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12월 9：00~17：00
1월∼2월 9：30~16：30
휴관일：목요일(경축일의 경우는 개관),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4월~10월　9：30~17：00
11월~다음 해 2월　10：00~16：00
3월　10：00~16：00
휴관일：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9 : 00~22 : 00
 (자료 열람은 평일 9 : 00~17 : 00)
휴관일 : 연말연시
　　　　　(12월 29일~1월 3일)

4월~10월  9：00~17：00
11월~3월  9：00~16：00
휴관일：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9：30~18：30
정기휴일：수요일

9：00~18：00
정기휴일：부정기(8월~12월은 무휴)

4월~10월　9：30~17：00
11월~3월　10：00~16：00
휴관일：연말연시
　　　　　(12월 29일~1월 3일)

2016년 7월부터 오픈

관광에 관한 문의
●스자카시 관광협회
　TEL:026-215-2225
　(우) 382-0077 
　스자카시 오오아자 스자카 1295-1 실키 빌딩 2층
●쿠라노마치 관광교류센터
　TEL:026-248-6867

문화재에 관한 문의
●스자카시 생애학습스포츠과
　TEL:026-248-9027(과 직통)

신슈 스자카 관광정보 앱
스자카마치 워크

이용하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읽어 들여 앱을 설치해 주십시오.

무료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스자카 검색

발행：스자카시 생애학습스포츠과　　제작：세이센 여학원대학 인간학부
 심리커뮤니케이션 학과
 현대커뮤니케이션 코스
 코이즈미(小泉) 세미나

만남의 관 마유베라 
(등록 유형문화재)

메이지 후기에 건립된 3층 건물의 
누에고치 저장고. 스자카의 제사업의 
역사, 당시 사용된 기계, 일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휴게소이기도 하므로 꼭 들러주십시오.

구 코시( 越 )가 주택 (등록 유형문화재) 
제지의 왕으로 불린 코시 쥬사부로( 越壽三
郞 )의 연고건물. 야마마루구미를 창업하여, 
전성기 때는 8천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스자카에서 가장 먼저 전화를 
가설하였고, 그 번호가 1번이었기 때문에 
「야 마마루  일번관 」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거실과 객실, 양실 등 당시의 생활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 오다기리( 小田切 )가 주택
(스자카시 지정 유형문화재) 

에도 막부 말기까지 스자카번의 물품조달을 
맡고 있었던 오다기리 가문. 현재의 건물은 당시 
손꼽히는 제사업자였던 오다기리 타츠노스케
( 小田切 辰之助 )가 메이지 시대에 재건한 것. 
훌륭한 창고가 인상적입니다. 널찍한 공간에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차를 음미하며 스자카의 옛 정경을 
상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스자카 클래식 미술관 
(스자카시 지정 유형문화재)

오카 노부타카( 岡信孝 ) 관련 컬렉션을 
전시. 메이지, 타이쇼, 쇼와의 시대를 
관통해온 건물은 마치 과거로 되돌아간 
것  같 은  착 각 을  불 러 일 으 키 는  
불가사의한 공간입니다.

스미사카 신사
(시바미야) 

12쌍의 등롱이 늘어선 참배 길을 
가 로 지 른  전 방 에  있 는  신 사 .  
무지개다리라 불리는 신이 건넨다고 
하는 다리는, 웬만해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정도로 휘어집니다.

구 카미타카이 군청 
타이쇼 6년에 건립된 군청사. 현재는 
스자카 시민의 교류와 역사자료를 
전시하는 시설로 사용 중. 나가노현 
내에서  군청사가  남아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  엷은 녹색의 서양풍 
건물이 유난히 돋보입니다.

만남의 관 시라후지 (등록 유형문화재) 
메이지 시대에 건립된 안채, 토장, 서양풍 
진료실이 있으며, 지금은 스자카 시민의 
교류 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원 
안에는 수령이 백 년 정도 되는 흰 등나무
(시라후지)가 있으며, 만남의 관의 이름도 
그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흰등나무 꽃은 
5월 중순에 절정에 이릅니다.

와타코( 綿幸 ) (등록 유형문화재)
두 줄로 이어진 창고형 점포(점장)의 
상반부 덧문의 안쪽이 매장. 그 정면 
안쪽에 에도 시대의 토장 「염 직관」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위치하는 하반부 
매장의 2층은 창고의 미술관. 족자, 
히나인형, 그림 등 이 가문에 전해오는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오야죠조 (등록 유형문화재)
옛날에는 소금을 장기간 보존하는 것이 
어려워,  소금 대신에 된장 만들기가 
발전했습니다. 시오야에서는 분카·분세이 
시대에 창업한 이래, 된장 만들기를 소중히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창고에서 만들어진 
된장은 바로 옆에 있는 점포에서 판매. 
선물용으로 적합한 채소절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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