명물나메시덴가쿠

된장이달고
맛있다

성하마을에서도
맛있는거가득!!

즐겁게먹고
걷기♪

처음맛본맛과아름다운거리가운데
먹고걷는것에감동

이누야마시 교육위원회
제공

오래된거대고분과역사가있는윤곽
풍정있는성하마을을관광

아오즈카고분

주택가안에돌연히나타나는
동해지구최대급의전방후원분! 이누 야마시 제공

이누야마성은천수각이
현존하고있고,일본의
천수각중에가장오래됐다



감격감동
에도시대의마을과
옛날그대로의일본문화에
감동

역사있는이누야마의
마을에서전통문화를체험

Experience Deep Emotion

경험

←이누야마시직원과함께
하리쓰나신사에서
참배했습니다.

신사에서의[2번인사,2번박
수,1번인사를합니다]      
※다른경우도있습니다.

↓ 산코이나리신사에서는귀여운하트
그림말과많은토리이가있습니다.

바람이
이루어지길

↑ 바라는것을머리에떠올리면서돌을
들어올려, 가볍게느끼면그바람은
이루어진다고하는 [오모카루돌]

↑ 이누야마성은급경사인계단으로설계되어
적이올라가기어렵게되어있다. 이것도옛날
그대로

무거울까?
가벼울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마치진짜같은지오라마♪

움직임이재밌다♡

카라쿠리인형의표정에흥미진진!

천수로부터의절경파나로마☆

카라쿠리전시관

성과마을박물관

성과마을박물관

돈덴관

아오즈카고분

이누야마성천수

가까이서보면박력이
넘친다



아이치~이누야마편~

●작성연월일:2019년10월
●실시일:2019년 6월 16일
●편집담당자

安田七海、田村寧歩、平井七彩、水野菜摘、石川稜典、
築山隆司、野村直恵、堀田千夏、山口穂乃花、斉藤衣代

●지도작성자: 服部亜由未

●편집책임자: 아이치현립대학일본문화학부井戸聡

●조사협력:이누야마시관광교류과

●번역담당자:
●중국어(간체자)/린신슈,친코쿠료
●중국어(번체자)/우시우유이,코우
유우킨

●한국어/황영서
●포르투칼어/로드리게스필립

●스페인어/후아리고렌스,레이제스
파오라

●프랑스어/베론노르웬

이번방문처

참가유학생

【이누야마성】지도2 [지도1 :먼전망]
아이치현이누야마시이누야마키타코켄65-2

https://inuyama-castle.jp/

【하리쯔나신사】지도 3
아이치현이누야마시이누야마키타코켄65-1

https://inuyama.gr.jp/haritsuna-s.html 

【삼광이나리신사】지도 4
아이치현이누야마시이누야마키타코켄 41-1 

https://inuyama.gr.jp/sanko-s.html

【카라쿠리전시관(이누야마시문화사료관)】지도 5
아이치현이누야마시이누야마키타코켄 8

https://inuyama.gr.jp/karakuri.html

【성과마을박물관(이누야마시문화사료관)】지도 6
아이치현이누야마시이누야마키타코켄 8

https://inuyama.gr.jp/museum.html

【구이소베가저택】지도 7
아이치현이누야마시이누야마히가시코켄72

https://inuyama.gr.jp/isobe.html

【돈전관】지도 8
아이치현이누야마시이누야마히가시코켄62

https://inuyama.gr.jp/donden.html

【마츠노야】지도 9
아이치현이누야마시이누야마키타쿠비즈카28 - 1

https://inuyama.gr.jp/matsunoya.html

【아오즈카고적사적공원】지도 10
아이치현이누야마시아오즈카22 - 3
https://inuyama.gr.jp/aotsuka.html

로드리게스필립(포르투칼)

베론노르웬(프랑스)

네베유쿠레몬스(프랑스)

찬크리오(영국)

자소다프네(맥시코)

레이제스파오라(맥시코)

후아리고랜스(페루)

친코쿠료(말레이시아)

박지호(한국)

아이치현립대학

이누야마

주승빈(한국)

황영서(한국)

우슈우유이(대만)

코우유우킨(대만)

린신슈(중국)

린쇼군(중국)

리란(중국)

리웬타오(중국)

류용춘(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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