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飞鸟时代优美的
自然环境

만요슈에서도 읊은 노래

万叶集中歌颂了

아름다운 자연

지금부터 약1400년 전인 7세기,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일본국’이 탄생했다.
거기에는 여성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었다.

我国诞生了首位僧侣

距今约1400年前的公元7世纪，
“日本国”在激烈动荡的世界形势下诞生了。
在此过程中当时的女性们对建国倾注了极大的热情。

佛教传入

일본에 첫 승려가 탄생

불교 전래

飞鸟时代上演了一幕幕与开 创日本国有关的历史大戏
아스카에는 일본국 탄생에 따른 여러 드라마가 있었다.

古代飞鸟的复原模型
고대 아스카의 복원 모형

爱情事业双丰收的
古代女性
纯洁治愈系古代女性

额田王 누카타노 오키미 공주

청순한 힐링 여성

齐明（皇极）女皇 사이메이(코교쿠)여제

아스카의 여사 기행
사이메이(코교쿠)
여제 편
등장인물

코토쿠 천황

치누노 오키미

厩戸皇子

우마야도 황자

聖徳太子

吉備姫王

키비히메노 오키미 공주

舒明天皇

山背大兄皇子

蘇我刀自古郎女

야마시로노 오에 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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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무 천황

額田王

大田皇女

間人皇女

持統女帝

누카타노 오키미 공주
하시히토 황녀

天智天皇
텐지 천황

蘇我入鹿

소가노 이루카

미래를 날카롭게
예견하는 여성

持统女皇 지토 여제

오타 황녀

지토 여제

建皇子

타케루 황자

古人大兄皇子

蘇我法提郎女
蘇我蝦夷

조메이 천황

天武天皇

후루히토노오에 황자

소가노 호호테노이라츠메
소가노 에미시

斉明女帝

사이메이 여제

쇼토쿠 타이시

소가노 토지코노이라츠메

从公元6世纪中叶至
7世纪末期间的关系图。
6세기 중순부터 7세기
말에 걸친 관계도입니다.

皇極女帝

코교쿠 여제

茅渟王

推古女帝 스이코 여제

拥有敏锐前瞻性的
古代女性

穿越时空，与飞鸟时代女性的邂逅之旅即将启程。
시공을 초월해 아스카 여사와 만나는 여행이 지금 시작된다.

孝徳天皇

飞鸟时代女性纪行
齐明（皇极）女帝篇
登场人物

소통 능력이 높은 여성

日本最早的城市计划

두려워 하지 않는 여성

藤原京

遇事毫不怯懦型的女性

具备卓越沟通能力的
古代女性

일본 최초의 도시 계획

资料提供 : 长门造船历史馆
자료 제공: 나가토의 조선(造船) 역사관

走向东亚走向世界

국가에 큰 변화를 가져온 타이카 개신 후,
토목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터부도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분방한 도전정신이 가득한 사람

国际交流

동아시아 세계로

국제 교류

在实行大化改新、国家发生巨变之后,
继续着力开展土木建设,
无论是禁忌，还是非议，都毫无畏惧,
自由奔放的挑战者

후지와라쿄

善信尼 젠신니
飞鸟
아스카

일도 사랑도 인기 여성

血缘关系
혈연 관계
婚姻关系
혼인 관계

被认定为日本遗产
第一号

일본 유산 제1호로
인정받았습니다

以奈良县橿原市、高取町、明日香村为舞台，按照5位

나라 현 가시하라 시, 다카토리 정, 아스카 촌을 무대로 다섯

女性大放异彩的历史轨迹来叙述的飞鸟时代传奇“日

명의 여성이 활약한 궤적이 이야기해 주는 아스카 시대의 이야기

本建国的时代～让飞鸟展翅翱翔的女性们～”于2015

「일본국이 탄생할 때 ~아스카에서 활약한 여성들~」가 일본

年4月24日被认定为日本首个“日本遗产”。

최초의 ‘일본 유산’으로 2015년 4월 24일에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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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极）

(코교쿠)

围绕皇位继承问题，各方势力勾心斗角，朝局混乱至极，
为此画上句号的是拥有着神秘力量的皇妃。

历史 역사

齐明 女皇传奇
사이메이 여제 이야기

自此，风起云涌的时代拉开了帷幕。

能呼风唤雨的女帝诞生 비바람을 부르는 여제 탄생
推古女帝之后继承帝位的舒明天皇，
在位 10 余年后驾崩。

몹시 혼미한 황위 계승 다툼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신비적인 힘을 가진 비.
이때부터 시대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中大兄皇子
可继承大统”

继位者迟迟难以产生，
후계자 선택이 난항을 겪는 와중에

스이코 여제의 뒤를 이은 조메이 천황은
재위 10여년 만에 붕어.

“나카노오에
황자도 있다구.”

“山背大兄皇子更合适”
“야마시로노오에
황자가 좋다고 봐.”

“请您别离我而去 ...”
“가지 마세요...”

“非也，古人大兄皇子才 ...”

“아니야, 후루히토노오에
황자가...”
为结束混乱局面，最终，
舒明天皇的妃子——宝皇女被指定
为皇位继承人。我国历史上第二位
女帝——皇极女帝诞生了。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조메이 천황의
황비였던 타카라 황녀를 지명,
일본에서 두 번째 여제인 코교쿠
여제가 탄생합니다.

与此同时，彼时飞鸟遭遇严重旱灾，作物减产，
百姓深受其苦 ...
한편, 그 당시 아스카에서는 큰 가뭄으로 인한 흉작에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愿赐我雨水 求普降甘霖”
“물을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刚即位的皇极女帝向天祈雨，
不久，大雨滂沱而至，
润泽了久旱的田地。

“这件事情无论如何也请拜托了”

갓 즉위한 코교쿠 여제가 기우제를
지내자 곧바로 호우가 내려 논밭을
적셨습니다.

万绿丛中的一点红成为黑马，
意想不到的即位

홍일점의 다크호스, 아무도 예상치
못 했던 즉위

宝皇女是茅渟王与吉备姬王的长女，37岁时嫁给舒明天皇。

치누노 오키미와 키비히메노 오키미 공주의 장녀로 탄생한 타카라

而舒明天皇尚未指定继承者就驾崩了，令各方势力对皇位的

황녀는 37세에 조메이 천황과 결혼. 그 조메이 천황이 다음 천황을

争夺白热化。皇位候选者有三人——苏我一族力推的古人大

지명하지 않은 채 붕어하자 황위 계승 다툼이 치열해 집니다. 소가

兄皇子、承继厩户皇子（圣德太子）血脉的山背大兄皇子以及

일족이 내세우는 후루히토노오에 황자, 우마야도 황자(쇼토쿠

舒明天皇和宝皇女之子中大兄皇子。
但无论选择谁继位，
都必

타이시)의 혈통을 잇는 야마시로노오에 황자, 조메이 천황과 타카라

将造成政局的动荡不安。
为了打破三强对峙的局面，
在苏我虾

황녀 사이에 태어난 나카노오에 황자, 이 3명이 후보로 거론되지만

夷等人的要求之下，
宝皇女被拥立为帝。
此时，
宝皇女年已49

누구를 골라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 셋이

岁。
全非自己意愿称帝的她开始了身为女帝的人生之路。

서로 팽팽히 견제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가노 에미시 등의

“제발 맡아 주게.”

요청에 의해 즉위한 것이 타카라 황녀였습니다. 이때 타카라 황녀는

“明白了 ...”

“不愧是皇极陛下 !!”

“알겠습니다...”

“역시 코교쿠 님은 대단해!!”

皇极女帝赢得了人心，
并由此开启了
建设富饶国家的征程。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풍요로운 국가 실현의 길을 내딛기
시작한 코교쿠 여제.

然而，此时的她并未意识到悲剧也
正在一步步临近。
몰래 다가오는 비극의 발소리를
이때는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49세.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여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在祈雨之事上拔得头筹，声名大振！

기우제 경쟁에서 쾌거를 이루어 지명도 업!

皇极女帝即位的公元642年夏，飞鸟遭遇了严重的旱灾。在

코교쿠 여제가 즉위한 642년 여름, 아스카의 땅에 큰 가뭄이

当时，天地异变被认为是主政者的无德所致，所以身为大臣

들었습니다. 당시, 천재지변은 위정자의 부덕으로 여겨졌기에

的苏我虾夷召集了大量的僧侣前来祈雨。他让僧人们连续诵

대신직을 맡고 있던 소가노 에미시는 많은 승려를 불러 기우제를

经4日，却仅仅只降下了零星小雨，最后只能作罢。于是，无

지냅니다. 4일에 걸쳐 독경을 하였지만, 가랑비가 조금 내린

法坐视旱灾四虐的皇极女帝在飞鸟川的上游——女渊附近

정도에 그쳐 단념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다 못한 코교쿠 여제는

搭建高台，亲自祈雨。不久大雨滂沱而至，百姓们都盛赞皇极

아스카가와 강 상류, 메부치 부근에 망루를 세워 직접 기우제를

女帝为“至德天皇”。

지냅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비가 내렸고, 백성은 코교쿠 여제를
‘더없이 지덕한 천황’
이라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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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巳之变，然后让位 을사의 변, 그리고 양위
皇极女帝即位后，表面上让皇位承继之争得以平息，
但是问题的火种仍在暗暗燃烧。

“除了打到入鹿，别无他路”

“是 !”

“이루카를 쓰러트릴 수밖에.”

“네!”

古代史上最大的政变带来的是

코교쿠 여제의 즉위로 황위 계승 다툼은 일단락된 듯 보였으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历史 역사

豪族时代的终结和新政治的开始。
走向中央集权国家的道路在女帝的眼前被“劈”开了。

“哈哈哈哈哈”
“으하하하하.”

当时的权臣苏我入鹿灭掉
山背大兄皇子一族，
并营建了应称其为城塞的巨大府邸。

皇极女帝之子——中大兄皇子为持续混乱的东亚
形势感到担忧，力图充实国力，而专横跋扈的苏我一族
对此百加阻挠，这让中大兄皇子深感忧虑。决定夺回王权。
于是，中大兄皇子与中臣镰足结成联盟 ...

당대의 권력자 소가노 이루카가
야마시로노오에 황자 일족을 멸하고,
나아가 성새라 불릴만한
대저택을 세운 것입니다.

혼란이 계속되는 동아시아 정세를 걱정하여 국력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했던 코교쿠 여제의 아들, 나카노오에 황자는 이를
방해하는 소가 일족의 전횡을 우려. 왕권을 탈환하기 위해
나카토미노 카마타리와 손을 잡고...

고대 사상 최대의 쿠테타가 가져온
변화는 호족 시대의 종식, 새로운 정치의 시작.
중앙집권국가로의 길은 여제의
눈 앞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目中无人、苏我一族

방약무인, 소가 일족

苏我虾夷是皇极女帝最为倚重的大臣。他在能够俯瞰飞鸟板

코교쿠 여제의 오른팔이었던 소가노 에미시는 아스카

盖宫的甘樫丘营建了规模庞大的府邸，
并取名为
“上宫门”
，
还

이타부키노미야(궁)가 내려다 보이는 아마카시노오카 언덕에

“入鹿，受死吧 !”

让人们称呼自己一族的子息为
“王子”
，
俨然一副王族作派，
张

대저택을 지어‘우에노미카도(위의 궁문)’
라고 이름 짓고, 나아가

“이루카, 각오해라!”

扬跋扈。
此外，
他还将本应由天皇授予大臣的紫冠私自授予自

일족의 아들을‘왕자’라 부르게 하는 등 왕족 행세가 눈에 띄게

己的儿子入鹿，
让入鹿享受等同于大臣的地位。
入鹿因而骄气

됩니다. 게다가 본래는 천황이 대신에게 하사하는 자관(紫冠:고위

益盛，
他主张拥立古人大兄皇子为皇太子，
而袭击了对立一方

관직자의 관)을 몰래 자신의 아들 이루카에게 주고, 대신 직위와

的山背大兄皇子，
甚至逼迫山背大兄皇子一族自尽。
这样的狂

다를 바 없이 행세하게 하였습니다. 이루카는 점점 안하무인이

暴举动令虾夷都为之动怒。
“真实愚蠢至极。汝命休矣”，虾夷

되어 후루히토노오에 황자를 황태자로 세우기 위해 또 한 명의

痛斥其子道。
虾夷的这一担心最终变成现实。

후보였던 야마시로노오에 황자를 습격. 일족을 궁지로 몰아

“啊”
“꺄아아”

斩!

자해시킵니다. 이러한 폭거에는 에미시마저 화가 나“이다지도

스윽!

어리석을 수가 있느냐. 네 목숨도 위험하다.”며 이루카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 에미시의 염려는 결국 현실이 됩니다.

飞鸟板盖宫内举办仪式，进行正酣之际，
在皇极女帝的眼前将入鹿斩杀。
아스카 이타부키노미야(궁)에서 행사가 한창일 때 코교쿠
여제의 눈 앞에서 이루카를 칼로 베어 죽이고 맙니다.

经过这次被称为乙巳之变的政变后，
皇极女帝认为自己作为
皇位继承者的使命已经结束，
于是将皇位让给了弟弟轻皇子。
을사의 변이라 불리는 쿠테타의 발발로 황위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더 할 수 없음을
감지한 코교쿠 여제는 동생 카루 황자에게
황위를 물려줍니다.

“我知道了...。”
“알겠습니다...”

禅让
양위

“请代我治理好这个国家，拜托了”
“부디, 나를 대신해... 이 나라를 부탁해.”

时代一新、乙巳之变

시대를 일신한 을사의 변

公元645年6月12日。
在宫中举行三韩使者向皇极女帝进献贡

645년 6월 12일. 궁중에서 삼한(三韓)의 사신이 코교쿠 여제에게

礼的仪式。按计划在中大兄皇子的支持者苏我石川麻吕宣读

공물을 헌상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계획 상으로는

国书时，佐伯小麻吕等刺客将暗杀入鹿。但是，过了很久都未

나카노오에 황자의 협력자인 소가노 이시카와마로가 국서를 읽는

见动静，出于紧张，石川麻吕声音开始颤抖，冷汗从额头滴落

중 사에키노 코마로 등의 자객이 이루카를 암살하기로 하였으나

而下，
结果引发入鹿的疑心，
情势危机万分。
最后，
忍无可忍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움직임이 없자, 긴장한 이시카와마로의

中大兄皇子亲自挥刀砍向了入鹿。这是一次巧妙地利用宫内

목소리가 떨리고, 식은 땀이 흘러 급기야 이루카가 미심쩍어하는

仪式而实施的暗杀计划，
通过设局，
让多疑的入鹿事先卸下佩

큰 위기에. 결국 속이 타고 화가 난 나카노오에 황자가 직접

刀，并使其放松警惕，最终成功将其刺杀。也有人认为此仪式

이루카를 벱니다. 경계심이 강한 이루카가 미리 칼을 풀어놓는

本身即是虚假的，其真相究竟如何呢？虾夷在失去儿子入鹿

상황을 만들어 마음을 놓게 한 후에 살해할 수 있도록, 교묘히

之后，
又陷入了中大兄皇子军队的包围，
最终放火焚烧宅邸并

궁중 행사를 이용한 암살 계획. 이 행사 자체가 가짜였다는 설도

自尽。
极尽荣华的苏我本宗家就此悲壮地谢幕了。

있는데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들 이루카를 잃고
나카노오에 황자의 군세에 포위된 에미시는 저택에 불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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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巳之变，然后让位 을사의 변, 그리고 양위
皇极女帝即位后，表面上让皇位承继之争得以平息，
但是问题的火种仍在暗暗燃烧。

“除了打到入鹿，别无他路”

“是 !”

“이루카를 쓰러트릴 수밖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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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했던 코교쿠 여제의 아들, 나카노오에 황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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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국가로의 길은 여제의
눈 앞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目中无人、苏我一族

방약무인, 소가 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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并取名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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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还

이타부키노미야(궁)가 내려다 보이는 아마카시노오카 언덕에

“入鹿，受死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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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俨然一副王族作派，
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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扬跋扈。
此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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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족의 아들을‘왕자’라 부르게 하는 등 왕족 행세가 눈에 띄게

己的儿子入鹿，
让入鹿享受等同于大臣的地位。
入鹿因而骄气

됩니다. 게다가 본래는 천황이 대신에게 하사하는 자관(紫冠:고위

益盛，
他主张拥立古人大兄皇子为皇太子，
而袭击了对立一方

관직자의 관)을 몰래 자신의 아들 이루카에게 주고, 대신 직위와

的山背大兄皇子，
甚至逼迫山背大兄皇子一族自尽。
这样的狂

다를 바 없이 행세하게 하였습니다. 이루카는 점점 안하무인이

暴举动令虾夷都为之动怒。
“真实愚蠢至极。汝命休矣”，虾夷

되어 후루히토노오에 황자를 황태자로 세우기 위해 또 한 명의

痛斥其子道。
虾夷的这一担心最终变成现实。

후보였던 야마시로노오에 황자를 습격. 일족을 궁지로 몰아

“啊”
“꺄아아”

斩!

자해시킵니다. 이러한 폭거에는 에미시마저 화가 나“이다지도

스윽!

어리석을 수가 있느냐. 네 목숨도 위험하다.”며 이루카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 에미시의 염려는 결국 현실이 됩니다.

飞鸟板盖宫内举办仪式，进行正酣之际，
在皇极女帝的眼前将入鹿斩杀。
아스카 이타부키노미야(궁)에서 행사가 한창일 때 코교쿠
여제의 눈 앞에서 이루카를 칼로 베어 죽이고 맙니다.

经过这次被称为乙巳之变的政变后，
皇极女帝认为自己作为
皇位继承者的使命已经结束，
于是将皇位让给了弟弟轻皇子。
을사의 변이라 불리는 쿠테타의 발발로 황위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더 할 수 없음을
감지한 코교쿠 여제는 동생 카루 황자에게
황위를 물려줍니다.

“我知道了...。”
“알겠습니다...”

禅让
양위

“请代我治理好这个国家，拜托了”
“부디, 나를 대신해... 이 나라를 부탁해.”

时代一新、乙巳之变

시대를 일신한 을사의 변

公元645年6月12日。
在宫中举行三韩使者向皇极女帝进献贡

645년 6월 12일. 궁중에서 삼한(三韓)의 사신이 코교쿠 여제에게

礼的仪式。按计划在中大兄皇子的支持者苏我石川麻吕宣读

공물을 헌상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계획 상으로는

国书时，佐伯小麻吕等刺客将暗杀入鹿。但是，过了很久都未

나카노오에 황자의 협력자인 소가노 이시카와마로가 국서를 읽는

见动静，出于紧张，石川麻吕声音开始颤抖，冷汗从额头滴落

중 사에키노 코마로 등의 자객이 이루카를 암살하기로 하였으나

而下，
结果引发入鹿的疑心，
情势危机万分。
最后，
忍无可忍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움직임이 없자, 긴장한 이시카와마로의

中大兄皇子亲自挥刀砍向了入鹿。这是一次巧妙地利用宫内

목소리가 떨리고, 식은 땀이 흘러 급기야 이루카가 미심쩍어하는

仪式而实施的暗杀计划，
通过设局，
让多疑的入鹿事先卸下佩

큰 위기에. 결국 속이 타고 화가 난 나카노오에 황자가 직접

刀，并使其放松警惕，最终成功将其刺杀。也有人认为此仪式

이루카를 벱니다. 경계심이 강한 이루카가 미리 칼을 풀어놓는

本身即是虚假的，其真相究竟如何呢？虾夷在失去儿子入鹿

상황을 만들어 마음을 놓게 한 후에 살해할 수 있도록, 교묘히

之后，
又陷入了中大兄皇子军队的包围，
最终放火焚烧宅邸并

궁중 행사를 이용한 암살 계획. 이 행사 자체가 가짜였다는 설도

自尽。
极尽荣华的苏我本宗家就此悲壮地谢幕了。

있는데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들 이루카를 잃고
나카노오에 황자의 군세에 포위된 에미시는 저택에 불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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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度成为女帝 다시 여제로
禅让之后，皇极女帝被授予
“皇祖母尊”的称号

“全新时代拉开帷幕 !”

为了正确领导国家而作的英明决断。
决定实行以重祚为名的变革，
再次将权力握在手中。

“새로운 시대의 막이 열리노라!”

국가를 바르게 이끌기 위한 대영단.
중조라는 이름의 아슬아슬한 곡예를
통해 다시 권력을 거머쥐게 됩니다.

“对对!!”
“오오!!”

孝德天皇迁都至难波，
推行了被称为大化改新的多项改革，

大化改新之诏
타이카(大化) 개신 칙령

코토쿠 천황은 수도를 나니와로
옮기고 타이카( 大化 ) 개신이라
불리는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지만,
班田收授法
公地公民制

반전수수법(班田収授法)

공지공민성(公地公民性)

孝德天皇逐渐与
皇祖母尊·中大兄皇子母子、
中臣镰足之间形成对立。
차츰 코토쿠 천황과
황조모존·나카노오에 황자 모자,
나카토미노 카마타리는 대립.

心怀着维护国家安泰的使命，皇祖母尊认为应当避免帝位
空悬，于是决定实行史无前例的重新登基，再次登上皇位。
齐明女帝诞生。

친딸이자 코토쿠 천황의 부인이기도
한 하시우도 황후를 데리고 다시
아스카로 돌아갈 결단을 합니다.

호족의 시대에서 국가의 시대로

公元646年正月发布的改新之诏，
以唐朝律令制为蓝本，
清晰

646년 정월에 발령된 개신 칙령은 당나라의 율령제를 토대로

指明了新的政治方向。
诏书第1条，
将过去由天皇家及豪族支

새로운 정치 방침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 제1조에서는 지금까지

配的土地和民众收为国家所有，代之以发放薪俸的机制＝倡

천황가나 호족이 지배하던 토지와 민중을 국가의 것으로 하고, 대신

导公地公民制。
以此来剥夺地方豪族的权力，
同时告示世人天

급료를 지불하는 제도를 만드는‘공지공민제’
를 제창. 이로써 지방

皇为国之中心。
改新之诏的条文收录于
《日本书纪》
，
但是其内

호족의 권력을 박탈하고, 동시에 국가의 중심은 천황임을 선포한

容已经过编者的润色。不过，许多研究都表明，从孝德朝至持

것입니다. 개신 칙령의 조문은『니혼쇼키(일본서기)』
에 게재되어

统朝，其间发生了大规模的政治改革，所以即使内容有所改

있지만, 그 내용은 편자가 윤색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动，
但仍可以确言，
建立中央集权国家的蓝图是由孝德天皇及

코토쿠 천황 시대부터 지토 천황 시대에 걸쳐 대규모의 정치 개혁이

其支持者皇祖母尊
（皇极女帝）
、
中大兄皇子等人描绘的。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에, 내용에
개작이 있긴 했으나 코토쿠 천황과 이를 뒷받침한 황조모존(코교쿠
여제), 나카노오에 황자 등이 중앙집권국가라는 청사진을 그렸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历史上罕见的“重祚”指的是？

역사적으로 드문, 중조란?

从天皇之位退下后再度登基成为天皇，称为“重祚”。通观日

한 번 천황에서 물러난 인물이 다시 천황이 되는 것을 ‘중조(重祚)’라고

本历史的长河，实现“重祚”之举的仅有2例。最早的一例就

합니다. 이 중조가 실현된 것은 긴 일본의 역사 상에서도 단지 2번뿐. 그 첫

是本次介绍的皇极＆齐明女帝。还有一例是在皇极女帝统

사례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코교쿠 & 사이메이 여제입니다. 또 하나의

治时期之后约100年、8世纪中叶即位的孝谦天皇。孝谦天皇

사례는 코교쿠 여제의 치세부터 약 100년 후, 8세기 중순에 즉위한 코켄

失意的孝德天皇驾崩。

642年

655年

曾以照顾生病的母亲为由让位于淳仁天皇，自己则成为太

천황입니다. 코켄 천황은 어머니의 간병을 이유로 한 번은 준닌 천황에게

실의에 빠진 코토쿠 천황은 붕어합니다.

皇极
코교쿠

齐明
사이메이

上天皇（上皇），但之后二人逐渐对立。孝谦天皇在废除淳仁

양위하고, 스스로를 태상 천황(상황:양위한 천황)이 되지만 점차 이 둘은

天皇，并将其流放后，以称德天皇为号再度登基。其实，这个

대립. 준닌 천황을 폐위, 유형에 처하고 다시 쇼토쿠 천황으로

孝谦＆称德天皇也是女性。无所畏惧、勇往直前的姿态，或

즉위했습니다. 실은 이 코켄 & 쇼토쿠 천황도 여성. 어떤 것에도 겁내지

许正是女帝才有的独特气概的体现吧？

않고 돌진하는 모습은 여성으로 천황에 즉위할 수 있던 기개가 있었기에

“唉 ... 遗憾 ...”
重新登基
중조

8

从豪族时代、走向国家时代

국가 안태라는 사명에 불타는 황조모존은 황위를 빈 채로 두지
않기 위해, 전례없이 다시 천황으로
즉위(중조)하게 됩니다.
사이메이 여제의 탄생입니다.

皇祖母尊决定带领亲生女儿、
孝德天皇之妻间人皇后重回飞鸟。

“원통하도다...”

历史 역사

양위를 마친 코교쿠 여제는
“황조모존(대비지존)”이라는
칭호를 받고

人们与中大兄皇子等一起，都表示了支持孝德天皇的决心。
나카노오에 황자들과 함께 코토쿠 천황을
뒷받침할 결의를 다집니다.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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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兴土木和开疆扩土 짓고, 또 싸운다
齐明女帝利用通过变革建立
起来的组织体系，强力实行
史上空前的大兴土木工程。

另一方面，为防患于未然，计划营建拥有巨大石墙的设施。
为了搬运石材，还在香久山至石上山之间挖掘了绵长的大运河。
此项工程耗费了 3 万多劳力，被人们称为“狂心渠”，饱受非议。
“알겠사옵니다!”

“让飞鸟的大地发生
翻天覆地的变化 !”

历史 역사

“圣意 !”

사이메이 여제는 개신을 통해 정비한
조직을 이용, 역사상 유례없는
대공사를 결행.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돌담을 갖춘 시설을 세우는 계획을.
그 석재를 운반하기 위해 카구야마 산~이소노카미 산 사이에
장대한 운하를 팠습니다.
3만 여명의 노동력이 동원된 이 공사는 백성들 사이에서
‘타부레고코로노 미조(미친 수로)’라 비난받았습니다.

“아스카의 땅을 개조할 것이다!”

派遣遣唐使、
开展同朝鲜三国的交流等，
齐明天皇在外交方面也十分积极，
견당사의 파견 및 조선 삼국과의 교류
등 외교에도 적극적이었던
사이메이 천황은,

为提高在东亚范围内的存在感，
在飞鸟各地接连营造宫殿。
동아시아에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아스카
각지에 연이어 궁전을 건설.

高句丽
고구려

“啊～～…”
“허허~~⋯”

百济
백제

新罗
신라

此外，还在那个设施内修建
自己进行祭祀的场所，

而且，还建设了由中大兄皇子
主持的我国最早的水力计时器“漏刻”等。

또한 그 시설 내에 직접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짓고,

나아가 나카노오에 황자 주도로 일본 최초의
물시계(누각) 등도 건설.

唐
당

还建造了招待外国使节的迎宾馆
和美丽的庭园。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영빈관과
아름다운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这着实美丽 !”
“이렇게 멋질 수가!!”

10

以宗教和科学为发展方向，
努力提升国力。
종교와 과학을 양축으로 국력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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齐明女帝还着眼于领土扩张，她命将军
阿倍比罗夫率领大船队进攻北方的虾夷，
将其征服。

建设＆战争。为建设富饶强大的国家，

더욱이 예전부터 우호국이었던 백제가 당과 신라
연합군에게 멸망되었다는 소식에,
백제 재기를 위해 큐슈로 직접 진군.

强势的女帝自由豪迈地向前奋进
她的突然逝去令人们颤栗、扼腕

历史 역사

영토 확대도 꾀했던 사이메이 여제는 장군
아베노 히라후가 이끄는 대선단을 보내
북방의 에미시(현재의 홋카이도)를 제압.

而且，听闻素有交往的友国百济被唐和新罗联军所灭，
为了光复百济，齐明女帝御驾亲征，率军进攻九州。

难波津
나니와즈
飞鸟

건축 & 전투. 풍요롭고 강건한 국가를 목표로
자유분방하게 돌진하며 뛰어난 재주를 발휘했던 여제.
그 갑작스런 최후에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슬퍼하였습니다.

아스카

上
공격하라!

熟田津
那津
나노츠

니키타츠
出击
가자~

用石头让飞鸟变得富丽堂皇

돌로 아스카를 풍요롭고 화려하게

齐明女帝在飞鸟之地重新登基，她为了建设足以媲美唐以及

아스카에서 중조한 사이메이 여제는 당나라 및 조선 삼국과

朝鲜三国的国际性大都市，
开始着手实施庞大的土木工程。
独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국제적인 도시를 목표로 대형 토목공사에

“母亲 ...!”

具特色的是大量使用石材所建造的各类建筑物。
近年，
接连发

착수했습니다. 특히 석재를 풍부히 사용한 많은 건조물이 특징.

“어마마마...!”

掘出奇特的石像、坚固的石墙等，这让考古学爱好者欣喜万

근년 연이어 발견되고 있는 기묘한 석상과 견고한 돌담 등은

分。
此外，
大运河
“狂心渠”
过去被看作是好大喜功的土木工程

고고학 팬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급한

而饱受非议，
但是对此有另一种观点也开始被人们接受，
即建

토목공사라는 비난을 받았던 대운하“타부레고코로노 미조(미친

造如此规模的大运河，
意在可将其转而用作农田的灌溉水道、

수로)”
는, 논밭의 용수로 또는 적의 침입을 막는 참호로 전용할 수

防止外地入侵的壕沟。拥有先见之明的齐明女帝也许一直被

있도록 건설된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石头所具有的永久性深深吸引。

선견지명이 있던 사이메이 여제는 돌이 갖는 영원성에 강하게

真可谓纵横驰骋，大展鸿途。然而就在决战之前，
女帝在驻留的朝仓宫（现福冈县）病情恶化，即此殒命。
그야말로 동분서주하며 대활약하였으나, 결전을 눈앞에 두고
머물던 아사쿠라 궁(현재 후쿠오카 현 아사쿠라 시)에서
병세가 악화.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매료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接下来就交给你了…
뒤를 부탁한다...

据说，在葬礼之际，披着大斗篷的鬼现身于朝仓山山顶，
俯视着下面的仪葬队伍。这个传说也反映出
齐明女帝的死给当时的人们带来了多么大的冲击。
그 장례가 거행되는 동안 아사쿠라 산 정상에 커다란 삿갓을 쓴
오니(도깨비)가 나타나 장례 행렬을 내려다 보았다고 합니다.
사이메이 여제의 죽음이 당시 민중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합니다.

战争最后关头遭遇神秘死亡

전투의 끝에 찾아 온 신비로운 죽음

为了光复百济，齐明女帝从难波津出发，渡过濑户内海，向九

백제의 재기를 위해 나니와즈를 출발하여 세토 내해를 건넌 다음,

州进发。
途经熟田津
（现爱媛县松山市附近的海边）
时，
女帝吟

큐슈로 향하던 사이메이 여제. 도중 들른 니키타츠(현 헤 마츠야마

咏女官额田王的那首著名的和歌——“熟田津，将乘舟，月明

시 부근 해변)에서 여성 관료인 누카타노 오키미 공주가

潮亦满，
扬帆正适时”
，
以此鼓舞军队的士气。
之后进驻筑紫的

“니키타츠에서 배의 출발을 기다리는데, 달이 떠 물길도 항해를

朝仓宫。在建造朝仓宫时，曾砍伐了朝仓社的树木，故而宫中

격려하네. 자, 노를 젖자.”
라고 읊은 노래가 병사들을 고무시켰다는

出现鬼火，近侍多人病死。不久齐明女皇也突然病逝，据说在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윽고 츠쿠시의 아사쿠라 궁에

葬礼之时有鬼现身。关于现身的鬼，一说是朝仓山的神，或说

들어가지만 이 아사쿠라 궁을 지으면서 아사쿠라 신사의 나무를

是苏我入鹿的怨灵等等，众说纷纭。真相为何，至今仍不得而

벌채해서 도깨비불이 나타나, 시중들던 많은 이들이 병으로 사망.

知。舍弃私欲，为国家奉献了半生的齐明女帝，对中大兄皇子

이어서 사이메이 여제 자신도 급사하였고, 장례식에는 도깨비가

留下遗言——
“不可为我修建陵墓而征用劳役”
，
继而辞世，
享

나타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도깨비에 대해서는 아사쿠라

年68岁。

산의 신이라는 설, 소가노 이루카의 원령이라는 설 등 여러 설이
있지만 물론 정체는 수수께끼에 싸여 있습니다. 사욕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 반생을 바친 사이메이 여제.‘내 무덤을 지으려
노역을 모으지 말라’
는 말을 나카노오에 황자에게 남기고, 68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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齐明女帝还着眼于领土扩张，她命将军
阿倍比罗夫率领大船队进攻北方的虾夷，
将其征服。

建设＆战争。为建设富饶强大的国家，

더욱이 예전부터 우호국이었던 백제가 당과 신라
연합군에게 멸망되었다는 소식에,
백제 재기를 위해 큐슈로 직접 진군.

强势的女帝自由豪迈地向前奋进
她的突然逝去令人们颤栗、扼腕

历史 역사

영토 확대도 꾀했던 사이메이 여제는 장군
아베노 히라후가 이끄는 대선단을 보내
북방의 에미시(현재의 홋카이도)를 제압.

而且，听闻素有交往的友国百济被唐和新罗联军所灭，
为了光复百济，齐明女帝御驾亲征，率军进攻九州。

难波津
나니와즈
飞鸟

건축 & 전투. 풍요롭고 강건한 국가를 목표로
자유분방하게 돌진하며 뛰어난 재주를 발휘했던 여제.
그 갑작스런 최후에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슬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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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국제적인 도시를 목표로 대형 토목공사에

“母亲 ...!”

具特色的是大量使用石材所建造的各类建筑物。
近年，
接连发

착수했습니다. 특히 석재를 풍부히 사용한 많은 건조물이 특징.

“어마마마...!”

掘出奇特的石像、坚固的石墙等，这让考古学爱好者欣喜万

근년 연이어 발견되고 있는 기묘한 석상과 견고한 돌담 등은

分。
此外，
大运河
“狂心渠”
过去被看作是好大喜功的土木工程

고고학 팬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급한

而饱受非议，
但是对此有另一种观点也开始被人们接受，
即建

토목공사라는 비난을 받았던 대운하“타부레고코로노 미조(미친

造如此规模的大运河，
意在可将其转而用作农田的灌溉水道、

수로)”
는, 논밭의 용수로 또는 적의 침입을 막는 참호로 전용할 수

防止外地入侵的壕沟。拥有先见之明的齐明女帝也许一直被

있도록 건설된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石头所具有的永久性深深吸引。

선견지명이 있던 사이메이 여제는 돌이 갖는 영원성에 강하게

真可谓纵横驰骋，大展鸿途。然而就在决战之前，
女帝在驻留的朝仓宫（现福冈县）病情恶化，即此殒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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俯视着下面的仪葬队伍。这个传说也反映出
齐明女帝的死给当时的人们带来了多么大的冲击。
그 장례가 거행되는 동안 아사쿠라 산 정상에 커다란 삿갓을 쓴
오니(도깨비)가 나타나 장례 행렬을 내려다 보았다고 합니다.
사이메이 여제의 죽음이 당시 민중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합니다.

战争最后关头遭遇神秘死亡

전투의 끝에 찾아 온 신비로운 죽음

为了光复百济，齐明女帝从难波津出发，渡过濑户内海，向九

백제의 재기를 위해 나니와즈를 출발하여 세토 내해를 건넌 다음,

州进发。
途经熟田津
（现爱媛县松山市附近的海边）
时，
女帝吟

큐슈로 향하던 사이메이 여제. 도중 들른 니키타츠(현 헤 마츠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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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근 해변)에서 여성 관료인 누카타노 오키미 공주가

潮亦满，
扬帆正适时”
，
以此鼓舞军队的士气。
之后进驻筑紫的

“니키타츠에서 배의 출발을 기다리는데, 달이 떠 물길도 항해를

朝仓宫。在建造朝仓宫时，曾砍伐了朝仓社的树木，故而宫中

격려하네. 자, 노를 젖자.”
라고 읊은 노래가 병사들을 고무시켰다는

出现鬼火，近侍多人病死。不久齐明女皇也突然病逝，据说在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윽고 츠쿠시의 아사쿠라 궁에

葬礼之时有鬼现身。关于现身的鬼，一说是朝仓山的神，或说

들어가지만 이 아사쿠라 궁을 지으면서 아사쿠라 신사의 나무를

是苏我入鹿的怨灵等等，众说纷纭。真相为何，至今仍不得而

벌채해서 도깨비불이 나타나, 시중들던 많은 이들이 병으로 사망.

知。舍弃私欲，为国家奉献了半生的齐明女帝，对中大兄皇子

이어서 사이메이 여제 자신도 급사하였고, 장례식에는 도깨비가

留下遗言——
“不可为我修建陵墓而征用劳役”
，
继而辞世，
享

나타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도깨비에 대해서는 아사쿠라

年68岁。

산의 신이라는 설, 소가노 이루카의 원령이라는 설 등 여러 설이
있지만 물론 정체는 수수께끼에 싸여 있습니다. 사욕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 반생을 바친 사이메이 여제.‘내 무덤을 지으려
노역을 모으지 말라’
는 말을 나카노오에 황자에게 남기고, 68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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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继承的志愿 계승되는 의지
失去了齐明女帝的军队，
在白村江战役中大败。

齐明女帝以其无与伦比的执行力勾勒出国家的蓝图。

啊…！
윽...!

母亲的志愿被儿子继承，奠定了日本的基础。

历史 역사

사이메이 여제를 잃은 군대는
백강 전투에서 대패.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유례를 찾기 힘든
행동력으로 몸소 보여준 사이메이 여제.
中大兄皇子害怕遭受唐和新罗入侵，
继续将母亲的土木事业在九州附近实施，
努力加强国防。

数年以后，中大兄皇子即位称天智天皇。
他继承了母亲的遗志，
进一步推行政治改革。
수 년 후에는 텐지 천황으로 즉위.
어머니의 의지를 계승하여 정치 개혁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합니다.

나당 연합군의 침공을 두려워 한 나카노오에
황자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 받아 큐슈 부근에서
토목사업을 진행하며 국방 강화에 힘썼습니다.

家族的纽带

가족의 유대

公元668年，中大兄皇子即位称天智天皇。其弟大海人皇子

668년에 나카노오에 황자는 텐지 천황으로 즉위. 동생 오아마

之后也成为天武天皇。舒明、孝徳、天智、天武。位于系谱中心

황자도 후에 텐무 천황이 됩니다. 조메이, 코토쿠, 텐지, 텐무. 그

的是齐明女帝的名字。即便使用了让位、重祚等奇特的手段，

계보의 중심에 있었던 이름, 사이메이 여제. 양위, 중조라는 기발한

齐明女帝依旧死守住了血统的赓续，可谓是皇位继承争夺之

방법으로 혈통의 릴레이를 사수했던 사이메이 여제는 황위 계승

中的名配角。此外，中大兄皇子有一个儿子叫建皇子，齐明女

다툼 속의 뛰어난 조연자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나카노오에

帝十分疼爱这个孙子。可惜建皇子年仅八岁就夭折了，齐明

황자에게는 아들 타케루 황자가 있었는데 사이메이 여제는 이

女帝悲痛万分，对群臣说，
“待我死后，要将我们祖孙合葬”。

타케루 황자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불과 8살의 나이로 황자가

据说还作了三首和歌来哀悼皇子之死，吟咏之时流出了悲切

죽자 깊이 슬퍼하며 군신에게“내가 죽거든 함께 합장하라”고

的泪水。齐明女帝一方面以其卓越的执行力推行了诸多事

엄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3수의

业，另一方面，她重视家族成员间的纽带，倾注了大量的情

노래를 읊고 흥얼거리며 눈물 지었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感。在其父性与母性之间，传来了国家诞生的第一声啼叫。

행동력으로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가족의 유대를 중시하고
아낌없이 애정을 쏟았던 사이메이 여제. 그 부성과 모성 사이에서
국가는 탄생의 우렁찬 울음을 터트렸던 것입니다.

齐明（皇极）女帝的一生

齐明女帝不仅两度即位，同时还曾身为天皇的妻子、
姐姐或母亲。
2번에 걸쳐 즉위했을 뿐 아니라 천황의 부인이자, 누나이자,
어머니였던 사이메이 여제.

丈夫
남편 舒明天皇

조메이 천황

弟弟
남동생 孝德天皇

코토쿠 천황

儿子
아들

天智天皇
텐지 천황

儿子
아들 天武天皇

텐무 천황

结束了波澜万丈的一生，齐明女帝魂归故乡飞鸟，
与最心爱的女儿、孙子一起静静地长眠于此。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친 혼은 고향인 아스카로 돌아와
사랑하는 딸, 손자와 함께 고이 잠들어 있습니다.

사이메이 (코교쿠 ) 여제의 생애

594年

父：茅渟王、母：吉备姬王，作为长女诞生

594년

부: 치누노 오키미, 모: 키비히메노 오키미 공주의 장녀로 탄생

630年

37岁时嫁给舒明天皇

630년

조메이 천황과 37세에 결혼

641年

舒明天皇驾崩

641년

조메이 천황이 붕어

642年

49岁时即位，称皇极女帝、
在飞鸟川的上游祈雨，天降大雨
苏我入鹿袭击山背大兄皇子，山背大兄皇子自尽

642년

코교쿠 여제, 49세에 즉위
아스카가와 강에서 기우제, 큰비가 내림
소가노 이루카가 야마시로노오에 황자를 공격하여 야마시로노오에 황자가 자살

643年

苏我虾夷·入鹿父子在甘樫丘营建府邸

643년

645年

乙巳之变爆发，中大兄皇子·中臣镰足等讨伐苏我入鹿 645년
皇极女帝让位 孝德天皇即位
定元号为大化，迁至难波长柄丰碕宫

을사의 변 발발, 나카노오에 황자·나카토미노 카마타리 등이 소가노 이루카를 살해
코교쿠 여제 양위 이어서 코토쿠 천황이 즉위
원호를 타이카(大化)로 하고 나니와노 나가라노 토요사키노미야 궁으로 천도

646年

发布《改新之诏》

646년

‘개신 칙령’을 발포

654年

孝德天皇于难波宫驾崩

654년

코토쿠 천황이 나니와노미야 궁에서 붕어

655年

62岁的齐明女帝再次登基即位

655년

중조하여 62세에 사이메이 여제로 즉위

656年

建造后飞鸟冈本宫、两槻宫、狂心渠等

656년

노치노아스카 오카모토노미야 궁, 후타츠키노미야 궁,
타부레고코로노 미조 등을 건설

658年

阿倍比罗夫征讨北方的虾夷

658년

아베노 히라후, 북방의 에미시(현재의 홋카이도)를 제압

660年

唐·新罗联军灭百济

660년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킴

661年

为光复百济，向九州进发
于朝仓宫驾崩，享年68岁

661년

백제 재기를 위해 큐슈로 출발
아사쿠라노미야 궁에서 68세에 붕어

663年

白村江之战中大败

663년

백강 전투에서 대패

667年

齐明女帝与女儿间人皇后合葬

667년

사이메이 여제, 딸인 하시우도 황후와 함께 묻힘

소가노 에미시·이루카 부자, 아마카시노오카 언덕에 저택을 세움

年龄是以虚岁来记述的。
연령은 설 나이로 표기했습니다.
通过叙述飞鸟女性之一的齐明（皇极）的一生传奇，力求让读者感受到飞鸟的魅力和特色，是基于史实编写而成的故事性极强的读物。
이 이야기는 아스카 여사 중 한 명인 사이메이(코교쿠) 여제의 생애를 통해 아스카의 매력과 특색을 느낄 수 있도록,

14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스토리적인 면이 강한 책으로 구성했습니다.

15

被继承的志愿 계승되는 의지
失去了齐明女帝的军队，
在白村江战役中大败。

齐明女帝以其无与伦比的执行力勾勒出国家的蓝图。

啊…！
윽...!

母亲的志愿被儿子继承，奠定了日本的基础。

历史 역사

사이메이 여제를 잃은 군대는
백강 전투에서 대패.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유례를 찾기 힘든
행동력으로 몸소 보여준 사이메이 여제.
中大兄皇子害怕遭受唐和新罗入侵，
继续将母亲的土木事业在九州附近实施，
努力加强国防。

数年以后，中大兄皇子即位称天智天皇。
他继承了母亲的遗志，
进一步推行政治改革。
수 년 후에는 텐지 천황으로 즉위.
어머니의 의지를 계승하여 정치 개혁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합니다.

나당 연합군의 침공을 두려워 한 나카노오에
황자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 받아 큐슈 부근에서
토목사업을 진행하며 국방 강화에 힘썼습니다.

家族的纽带

가족의 유대

公元668年，中大兄皇子即位称天智天皇。其弟大海人皇子

668년에 나카노오에 황자는 텐지 천황으로 즉위. 동생 오아마

之后也成为天武天皇。舒明、孝徳、天智、天武。位于系谱中心

황자도 후에 텐무 천황이 됩니다. 조메이, 코토쿠, 텐지, 텐무. 그

的是齐明女帝的名字。即便使用了让位、重祚等奇特的手段，

계보의 중심에 있었던 이름, 사이메이 여제. 양위, 중조라는 기발한

齐明女帝依旧死守住了血统的赓续，可谓是皇位继承争夺之

방법으로 혈통의 릴레이를 사수했던 사이메이 여제는 황위 계승

中的名配角。此外，中大兄皇子有一个儿子叫建皇子，齐明女

다툼 속의 뛰어난 조연자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나카노오에

帝十分疼爱这个孙子。可惜建皇子年仅八岁就夭折了，齐明

황자에게는 아들 타케루 황자가 있었는데 사이메이 여제는 이

女帝悲痛万分，对群臣说，
“待我死后，要将我们祖孙合葬”。

타케루 황자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불과 8살의 나이로 황자가

据说还作了三首和歌来哀悼皇子之死，吟咏之时流出了悲切

죽자 깊이 슬퍼하며 군신에게“내가 죽거든 함께 합장하라”고

的泪水。齐明女帝一方面以其卓越的执行力推行了诸多事

엄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3수의

业，另一方面，她重视家族成员间的纽带，倾注了大量的情

노래를 읊고 흥얼거리며 눈물 지었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感。在其父性与母性之间，传来了国家诞生的第一声啼叫。

행동력으로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가족의 유대를 중시하고
아낌없이 애정을 쏟았던 사이메이 여제. 그 부성과 모성 사이에서
국가는 탄생의 우렁찬 울음을 터트렸던 것입니다.

齐明（皇极）女帝的一生

齐明女帝不仅两度即位，同时还曾身为天皇的妻子、
姐姐或母亲。
2번에 걸쳐 즉위했을 뿐 아니라 천황의 부인이자, 누나이자,
어머니였던 사이메이 여제.

丈夫
남편 舒明天皇

조메이 천황

弟弟
남동생 孝德天皇

코토쿠 천황

儿子
아들

天智天皇
텐지 천황

儿子
아들 天武天皇

텐무 천황

结束了波澜万丈的一生，齐明女帝魂归故乡飞鸟，
与最心爱的女儿、孙子一起静静地长眠于此。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친 혼은 고향인 아스카로 돌아와
사랑하는 딸, 손자와 함께 고이 잠들어 있습니다.

사이메이 (코교쿠 ) 여제의 생애

594年

父：茅渟王、母：吉备姬王，作为长女诞生

594년

부: 치누노 오키미, 모: 키비히메노 오키미 공주의 장녀로 탄생

630年

37岁时嫁给舒明天皇

630년

조메이 천황과 37세에 결혼

641年

舒明天皇驾崩

641년

조메이 천황이 붕어

642年

49岁时即位，称皇极女帝、
在飞鸟川的上游祈雨，天降大雨
苏我入鹿袭击山背大兄皇子，山背大兄皇子自尽

642년

코교쿠 여제, 49세에 즉위
아스카가와 강에서 기우제, 큰비가 내림
소가노 이루카가 야마시로노오에 황자를 공격하여 야마시로노오에 황자가 자살

643年

苏我虾夷·入鹿父子在甘樫丘营建府邸

643년

645年

乙巳之变爆发，中大兄皇子·中臣镰足等讨伐苏我入鹿 645년
皇极女帝让位 孝德天皇即位
定元号为大化，迁至难波长柄丰碕宫

을사의 변 발발, 나카노오에 황자·나카토미노 카마타리 등이 소가노 이루카를 살해
코교쿠 여제 양위 이어서 코토쿠 천황이 즉위
원호를 타이카(大化)로 하고 나니와노 나가라노 토요사키노미야 궁으로 천도

646年

发布《改新之诏》

646년

‘개신 칙령’을 발포

654年

孝德天皇于难波宫驾崩

654년

코토쿠 천황이 나니와노미야 궁에서 붕어

655年

62岁的齐明女帝再次登基即位

655년

중조하여 62세에 사이메이 여제로 즉위

656年

建造后飞鸟冈本宫、两槻宫、狂心渠等

656년

노치노아스카 오카모토노미야 궁, 후타츠키노미야 궁,
타부레고코로노 미조 등을 건설

658年

阿倍比罗夫征讨北方的虾夷

658년

아베노 히라후, 북방의 에미시(현재의 홋카이도)를 제압

660年

唐·新罗联军灭百济

660년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킴

661年

为光复百济，向九州进发
于朝仓宫驾崩，享年68岁

661년

백제 재기를 위해 큐슈로 출발
아사쿠라노미야 궁에서 68세에 붕어

663年

白村江之战中大败

663년

백강 전투에서 대패

667年

齐明女帝与女儿间人皇后合葬

667년

사이메이 여제, 딸인 하시우도 황후와 함께 묻힘

소가노 에미시·이루카 부자, 아마카시노오카 언덕에 저택을 세움

年龄是以虚岁来记述的。
연령은 설 나이로 표기했습니다.
通过叙述飞鸟女性之一的齐明（皇极）的一生传奇，力求让读者感受到飞鸟的魅力和特色，是基于史实编写而成的故事性极强的读物。
이 이야기는 아스카 여사 중 한 명인 사이메이(코교쿠) 여제의 생애를 통해 아스카의 매력과 특색을 느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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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스토리적인 면이 강한 책으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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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R

旬彩 Kazu
슌사이카즈
Royal
Hotel
橿原
23
가시하라 로얄 호텔
10

于时代的
自由奔放地翱翔

齐明女起帝
来游览吧。

자유분방하게
겁내지 않고

充分感受！2天1晚方案
만끽! 1박2일 코스
124

南无天舞
（奈良县立万叶文化馆）
22 나모데 오도리 춤
(나라 현립 만요 문화관)

冈寺
오카데라 역

3

飞鸟京遗址苑池 2
아스카쿄 아토엔치 연못

155

Rustic Bakery
Rustic Bakery

14 岩船

바위 배

8

16

牵牛子塚古坟·越塚御门古坟
켄고시즈카 고분·코시츠카고몬 고분

21
20

飞鸟
아스카

西式家庭旅馆飞鸟 24
펜션 아스카

15

2

飞鸟京遗址苑池
아스카쿄 아토엔치 연못

8

飞鸟水落遗迹
아스카 미즈오치(물시계) 유적

3

酒船石遗迹（龟形石造物）
사카후네이시 유적
(거북 모양 석조물)

9

稻渊梯田
이나부치 계단식 논

1 min.

飞鸟宫遗址（飞鸟板盖宫）
아스카 궁터(아스카 이타부키노미야 궁)

2 min.

酒船石遺跡（亀形石造物）

Sakafune-ishi Ruins
(Tortoise-Shaped Stone Structure)

2 min.

稻渊梯田
이나부치 계단식 논

6 min.

飛鳥川上坐宇須多伎比売命神社

Asuka Kawakamini Imasu Usutaki
Himenomikoto Shrine

GOAL

女渊
메부치

这是
我所期望
建立的国家。

住宿地点
숙박 장소

明日香村
아스카 촌

1

飞鸟宫遗址（飞鸟板盖宫）
아스카 궁터(아스카 이타부키노미야 궁)

7 min.

飞鸟京遗址苑池
아스카쿄 아토엔치 연못

19 min.

※아스카촌지역부흥공사(아스카 유메코샤)
155

210

6

吉备姫王墓（桧隈墓）
키비히메노 오키미 공주 묘

3 min.

ASUKA ICHIGOKARI PARK

209

3 min.

飞鸟水落遗迹
아스카 미즈오치(물시계) 유적

8 min.

9

※ 明日香村地域振兴公社（明日香梦耕社）

6

16

牵牛子塚古坟·越塚御门古坟
켄고시즈카 고분·코시츠카고몬 고분

2 min.

3

4 시간

2 min.

吉备姫王墓（桧隈墓）
키비히메노 오키미 공주 묘

2 min.

1

약

飛鳥駅
Asuka Sta.

8 min.

ASUKA 草莓采摘园

吉备姫王墓（桧隈墓）
키비히메노 오키미 공주 묘

START

1 min.

15

19

实施大规模的土木工程之地―飞鸟。
跨越历史长河，
让我们一起来追寻当时的轨迹。

6

2

酒船石遗迹
12 （龟形石造物）
사카후네이시 유적
飞鸟宫遗址（飞鸟板盖宫） 1
(거북 모양 석조물)
아스카 궁터(아스카 이타부키노미야 궁)
创意法国料理 榛
155
소사쿠 후렌치
18 Cafe 步乐都
(창작 프렌치) 하루
Cafe 후랏토

11

소요 시간

4 小时

1 min.

7

Kashihara City

约

飛鳥駅
Asuka Sta.

狂心渠
타부레고코로노 미조

橿原市

자
연고지를 가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제가 국제 도시 건설을
목표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켰던 땅, 아스카.
기나긴 시간을 뛰어넘어,
그 궤적을 살펴보지 않으시렵니까?

START

169

사이메이 여제

轻快随意！当天往返方案
가볍게! 당일 코스
需要时间

飞鸟水落遗迹 8
아스카 미즈오치(물시계) 유적

던
시대를 내달렸

铁腕女帝为建设国际都市，

游览齐明女帝路线
사이 메이 여제 코스

15
124

们一

结缘之地，我

자전거로 유람하는

推荐方案
추천 플랜

214

橿原神宫前
가시하라진구 마에

和无所畏惧、

骑自行车游览

mended P
om
l

邂逅之旅 만남이 있는 여행

ec

an

橿原神宫西口
가시하라 신궁 서쪽 출구

15

齐明天皇陵（越智岗上陵）
사이메이 천황 능

16

牵牛子塚古坟·越塚御门古坟
켄고시즈카 고분·코시츠카고몬 고분

14

岩船
바위 배

이것이 내가
추구했던 나라.

11 min.

17 min.

14 min.

15 齐明天皇陵（越智岗上陵）

사이메이 천황 능

4 min.

稻渊梯田
이나부치 계단식 논

高取町
다카토리 정

35

5

9

169

光永寺人头石
코에이지 절의 인두석( 人頭石 )
飛鳥駅
Asuka Sta.

15

GOAL

5
壶阪山
츠보사카야마

patisserie cafe Haru Garden
17
patisserie cafe Haru Garden

光永寺人头石
코에이지 절의 인두석( 人頭石 )

21 飞鸟川上坐宇须多伎比卖命神社
35

35

壶阪山
츠보사카야마

明日香村
아스카 촌

아스카카와 카미니이마스 우스타키히메노
미코토 신사

約 2 分 2 min.
約 4 分 4 min.
0

500m

169

手工制作乌冬面 西川 13
수제 우동 니시카와
1,000m

169

16

市尾
이치오

高取町
다카토리 정

119

20 女渊
4

메부치

高取城遗址猿石
다카토리죠 성터 원숭이 돌

17

214
R

旬彩 Kazu
슌사이카즈
Royal
Hotel
橿原
23
가시하라 로얄 호텔
10

于时代的
自由奔放地翱翔

齐明女起帝
来游览吧。

자유분방하게
겁내지 않고

充分感受！2天1晚方案
만끽! 1박2일 코스
124

南无天舞
（奈良县立万叶文化馆）
22 나모데 오도리 춤
(나라 현립 만요 문화관)

冈寺
오카데라 역

3

飞鸟京遗址苑池 2
아스카쿄 아토엔치 연못

155

Rustic Bakery
Rustic Bakery

14 岩船

바위 배

8

16

牵牛子塚古坟·越塚御门古坟
켄고시즈카 고분·코시츠카고몬 고분

21
20

飞鸟
아스카

西式家庭旅馆飞鸟 24
펜션 아스카

15

2

飞鸟京遗址苑池
아스카쿄 아토엔치 연못

8

飞鸟水落遗迹
아스카 미즈오치(물시계) 유적

3

酒船石遗迹（龟形石造物）
사카후네이시 유적
(거북 모양 석조물)

9

稻渊梯田
이나부치 계단식 논

1 min.

飞鸟宫遗址（飞鸟板盖宫）
아스카 궁터(아스카 이타부키노미야 궁)

2 min.

酒船石遺跡（亀形石造物）

Sakafune-ishi Ruins
(Tortoise-Shaped Stone Structure)

2 min.

稻渊梯田
이나부치 계단식 논

6 min.

飛鳥川上坐宇須多伎比売命神社

Asuka Kawakamini Imasu Usutaki
Himenomikoto Shrine

GOAL

女渊
메부치

这是
我所期望
建立的国家。

住宿地点
숙박 장소

明日香村
아스카 촌

1

飞鸟宫遗址（飞鸟板盖宫）
아스카 궁터(아스카 이타부키노미야 궁)

7 min.

飞鸟京遗址苑池
아스카쿄 아토엔치 연못

19 min.

※아스카촌지역부흥공사(아스카 유메코샤)
155

210

6

吉备姫王墓（桧隈墓）
키비히메노 오키미 공주 묘

3 min.

ASUKA ICHIGOKARI PARK

209

3 min.

飞鸟水落遗迹
아스카 미즈오치(물시계) 유적

8 min.

9

※ 明日香村地域振兴公社（明日香梦耕社）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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牵牛子塚古坟·越塚御门古坟
켄고시즈카 고분·코시츠카고몬 고분

2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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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

2 min.

吉备姫王墓（桧隈墓）
키비히메노 오키미 공주 묘

2 min.

1

약

飛鳥駅
Asuka Sta.

8 min.

ASUKA 草莓采摘园

吉备姫王墓（桧隈墓）
키비히메노 오키미 공주 묘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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实施大规模的土木工程之地―飞鸟。
跨越历史长河，
让我们一起来追寻当时的轨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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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船石遗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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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프렌치) 하루
Cafe 후랏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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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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约

飛鳥駅
Asuka Sta.

狂心渠
타부레고코로노 미조

橿原市

자
연고지를 가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제가 국제 도시 건설을
목표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켰던 땅, 아스카.
기나긴 시간을 뛰어넘어,
그 궤적을 살펴보지 않으시렵니까?

START

169

사이메이 여제

轻快随意！当天往返方案
가볍게! 당일 코스
需要时间

飞鸟水落遗迹 8
아스카 미즈오치(물시계) 유적

던
시대를 내달렸

铁腕女帝为建设国际都市，

游览齐明女帝路线
사이 메이 여제 코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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们一

结缘之地，我

자전거로 유람하는

推荐方案
추천 플랜

214

橿原神宫前
가시하라진구 마에

和无所畏惧、

骑自行车游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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橿原神宫西口
가시하라 신궁 서쪽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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齐明天皇陵（越智岗上陵）
사이메이 천황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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牵牛子塚古坟·越塚御门古坟
켄고시즈카 고분·코시츠카고몬 고분

14

岩船
바위 배

이것이 내가
추구했던 나라.

11 min.

17 min.

14 min.

15 齐明天皇陵（越智岗上陵）

사이메이 천황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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稻渊梯田
이나부치 계단식 논

高取町
다카토리 정

3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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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永寺人头石
코에이지 절의 인두석( 人頭石 )
飛鳥駅
Asuka Sta.

15

GOAL

5
壶阪山
츠보사카야마

patisserie cafe Haru Garden
17
patisserie cafe Haru Garden

光永寺人头石
코에이지 절의 인두석( 人頭石 )

21 飞鸟川上坐宇须多伎比卖命神社
35

35

壶阪山
츠보사카야마

明日香村
아스카 촌

아스카카와 카미니이마스 우스타키히메노
미코토 신사

約 2 分 2 min.
約 4 分 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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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工制作乌冬面 西川 13
수제 우동 니시카와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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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尾
이치오

高取町
다카토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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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女渊
4

메부치

高取城遗址猿石
다카토리죠 성터 원숭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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飞鸟宫遗址

（飞鸟板盖宫）

MAP

1

아스카 궁터

(아스카 이타부키노미야 궁)
年过六旬再度即位的女帝。
在曾经的宫殿再度即位，这是在表明新的决心吗？
60세가 넘어 다시 황위에 오른 여제.
예전의 궁전에서 두 번째 즉위를 한 것은 새로운 결의의 표명이었을까요?
在曾经身为皇极女帝时建造的宫殿——飞鸟板盖宫，女帝再次即

코교쿠 여제였을 무렵에 세운 궁전, 아스카 이타부키노미야 궁에서 여제는

位。正是在这座宫殿，曾经发生了乙巳之变，其后不久女帝就退位

다시 즉위했습니다. 예전 이 궁전에서 을사의 변이 일어나 그 후 곧 황위에서

了。再次登上皇位时，建设全新国家的决心也许更加坚定了。

물러났던 여제. 다시 황위에 오르면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는 결의를 굳건히
다졌을지도 모릅니다.

邂逅之旅 만남이 있는 여행

齐 明（ 皇 极 ）女 皇 的 邂 逅 之 旅
사이메이(코교쿠) 여제와 만나는 여행

这里是看点
여기가 볼 곳

！
！
如果要在复原的石砌大井拍照，
夕阳西下时的氛围也值得推荐。
복원된 석조 오이도(큰 우물)에서 사진을
찍는다면 해질 무렵의 분위기도 추천.
漫步于石头铺砌的广场，
请您想象一下当年宫殿的模样和氛围。
돌길 광장을 거닐며 당시 궁전의
모습이나 감촉을 상상해 보시길.
Data
明日香村冈
乘坐赤龟环游公交车在冈桥本站下车后步行约5分钟，
或者在冈戎前站下车后
아스카 촌 오카
아카카메 주유 버스, 오카하시모토에서 하차 후 약 5분, 또는 오카에비스
앞에서 하차 후 약 5분

飞鸟京遗址苑池
아스카쿄 터 엔치 연못

MAP

2

在宫殿旁边发现的、
拥有大水池的庭园遗址。
궁전 옆에서 발견된 큰 연못이 있는 정원터.
据说，此庭园是飞鸟宫的庭园，是举办仪式、宴会的场所。其建造方式深受中国等国
的影响，为防止池水侵蚀，池的边缘采用石头堆砌，池底也铺满石头，还有大型的喷
泉。另外，在休息区还设有展示，可以了解发掘的成果和历史等。
아스카 궁의 정원으로 의식, 향연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 정원의 조원은 중국 등의
영향을 받아 연못의 가장자리는 물의 침식을 막기 위해 돌을 쌓았고, 연못의 바닥에도
돌을 깔았으며, 커다란 분수도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는 발굴의 성과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도.

Data
明日香村冈
休息区 9:00～17:00
乘坐赤龟环游公交车在冈天理
教前站下车后步行7分钟
아스카 촌 오카
휴게소 9:00~17:00
아카카메 주유 버스의 오카 천리교
앞에서 하차 후 도보 7분

飞鸟还被称为“石都”，
拥有大量的石造物！
아스카는 ‘돌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석조물이 많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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飞鸟宫遗址

（飞鸟板盖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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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카 궁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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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曾经的宫殿再度即位，这是在表明新的决心吗？
60세가 넘어 다시 황위에 오른 여제.
예전의 궁전에서 두 번째 즉위를 한 것은 새로운 결의의 표명이었을까요?
在曾经身为皇极女帝时建造的宫殿——飞鸟板盖宫，女帝再次即

코교쿠 여제였을 무렵에 세운 궁전, 아스카 이타부키노미야 궁에서 여제는

位。正是在这座宫殿，曾经发生了乙巳之变，其后不久女帝就退位

다시 즉위했습니다. 예전 이 궁전에서 을사의 변이 일어나 그 후 곧 황위에서

了。再次登上皇位时，建设全新国家的决心也许更加坚定了。

물러났던 여제. 다시 황위에 오르면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는 결의를 굳건히
다졌을지도 모릅니다.

邂逅之旅 만남이 있는 여행

齐 明（ 皇 极 ）女 皇 的 邂 逅 之 旅
사이메이(코교쿠) 여제와 만나는 여행

这里是看点
여기가 볼 곳

！
！
如果要在复原的石砌大井拍照，
夕阳西下时的氛围也值得推荐。
복원된 석조 오이도(큰 우물)에서 사진을
찍는다면 해질 무렵의 분위기도 추천.
漫步于石头铺砌的广场，
请您想象一下当年宫殿的模样和氛围。
돌길 광장을 거닐며 당시 궁전의
모습이나 감촉을 상상해 보시길.
Data
明日香村冈
乘坐赤龟环游公交车在冈桥本站下车后步行约5分钟，
或者在冈戎前站下车后
아스카 촌 오카
아카카메 주유 버스, 오카하시모토에서 하차 후 약 5분, 또는 오카에비스
앞에서 하차 후 약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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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카쿄 터 엔치 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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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宫殿旁边发现的、
拥有大水池的庭园遗址。
궁전 옆에서 발견된 큰 연못이 있는 정원터.
据说，此庭园是飞鸟宫的庭园，是举办仪式、宴会的场所。其建造方式深受中国等国
的影响，为防止池水侵蚀，池的边缘采用石头堆砌，池底也铺满石头，还有大型的喷
泉。另外，在休息区还设有展示，可以了解发掘的成果和历史等。
아스카 궁의 정원으로 의식, 향연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 정원의 조원은 중국 등의
영향을 받아 연못의 가장자리는 물의 침식을 막기 위해 돌을 쌓았고, 연못의 바닥에도
돌을 깔았으며, 커다란 분수도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는 발굴의 성과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도.

Data
明日香村冈
休息区 9:00～17:00
乘坐赤龟环游公交车在冈天理
教前站下车后步行7分钟
아스카 촌 오카
휴게소 9:00~17:00
아카카메 주유 버스의 오카 천리교
앞에서 하차 후 도보 7분

飞鸟还被称为“石都”，
拥有大量的石造物！
아스카는 ‘돌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석조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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齐 明（ 皇 极 ）女 皇 的 邂 逅 之 旅
사이메이(코교쿠) 여제와 만나는 여행

光永寺人头石
코에이지 절의 인두석(人頭石)

吉备姫王墓（桧隈墓）的猿石
키비히메노 오키미 공주 묘(히노쿠마 묘)의 원숭이 돌

据传是女帝命人制作的众多石头雕刻。细细观察，可以品味其中的幽默之意趣。

邂逅之旅 만남이 있는 여행

高取城遗址猿石
다카토리 성터 원숭이 돌

여제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돌 조각. 잘 보면 어딘가 유머러스한 느낌.

高取城遗址猿石
다카토리 성터
원숭이 돌
一想到齐明女帝也曾
在这里就激动不已。
사이메이 여제도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두근두근.

酒船石遗迹（龟形石造物）
사카후네이시 유적(거북 모양 석조물)

MAP

3

얕으막한 언덕을 오르면 보이는, 기묘한 골이 패여있는 돌. 여제는 이 곳에서

祷五谷丰登。在山丘脚下有一座龟形石造物。将头部接住的水储存在

작물의 풍작 등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언덕 기슭에는 거북 모양 석조물이. 머리로

龟壳中，然后从尾部流出。在古代就建造出如此精细的结构，不禁令人

받은 물이 등껍질에 고이면 꼬리 쪽으로 흘러가는 복잡한 구조를 고대 시대에

叹为观止。

만들었다니 놀랍습니다.

道路途中遗留下的猿石。被认为是在室町时代，为建筑高取城，与大

传闻人头石是为了装饰宴会场所而建造的。人头石侧面看似意志刚毅，莫

量石材一起从明日香搬运而来的。

非这是觐见了女帝的异国使者的脸庞？

길 도중에 남아있는 원숭이 돌 무로마치 시대, 다카토리 성 건축용으로

향연장을 꾸미는 장식물로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두석. 의지가

많은 석재 등과 함께 아스카에서 운반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강해 보이는 옆 얼굴은 여제를 방문했던 타국 사신의 얼굴일까요?
Data

乘坐奈良交通公交车在壶阪寺前站下车步行约50分钟

明日香村冈

TEL.00744-54-5600 （龟形石造物）8:30～17:00（入场截止时间16:45）
300日元
乘坐赤龟环游公交车在万叶文化馆西口站下车

（龟形石造物）
即到

아스카 촌 오카
TEL.0744-54-5600 (거북 모양 석조물)
8:30~17:00 (접수 16:45)
(거북 모양 석조물) 300엔 아카카메 주유 버스, 만요 문화관 서쪽 입구에서
하차 후 바로

这里的遗迹自不必说，
飞鸟寺以及石舞台
古坟也请您一定前往参观。
이 곳의 유적은 물론,
아스카데라 절이나 이시부타이
고분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 高取町观觉寺（咨询处:高取町观光协会） 从近铁壶阪山站步行约5分钟
다카토리 정 칸카쿠지 (문의:다카토리 정 관광협회)
킨테츠 츠보사카야마 역에서 도보 약 5분

MAP

6

在墓前守护的四尊猿石。

作人员的推荐 입장
场工
스태
入

묘 앞에 이를 지키듯 선 원숭이 돌 4기.
는곳
추천하

거북 모양 석조물 주변은 계단식 광장.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여제의
제사를 지켜보았을지도.

커다란 코와 귀는 이국인의 얼굴?

吉备姫王墓（桧隈墓）
키비히메노 오키미 공주 묘(히노쿠마 묘)
가
프

！
！

Data

5

돌담이 될 터였던? 원숭이 돌.

다카토리 촌 다카토리 나라 교통 버스,
츠보사카데라(절) 앞 하차 후 도보 약 50분

登上小山丘后，出现了一个刻有奇异沟槽的石头。据说，女帝曾在此祈

MAP

大大的鼻子和耳朵，这是异国人的脸庞？

Data

기도나 제사도 직접 행한 사이메이 여제.
이 거대한 석조물도 이를 위해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龟形石造物的周围，是台阶状的广场。
有可能是当时人们集会于此，
来观看守护女帝的祭祀。

4

光永寺人头石
코에이지 절의
인두석(人頭石)

本应成为石墙的？猿石。

◆ 高取町高取

齐明女帝还亲自进行祈祷和祭祀。
这座巨大的石造物似乎就是为此而建造。

这里是看点
여기가 볼 곳

MAP

原本是从别处出土的猿石，但是被放置在齐明女帝之母吉备姫王的墓前。
当地人还会来此祈愿得子·安产。
원래는 다른 장소에서 출토된 원숭이 돌이지만, 사이메이 여제의 어머니인 키비히메노 오키미
공주의 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자식 점지, 안산을 기원하러 찾아오기도.

Data
◆ 明日香村平田
站步行约8分钟

从近铁飞鸟

아스카 촌 히라타
킨테츠 아스카 역에서
도보 약 8분

MAP

7

狂心渠 타부레고코로노 미조
倍受民众责难的雄壮运河遗迹。
민중의 비난을 받은 장대한 운하의 흔적.
为了搬运在宫殿的东山修建石墙所需的大量石材，女帝下令开凿运河，耗费3万多人
力，这也使其倍受民众的责难。但是也有观点认为，女帝修造此运河，是着眼于长远，考
虑之后让运河转变为农田灌溉用水的渠道以及防止外敌入侵的壕池。
궁전의 동쪽 산에 돌담을 쌓기 위해 필요한 대량의 석재를 운반하기 위해 시작된 운하
건설은 3만 여명의 인부가 동원되며, 비난의 표적으로. 하지만, 여제는 논밭의 용수로나
进行考古发掘与调查时

20

발굴 조사 시

적의 침입을 막는 참호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을 내다보고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Data
◆明日香村飞鸟
乘坐赤龟环游公交
车在飞鸟大佛前站下车后步行约5分钟
아스카 촌 아스카
아카카메 주유 버스, 아스카 대불 앞에서
하차 후 도보 약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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슌사이카즈

每天从市场进购新鲜的鱼类，烹制出的美味请您有机会一定品尝。
매일 시장에서 들여오는 신선한 생선 요리를, 꼭 드셔 보시길.
店主精挑细选的鱼是最佳的时令美味。生鱼片等鱼料理自不必说，以八丁味噌作
隐味的红酒煮牛肉片也十分值得推荐。
주인이 엄선한 생선은 제철의 참맛. 회를 비롯한 생선요리는 물론 핫초미소
(된장)가 숨은 비결인 소 볼살 레드 와인 조림도 추천.
◆ 橿原市石川町2-2 Haimu橿原102
TEL.0744-41-6171
晚餐 约 4,000 ～ 5,000 日元（含饮品）
22:00）周三休息
从近铁橿原神宫前站下车后步行约5分钟
◆ 가시하라 시 이시카와 정 2-2 하이무 가시하라 102
TEL.0744-41-6171
Dinner 4,000~5,000엔 정도(음료 포함)
수요일 휴
킨테츠 가시하라진구 마에 역 하차, 도보 약 5분

17 : 00 ～ 23 : 00（最后点餐时间.

17:00~23:00(마지막 주문 22:00)

MAP

Rustic Bakery

11

Rustic Bakery

飞鸟水落遗迹
아스카 미즈오치(물시계) 유적

邂逅之旅 만남이 있는 여행

放松身心，享受飞鸟美食。
맛있는 아스카에서 잠시 휴식.

平均每天卖出200根以上的飞鸟米Korune。
1일 평균 200개가 팔리는 아스카 쌀 코르네를 사러.

MAP

8

将明日香村产的大米和入面团，以及在顾客下单之后再挤入奶油的
Korune最受欢迎。面包自不必说，烤制点心的种类也十分丰富。

这里是看点
여기가 볼 곳

！
！

我国首个漏刻（水钟）刻下时间之地。
这里还出土了向漏刻集水的铜管等。

这里是向都城首次发布
时间之地，值得纪念。
观看遗址的介绍栏可以更
深刻地进行了解。

일본 최초의 누각(물시계)이 시간을 알리던 땅.
누각에 물을 모았던 동관 등도 출토되었습니다.

도읍지에 시각을 처음으로 알린
기념비적 땅. 사적지 안내판을 보면
머리 속에 전체상이 그려집니다.

这里是为女帝之子中大兄皇子制作漏刻而建造

사이메이 여제의 아들, 나카노오에 황자가 만든 누각을

Data

的建筑物遗址。包括堆砌石头而形成的正方形高

위한 건물 터. 돌을 쌓아 올려 한 단 높게 한 정방형 기단

台基座之上的建筑物，以及围绕于四周的壕沟。

위의 건물과 그 주위를 에워 싼 도랑. 옥내 중앙에서

向屋内中央安置的漏刻里盛水，可以指示时间。

설치한 누각에 물을 모아, 여기에서 시간을 알렸습니다.

아스카 촌에서 생산된 쌀을 섞은 반죽을 사용하며,
주문을 받은 후에 크림을 넣는 코르네가 가장 인기.
빵은 물론 구운 과자도 알찹니다.

cre
in co am
rnet

◆ 橿原市五条野町663

TEL.0744-28-0366
飞鸟米Korune 108日元等
6:00～18:00 周一、周二休息
从近铁冈寺站下车后步行约5分钟
◆ 가시하라 시 고죠노 정 663
TEL.0744-28-03661
아스카 쌀 코르네 108엔 등1
하차, 도보 5분

6:00~18:00 월·화요일 휴 1

创意法国料理 榛

◆ 明日香村飞鸟
站下车即到

乘坐赤龟环游公交车在飞鸟

아스카 촌 아스카
하차 후 바로

아카카메 주유 버스, 아스카에서

소사쿠 후렌치(창작 프렌치) 하루

可使用英语
영어 대응 가능
킨테츠 오카데라 역

MAP

12

法国料理与日本料理精髓的深度融合。
프렌치와 일식의 하모니가 자아내는 깊은 맛.
由在法国本地学艺、之后在京都知名酒店从业40年的资深主厨匠心烹制的
用筷子食用的法餐。可以感受到独特而细腻的美味。

稻渊梯田
이나부치
계단식 논

MAP

본고장 프랑스에서 솜씨를 닦고, 교토의 유명한 호텔에서 40년간
경력을 쌓은 셰프의 프렌치 요리를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섬세하고 깊은
맛의 오리지널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9

◆ 明日香村冈385-2

TEL.0744-54-4575
午餐 3,800日元起 晚餐 8,400日元起
中午11:00～15:00、晚上17:00～
21:00 周一、周二休息（如遇节假日照常营业，下一个工作日休息） 乘坐奈良交通公交车在冈天理
教前站下车步行即到
◆ 아스카 촌 오카 385-2
TEL.0744-54-4575
Lunch 3,800엔~ Dinner 8,400엔
낮 11:00~15:00, 밤 17:00~21:00 월·화요일
휴(공휴일인 경우는 영업, 다음 평일 휴)
나라 교통 버스 오카텐리쿄마에(오카 천리교 앞) 하차 걸어서 금방

入选日本百佳梯田的美景。
附近还有皇极时代的宫殿遗址。

手工制作乌冬面 西川
수제 우동 니시카와

일본의 계단식 논 백선에도 선정된 풍경.
근처에 코교쿠 시대의 궁전터도.

米其林指南上也有介绍过的手工制作乌冬面。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수제 우동.

金黄色的稻穗和火红的彼岸花交相辉映。在秋日的天空下，延
澄澈的空气也
令人心旷神怡。

宕起伏的梯田是深受摄影爱好者青睐的景点。不仅是秋季，在
夏天，一面青绿的稻苗随风摇曳，景色同样醉人。在这赏心悦目

투명한 공기도
최고입니다.

的美景下，您可以拍一张彰显您独特气质的照片，令此行变得
更加值得回味。
황금색 벼 이삭과 진홍의 석산(피안화). 가을 하늘 아래 선명하게 펼쳐진 계단식 논 풍경은
사진 촬영이 취미인 사람들에게도 인기있는 명소. 가을은 물론, 초록색 벼 이삭이 일제히
바람에 너울대는 여름 풍경도 장관입니다. 기분 좋은 풍경을 당신만의 감각으로 사진 한 장에
담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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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 明日香村稻渊
乘坐赤龟环游公交车在石舞台站下车后
步行约20分钟
아스카 촌 이나부치
아카카메 주유 버스,
이시부타이에서 하차 후 도보 약 20분

刚出锅的乌冬面，美味感受很不一样。从面的准备到出汁、大块的油炸豆腐
皮等，各个环节都不遗余力，精心调制。这样的美味，请您一定不要错过。
가마에서 바로 끓인 우동은 그 맛이 다릅니다. 면 제조부터 육수,
커다란 유부 등 정성을 다해 만든 한 그릇을 꼭 맛보세요.
◆ 高取町下土佐409-6

TEL.0744-52-4332
午餐 700日元起
中午11:30～13:30 晚上18:30～20:30（周日及节假日
18:00～、周六日及节假日前一天营业至20:00）※若面售完，则会提早停止营业。周一休息
从近铁壶阪山站下车后步行约7分钟
◆ 다카토리 정 시모토사 409-6
TEL.0744-52-4332
Lunch 700엔~
낮 11:30~13:30, 밤 18:30~20:30 (일·공휴일은 18:00~, 토·일·
공휴일 전날은 20:00까지)※면이 다 팔리면 영업 조기 종료 월요일 휴
킨테츠 츠보사카야마 역 하차, 도보 약 7분

23

齐 明（ 皇 极 ）女 皇 的 邂 逅 之 旅
사이메이(코교쿠) 여제와 만나는 여행

MAP

旬彩Kazu

10

슌사이카즈

每天从市场进购新鲜的鱼类，烹制出的美味请您有机会一定品尝。
매일 시장에서 들여오는 신선한 생선 요리를, 꼭 드셔 보시길.
店主精挑细选的鱼是最佳的时令美味。生鱼片等鱼料理自不必说，以八丁味噌作
隐味的红酒煮牛肉片也十分值得推荐。
주인이 엄선한 생선은 제철의 참맛. 회를 비롯한 생선요리는 물론 핫초미소
(된장)가 숨은 비결인 소 볼살 레드 와인 조림도 추천.
◆ 橿原市石川町2-2 Haimu橿原102
TEL.0744-41-6171
晚餐 约 4,000 ～ 5,000 日元（含饮品）
22:00）周三休息
从近铁橿原神宫前站下车后步行约5分钟
◆ 가시하라 시 이시카와 정 2-2 하이무 가시하라 102
TEL.0744-41-6171
Dinner 4,000~5,000엔 정도(음료 포함)
수요일 휴
킨테츠 가시하라진구 마에 역 하차, 도보 약 5분

17 : 00 ～ 23 : 00（最后点餐时间.

17:00~23:00(마지막 주문 22:00)

MAP

Rustic Bakery

11

Rustic Bakery

飞鸟水落遗迹
아스카 미즈오치(물시계) 유적

邂逅之旅 만남이 있는 여행

放松身心，享受飞鸟美食。
맛있는 아스카에서 잠시 휴식.

平均每天卖出200根以上的飞鸟米Korune。
1일 평균 200개가 팔리는 아스카 쌀 코르네를 사러.

MAP

8

将明日香村产的大米和入面团，以及在顾客下单之后再挤入奶油的
Korune最受欢迎。面包自不必说，烤制点心的种类也十分丰富。

这里是看点
여기가 볼 곳

！
！

我国首个漏刻（水钟）刻下时间之地。
这里还出土了向漏刻集水的铜管等。

这里是向都城首次发布
时间之地，值得纪念。
观看遗址的介绍栏可以更
深刻地进行了解。

일본 최초의 누각(물시계)이 시간을 알리던 땅.
누각에 물을 모았던 동관 등도 출토되었습니다.

도읍지에 시각을 처음으로 알린
기념비적 땅. 사적지 안내판을 보면
머리 속에 전체상이 그려집니다.

这里是为女帝之子中大兄皇子制作漏刻而建造

사이메이 여제의 아들, 나카노오에 황자가 만든 누각을

Data

的建筑物遗址。包括堆砌石头而形成的正方形高

위한 건물 터. 돌을 쌓아 올려 한 단 높게 한 정방형 기단

台基座之上的建筑物，以及围绕于四周的壕沟。

위의 건물과 그 주위를 에워 싼 도랑. 옥내 중앙에서

向屋内中央安置的漏刻里盛水，可以指示时间。

설치한 누각에 물을 모아, 여기에서 시간을 알렸습니다.

아스카 촌에서 생산된 쌀을 섞은 반죽을 사용하며,
주문을 받은 후에 크림을 넣는 코르네가 가장 인기.
빵은 물론 구운 과자도 알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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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橿原市五条野町663

TEL.0744-28-0366
飞鸟米Korune 108日元等
6:00～18:00 周一、周二休息
从近铁冈寺站下车后步行约5分钟
◆ 가시하라 시 고죠노 정 663
TEL.0744-28-03661
아스카 쌀 코르네 108엔 등1
하차, 도보 5분

6:00~18:00 월·화요일 휴 1

创意法国料理 榛

◆ 明日香村飞鸟
站下车即到

乘坐赤龟环游公交车在飞鸟

아스카 촌 아스카
하차 후 바로

아카카메 주유 버스, 아스카에서

소사쿠 후렌치(창작 프렌치) 하루

可使用英语
영어 대응 가능
킨테츠 오카데라 역

MAP

12

法国料理与日本料理精髓的深度融合。
프렌치와 일식의 하모니가 자아내는 깊은 맛.
由在法国本地学艺、之后在京都知名酒店从业40年的资深主厨匠心烹制的
用筷子食用的法餐。可以感受到独特而细腻的美味。

稻渊梯田
이나부치
계단식 논

MAP

본고장 프랑스에서 솜씨를 닦고, 교토의 유명한 호텔에서 40년간
경력을 쌓은 셰프의 프렌치 요리를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섬세하고 깊은
맛의 오리지널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9

◆ 明日香村冈385-2

TEL.0744-54-4575
午餐 3,800日元起 晚餐 8,400日元起
中午11:00～15:00、晚上17:00～
21:00 周一、周二休息（如遇节假日照常营业，下一个工作日休息） 乘坐奈良交通公交车在冈天理
教前站下车步行即到
◆ 아스카 촌 오카 385-2
TEL.0744-54-4575
Lunch 3,800엔~ Dinner 8,400엔
낮 11:00~15:00, 밤 17:00~21:00 월·화요일
휴(공휴일인 경우는 영업, 다음 평일 휴)
나라 교통 버스 오카텐리쿄마에(오카 천리교 앞) 하차 걸어서 금방

入选日本百佳梯田的美景。
附近还有皇极时代的宫殿遗址。

手工制作乌冬面 西川
수제 우동 니시카와

일본의 계단식 논 백선에도 선정된 풍경.
근처에 코교쿠 시대의 궁전터도.

米其林指南上也有介绍过的手工制作乌冬面。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수제 우동.

金黄色的稻穗和火红的彼岸花交相辉映。在秋日的天空下，延
澄澈的空气也
令人心旷神怡。

宕起伏的梯田是深受摄影爱好者青睐的景点。不仅是秋季，在
夏天，一面青绿的稻苗随风摇曳，景色同样醉人。在这赏心悦目

투명한 공기도
최고입니다.

的美景下，您可以拍一张彰显您独特气质的照片，令此行变得
更加值得回味。
황금색 벼 이삭과 진홍의 석산(피안화). 가을 하늘 아래 선명하게 펼쳐진 계단식 논 풍경은
사진 촬영이 취미인 사람들에게도 인기있는 명소. 가을은 물론, 초록색 벼 이삭이 일제히
바람에 너울대는 여름 풍경도 장관입니다. 기분 좋은 풍경을 당신만의 감각으로 사진 한 장에
담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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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明日香村稻渊
乘坐赤龟环游公交车在石舞台站下车后
步行约20分钟
아스카 촌 이나부치
아카카메 주유 버스,
이시부타이에서 하차 후 도보 약 20분

刚出锅的乌冬面，美味感受很不一样。从面的准备到出汁、大块的油炸豆腐
皮等，各个环节都不遗余力，精心调制。这样的美味，请您一定不要错过。
가마에서 바로 끓인 우동은 그 맛이 다릅니다. 면 제조부터 육수,
커다란 유부 등 정성을 다해 만든 한 그릇을 꼭 맛보세요.
◆ 高取町下土佐409-6

TEL.0744-52-4332
午餐 700日元起
中午11:30～13:30 晚上18:30～20:30（周日及节假日
18:00～、周六日及节假日前一天营业至20:00）※若面售完，则会提早停止营业。周一休息
从近铁壶阪山站下车后步行约7分钟
◆ 다카토리 정 시모토사 409-6
TEL.0744-52-4332
Lunch 700엔~
낮 11:30~13:30, 밤 18:30~20:30 (일·공휴일은 18:00~, 토·일·
공휴일 전날은 20:00까지)※면이 다 팔리면 영업 조기 종료 월요일 휴
킨테츠 츠보사카야마 역 하차, 도보 약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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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松身心，享受飞鸟美食。 맛있는 아스카에서 잠시 휴식.
17

patisserie cafe Haru Garden

极好地保留素材本真美味，甜而不腻的蛋糕。
재료 본래의 맛이 살아 있는, 단맛을 줄인 케이크.
推出的品类除了绵软细滑的芝士蛋糕外，还有女性糕点师精心制作的蛋糕。在一
同开设的咖啡屋内，与炭烧咖啡一起享用，将是非常不错的选择。
폭신폭신하고 촉촉한 치즈 수플레를 비롯해 여성 파티시에가 정성껏 만드는
다양한 케이크. 병설된 카페에서 원두커피와 함께.
◆ 高取町兵库273-5

TEL.0744-52-5578
营业），以及临时休业

芝士蛋糕（切块）270日元等
10:00～17:00 周四、第3个周三休息（如遇节假日照常
从近铁市尾站下车后步行约15分钟

◆ 다카토리 정 효고 273-5
TEL.0744-52-5578
치즈 수플레(조각) 270엔 등
임시휴업 있음
킨테츠 이치오 역 하차, 도보 약 15분

10:00~17:00 매주 목·제3수요일 휴(공휴일인 경우 영업),

MAP

Cafe 步乐都

18

Cafe 후랏토

MAP

岩船 이와후네(바위 배)

用草本茶的芳香来治愈平日里的疲惫，请您在此静享美好的时光。
허브티의 향기에 감싸여 힐링의 한 때를.

这里是看点
여기가 볼 곳

14

！
！

究竟是谁、因何而建？充满谜团的巨大石造物
有观点认为，这也与女帝有关。

산길을 5분 정도 오르면 갑자기 나타나는 거대한 암석.

的岩石。它高约4.7m，总重量据说有800吨。形状

높이 약 4.7m, 총중량은 800t이라는 설도. 켄고시즈카

与牵牛子塚古坟的石室相似，所以有人认为，这

고분의 석실과 형태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여제의 석실로

◆ 橿原市白橿町

里起初是要建造女帝的石室，但后来因为某种原

제작하던 도중 어떤 이유에서인가 중단된 것으로

因而中断了。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시하라 시 시라카시 정
도보로 약 22분

MAP

（越智岗上陵）

사이메이 천황 능

(오치노 오카노에노 미사사기)

◆ 明日香村川原115

TEL.0744-54-4151
（依季节而有所不同）

Data

从近铁冈寺站步行约22分钟
킨테츠 오카데라 역에서

MAP

16

Data

◆ 高取町车木 乘坐奈良
交通公交车在郡界桥站下
车后步行约5分钟

◆ 明日香村越
从近铁飞鸟站步行约15
分钟

다카토리 촌 쿠루마키
나라 교통 버스,
군카이바시에서 하차 후 도보
약 5분

아스카 촌 코시
킨테츠 아스카 역에서
도보 약 15분

ASUKA草莓采摘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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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카 이치고가리(딸기 따기) 파크
※ 明日香村地域振兴公社（明日香梦耕社） ※아스카촌지역부흥공사(아스카 유메코샤)

塑料大棚内，一眼望去全是草莓地。
可以尽情享受刚采摘的新鲜草莓。
비닐하우스 안에 가득 펼쳐진 딸기밭.
직접 딴 달콤한 딸기 한 알을 그대로 입 안으로 쏘옥.
这里出产光泽亮丽、颜色通红的特级草莓“明日香红玉草莓”。每到草莓
成熟季节，可以在明日香村的14处草莓园里享受采摘的乐趣。由于是使
用架子的高处栽培，站着就能轻松采摘。尽情享用鲜美多汁的草莓，是
人生一大快事！
윤기가 흐르고 새빨간 딸기는 특산품인‘아스카 루비’
. 딸기 철이 되면

进行考古发掘与调查时

발굴 조사 시

亲自率领大军奔赴九州，在九州结束了一生的女帝。
用船小心翼翼地将其遗体运往飞鸟，并厚葬于此。
몸소 군을 이끌고 향한 큐슈에서 그 생을 마친 여제.
배로 아스카까지 소중하게 옮겨졌고 후에 정성스레 매장되었습니다.

24

午餐1,000日元起、Cafe 400日元起
9:00～17:00（依季节而有所不同）周五休息
乘坐赤龟环游公交车在中央公民馆前站下车后步行约3分钟

◆ 아스카 촌 카와하라 115
TEL.0744-54-4151
Lunch 1,000엔~, Cafe 400엔~
9:00~17:00(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금요일 휴(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아카카메 주유 버스, 추오코민칸마에(중앙공민관 앞) 하차, 도보 약 3분

Data

牵牛子塚古坟
越塚御门古坟
켄고시즈카 고분
코시츠카고몬 고분

15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오리지널 블렌드한 향기가 풍부한 허브티를. 나무의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실내와 창 밖의 경치가 안식을 주는 공간입니다.

주택가 가까운 곳에 이런
다이내믹한 거석이. 산길은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이니 걷기
편한 복장으로.

沿着山路上行大约5分钟，会突然出现一块巨大

齐明天皇陵

由香氛调理师独家调制的香味丰醇的草本茶。店内温和的原木装修、窗外怡人的
美景，为顾客营造出一处充分放松身心的空间。

在住宅街区附近横卧着一块如此
富有生气的巨石。山路坡度较陡，
着装时请选择便于行走的服装。

누가, 도대체 왜? 불가사의한 거대한 석조물.
이것도 여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邂逅之旅 만남이 있는 여행

MAP

patisserie cafe Haru Garden

在白村江战役中败北之后，中大兄皇子返回飞鸟，将女帝与间人

백강 전투가 패배로 끝난 후 아스카로 돌아 온 나카노오에 황자는 여제와 하시히토

皇女合葬。现遗留有齐明天皇陵，但现在将牵牛子塚古坟视为二

황녀를 합장했습니다. 그 능묘는 사이메이 천황 무덤으로 남아있지만 현재는

人之陵墓的观点较为有力。此外，邻近的越塚御门古坟被认为是

켄고시즈카 고분을 두 사람의 능묘로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女帝之孙——大田皇女的陵墓。

코시츠카고몬 고분은 여제의 손녀, 오타 황녀의 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스카 촌에 있는 14곳의 파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시렁을 사용해

园 石田先生的推荐 이시다 농원 이시다 씨가 추천하는 곳
田农
石
2016年开放的KITORA古坟壁画体验馆 四神之馆也极具魅力。
值得您前往观赏。
2016년 오픈한 키토라 고분 벽화 체험관 4신의 관도 매력이 가득합니다.

높은 위치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선 채로 편안하게 딸기를 딸 수 있어요.
과즙이 풍부한 딸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더욱 기쁘다!

Data
◆ 明日香村一带

TEL.0744-54-1115（8:30～17:00） ＜需要预约＞开园
期间: 1 月～ 5 月、开园时间: 10 : 00 ～ 16 : 00（入园截止时间
15:30）、开园日:周六日、节假日（2月以后周三也开园）
※详情请咨询工作人员。 1,500日元
（5月以后1,100日元）
30分钟任吃
◆ 아스카 촌 일대
TEL.0744-54-1115(8:30~17:00)
＜완전예약제＞개원
기간：1월~5월, 개원 시간：10:00~16:00(입장은 15:30까지),
개원일：토, 일, 공휴일(2월 이후는 수요일도 개원)※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십시오.
1,500엔(5월 이후 1,100엔) 30분 동안
마음껏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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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松身心，享受飞鸟美食。 맛있는 아스카에서 잠시 휴식.
17

patisserie cafe Haru Garden

极好地保留素材本真美味，甜而不腻的蛋糕。
재료 본래의 맛이 살아 있는, 단맛을 줄인 케이크.
推出的品类除了绵软细滑的芝士蛋糕外，还有女性糕点师精心制作的蛋糕。在一
同开设的咖啡屋内，与炭烧咖啡一起享用，将是非常不错的选择。
폭신폭신하고 촉촉한 치즈 수플레를 비롯해 여성 파티시에가 정성껏 만드는
다양한 케이크. 병설된 카페에서 원두커피와 함께.
◆ 高取町兵库273-5

TEL.0744-52-5578
营业），以及临时休业

芝士蛋糕（切块）270日元等
10:00～17:00 周四、第3个周三休息（如遇节假日照常
从近铁市尾站下车后步行约15分钟

◆ 다카토리 정 효고 273-5
TEL.0744-52-5578
치즈 수플레(조각) 270엔 등
임시휴업 있음
킨테츠 이치오 역 하차, 도보 약 15분

10:00~17:00 매주 목·제3수요일 휴(공휴일인 경우 영업),

MAP

Cafe 步乐都

18

Cafe 후랏토

MAP

岩船 이와후네(바위 배)

用草本茶的芳香来治愈平日里的疲惫，请您在此静享美好的时光。
허브티의 향기에 감싸여 힐링의 한 때를.

这里是看点
여기가 볼 곳

14

！
！

究竟是谁、因何而建？充满谜团的巨大石造物
有观点认为，这也与女帝有关。

산길을 5분 정도 오르면 갑자기 나타나는 거대한 암석.

的岩石。它高约4.7m，总重量据说有800吨。形状

높이 약 4.7m, 총중량은 800t이라는 설도. 켄고시즈카

与牵牛子塚古坟的石室相似，所以有人认为，这

고분의 석실과 형태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여제의 석실로

◆ 橿原市白橿町

里起初是要建造女帝的石室，但后来因为某种原

제작하던 도중 어떤 이유에서인가 중단된 것으로

因而中断了。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시하라 시 시라카시 정
도보로 약 22분

MAP

（越智岗上陵）

사이메이 천황 능

(오치노 오카노에노 미사사기)

◆ 明日香村川原115

TEL.0744-54-4151
（依季节而有所不同）

Data

从近铁冈寺站步行约22分钟
킨테츠 오카데라 역에서

MAP

16

Data

◆ 高取町车木 乘坐奈良
交通公交车在郡界桥站下
车后步行约5分钟

◆ 明日香村越
从近铁飞鸟站步行约15
分钟

다카토리 촌 쿠루마키
나라 교통 버스,
군카이바시에서 하차 후 도보
약 5분

아스카 촌 코시
킨테츠 아스카 역에서
도보 약 15분

ASUKA草莓采摘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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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카 이치고가리(딸기 따기) 파크
※ 明日香村地域振兴公社（明日香梦耕社） ※아스카촌지역부흥공사(아스카 유메코샤)

塑料大棚内，一眼望去全是草莓地。
可以尽情享受刚采摘的新鲜草莓。
비닐하우스 안에 가득 펼쳐진 딸기밭.
직접 딴 달콤한 딸기 한 알을 그대로 입 안으로 쏘옥.
这里出产光泽亮丽、颜色通红的特级草莓“明日香红玉草莓”。每到草莓
成熟季节，可以在明日香村的14处草莓园里享受采摘的乐趣。由于是使
用架子的高处栽培，站着就能轻松采摘。尽情享用鲜美多汁的草莓，是
人生一大快事！
윤기가 흐르고 새빨간 딸기는 특산품인‘아스카 루비’
. 딸기 철이 되면

进行考古发掘与调查时

발굴 조사 시

亲自率领大军奔赴九州，在九州结束了一生的女帝。
用船小心翼翼地将其遗体运往飞鸟，并厚葬于此。
몸소 군을 이끌고 향한 큐슈에서 그 생을 마친 여제.
배로 아스카까지 소중하게 옮겨졌고 후에 정성스레 매장되었습니다.

24

午餐1,000日元起、Cafe 400日元起
9:00～17:00（依季节而有所不同）周五休息
乘坐赤龟环游公交车在中央公民馆前站下车后步行约3分钟

◆ 아스카 촌 카와하라 115
TEL.0744-54-4151
Lunch 1,000엔~, Cafe 400엔~
9:00~17:00(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금요일 휴(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아카카메 주유 버스, 추오코민칸마에(중앙공민관 앞) 하차, 도보 약 3분

Data

牵牛子塚古坟
越塚御门古坟
켄고시즈카 고분
코시츠카고몬 고분

15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오리지널 블렌드한 향기가 풍부한 허브티를. 나무의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실내와 창 밖의 경치가 안식을 주는 공간입니다.

주택가 가까운 곳에 이런
다이내믹한 거석이. 산길은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이니 걷기
편한 복장으로.

沿着山路上行大约5分钟，会突然出现一块巨大

齐明天皇陵

由香氛调理师独家调制的香味丰醇的草本茶。店内温和的原木装修、窗外怡人的
美景，为顾客营造出一处充分放松身心的空间。

在住宅街区附近横卧着一块如此
富有生气的巨石。山路坡度较陡，
着装时请选择便于行走的服装。

누가, 도대체 왜? 불가사의한 거대한 석조물.
이것도 여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邂逅之旅 만남이 있는 여행

MAP

patisserie cafe Haru Garden

在白村江战役中败北之后，中大兄皇子返回飞鸟，将女帝与间人

백강 전투가 패배로 끝난 후 아스카로 돌아 온 나카노오에 황자는 여제와 하시히토

皇女合葬。现遗留有齐明天皇陵，但现在将牵牛子塚古坟视为二

황녀를 합장했습니다. 그 능묘는 사이메이 천황 무덤으로 남아있지만 현재는

人之陵墓的观点较为有力。此外，邻近的越塚御门古坟被认为是

켄고시즈카 고분을 두 사람의 능묘로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女帝之孙——大田皇女的陵墓。

코시츠카고몬 고분은 여제의 손녀, 오타 황녀의 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스카 촌에 있는 14곳의 파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시렁을 사용해

园 石田先生的推荐 이시다 농원 이시다 씨가 추천하는 곳
田农
石
2016年开放的KITORA古坟壁画体验馆 四神之馆也极具魅力。
值得您前往观赏。
2016년 오픈한 키토라 고분 벽화 체험관 4신의 관도 매력이 가득합니다.

높은 위치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선 채로 편안하게 딸기를 딸 수 있어요.
과즙이 풍부한 딸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더욱 기쁘다!

Data
◆ 明日香村一带

TEL.0744-54-1115（8:30～17:00） ＜需要预约＞开园
期间: 1 月～ 5 月、开园时间: 10 : 00 ～ 16 : 00（入园截止时间
15:30）、开园日:周六日、节假日（2月以后周三也开园）
※详情请咨询工作人员。 1,500日元
（5月以后1,100日元）
30分钟任吃
◆ 아스카 촌 일대
TEL.0744-54-1115(8:30~17:00)
＜완전예약제＞개원
기간：1월~5월, 개원 시간：10:00~16:00(입장은 15:30까지),
개원일：토, 일, 공휴일(2월 이후는 수요일도 개원)※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십시오.
1,500엔(5월 이후 1,100엔) 30분 동안
마음껏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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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하라 로얄 호텔

车站近在咫尺、可以悠然享受温泉的度假式酒店。

据说女帝曾在此祈雨。
以徒步旅行的心情前往，
感受那份神秘的力量。

역에서 아주 가깝고 느긋하게 온천도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에 놀러온 듯한 기분의 호텔.

여제가 기우제를 지냈다고 전해지는 땅.
하이킹 기분으로 방문해 신비로운 파워를 느껴보고 싶다면.

无论是自由行，还是团体旅行，都可以安心入住的酒店。从橿原神宫前站步

邂逅之旅 만남이 있는 여행

女渊
메부치

行仅需1分钟，用作旅行的据点十分便利。这里有岩风吕和桧风吕的温泉，您

皇极女帝即位当年，长时间烈日当空，虽然举行了各种祈雨的祭祀，但都无济

可以将四处游览后疲劳的身体浸泡其中，消除疲倦之后享受酣香的睡眠。

于事，干旱依旧持续。但是，当女帝在南渊的河流上游跪拜，向天祈祷之后，顷

혼자서도 단체로도 묵기 편한 호텔은 가시하라진구 마에 역에서 도보 1분.

刻电闪雷鸣，大雨滂沱。这里或许是女帝的力量之地吧。

편리한 여행의 거점입니다. 바위 욕탕과 노송 욕탕의 온천이 있어, 관광으로
피곤해진 몸을 느긋하게 풀고 잠들 수 있습니다.

코교쿠 여제가 즉위한 해는 햇볕이 쨍쨍한 날이 계속되어 이런 저런 기우제를
지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제가 미나미부치의 강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자 곧 천둥이 치고 큰비가. 이 곳은 여제에게
工作人员的推荐 스태프가 추천하는 곳

파워 스팟이었을지도.

和苏我氏结缘的甘樫丘、
入鹿的首塚、
石舞台古坟等等，
飞鸟有许许多多值得一看的地方。

Data
◆ 明日香村畑

소가 씨와 인연이 있는 아마카시노오카 언덕,
이루카의 목이 묻힌 무덤,
이시부타이 고분 등 아스카는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乘坐赤龟环游公交车在石舞台站下车后步行约80分钟

아스카 촌 하타케

아카카메 주유 버스, 이시부타이에서 하차 후 도보 약 80분

飞鸟川上坐宇须多伎比卖命神社
MAP
아스카카와 카미니이마스
21
우스타키히메노 미코토 신사

西式家庭旅馆飞鸟

기원으로 하는 나모데 오도리 춤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경내까지 약 200
단 이어진 높은 돌 계단을 한 칸씩 오르며 그 때마다 넓어지는 시야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오르면 가벼운 달성감도.

M A P 24

따뜻한 접대가 마음을 사로잡는
아스카 탐방에 편리한 쁘띠 호텔.
在这里，您可以享用到以当地时令蔬菜烹制的套餐料理，让人感到宾至如归的

在以南渊山为神体的这座神社，起源于皇极女帝祈雨的南无天舞被传承至今。向上仰望，近200级的石台阶一

미나미부치야마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에는 코교쿠 여제의 기우제를

◆ 가시하라 시 쿠메 정 652-2ㅤ
TEL 0744-28-6636
싱글 숙박만 8,640엔~, 싱글 1박 조식 포함 플랜 11,016엔~
킨테츠 가시하라진구 마에 역에서 도보 약 1분

温馨的招待令人愉悦 游览飞鸟时便利的小旅馆。

메부치 북측에 위치한 신사. 여제의 기우제를 전승해 왔습니다.

当您登顶时，还能感受到一点小小的成就感呢。

TEL 0744-28-6636
1人住宿1晚（不含餐食）8,640日元起、1人住宿1晚（含早餐）
11,016日元起
从近铁橿原神宫前站步行约1分钟

펜션 아스카

位于女渊北侧的神社。将女帝的祈雨场景传承至今。

直延续到神社境内。拾阶而上，每一步的上升，都会带来视野的变化。

Data
◆橿原市久米町652-2

温馨氛围。从飞鸟站步行仅3分钟的地理位置也颇具吸引力。1楼的“Hidamari
Cafe明日香”咖啡馆供应的限量套餐（Hidamari Cafe午餐）也值得推荐。

Data
◆ 明日香村稻渊698
乘坐赤龟环游公交车在石舞台站下车后步行
约40分钟

이 지역의 제철 야채를 사용한 코스 요리를 디너로 맛볼 수 있는 가정적인
분위기의 펜션. 아스카역에서 도보 3분으로 좋은 위치도 매력입니다. 1층의
‘히다마리 cafe 아스카’
에서 먹는 수량한정의 히다마리 카페 런치도 추천.

아스카 촌 이나부치698
아카카메 주유 버스, 이시부타이에서 하차 후
도보 약 40분

Data
◆ 明日香村越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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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无天舞 나모데 오도리 춤

TEL.0744-54-3017
住宿1晚（不含餐食）5,700日元起、住宿1晚（含早餐）6,800日
元起、住宿1晚（含两餐）9,500日元起(若1间客房入住2位客人，则此金额为每人的费用)
从近铁飞鸟站步行约3分钟
◆ 아스카 촌 코시 17
TEL.0744-54-3017
숙박만 5,700엔~, 1박 조식 포함 플랜 6,800엔~, 1박 2식 포함 플랜
9,500엔~(1실 2명인 경우 1명당 요금)
킨테츠 아스카 역에서 도보 약 3분

松冈

MAP

的倾情推荐
经理

매니저 마츠오카 씨가 추 천하는 곳
在甘樫丘看夕阳深受夫妻游客的喜爱。

우리 부부는 모두 아마카시노오카 언덕에서 보는 석양을 좋아합니다.

传承至今的祈雨神事。独特的音调萦绕耳畔，余音不绝。
전승되고 있는 기우제 행사. 독특한 반주가 귓가를 맴돕니다.
根据飞鸟川上坐宇须多伎比卖命神社流传的绘马和古老记忆复原而成的南无天舞。为了使这项传承艺能得
以流传后世，会定期举行公演。
Data

신사에 전해져 온 에마(기원할 때 신사에 봉납하는
나무판)와 옛 기억이 남아있는 노인의 말을 바탕으로
복원한 나모데 오도리 춤. 전승예술로 후세에 남기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특유의
느린 리듬과 춤이 인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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橿原市观光协会网站Sarara
가시하라 시 관광협회 사이트 사라라

http://www.kashihara-kanko.or.jp/

古代独特的缓慢音律与舞蹈令人印象深刻。
아스카카와 카미니이마스 우스타키히메노 미코토

如果您想更好地感受飞鸟，那么请您也浏览一下各个地区的网页！
아스카를 더 즐기고 싶다면 각 지역의 Web도 체크!

◆ 在奈良县立万叶文化馆内举行公演 4 、5 、6 、9 、10 、11 月的第4 个
周六 13:30～14:10上演 乘坐奈良交通公交车在万叶文化馆站下车，
或者乘坐赤龟环游公交车在万叶文化馆西口站下车即到
나라 현립 만요 문화관에서 공연
4, 5, 6, 9 , 10, 11월 네 번째 토요일 13:30~14:10 상연
나라 교통 버스로 만요 문화관, 또는 아카카메 주유 버스로 만요 문화관
서쪽 입구에서 하차 후 바로

用你自己的方式
游览飞鸟
당신만의 스타일로
아스카를 유람하자

高取町观光指南
다카토리 정 관광 사이트

http://sightseeing.takatori.info/

租赁自行车
대여 자전거
橿原神宫前车站前、
飞鸟车站前等5处场所
可以租赁自行车
가시하라진구 마에 역 앞,
아스카 역 앞 등 다섯
곳에서 대여합니다.

飞鸟导航
아스카 내비

http://www.kitemite.me/asuka/

明日香 村 观 光 移 动 客 户 端 网 站 旅 游 明 日 香 网
아스카 촌 관광 포털 사이트 여행하는 아스카 넷

http://asukamura.com/

二人骑行小型电动车“MICHIMO”。
2인용 전기 자동차 ‘미치모’

橿原神宫前车站前、飞鸟车站前可以租赁。
가시하라진구 마에 역, 아스카 역에서 대여합니다.
＜ 预约 예약＞
橿原神宫前站
가시하라진구 마에 역
TEL.070-5262-7472
http://michimo.mobi

狭窄的小道也
能轻松穿过！
좁은 길도 손쉽게!

飞鸟站
아스카 역
TEL.0744-54-2099
http://michim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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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하라 로얄 호텔

车站近在咫尺、可以悠然享受温泉的度假式酒店。

据说女帝曾在此祈雨。
以徒步旅行的心情前往，
感受那份神秘的力量。

역에서 아주 가깝고 느긋하게 온천도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에 놀러온 듯한 기분의 호텔.

여제가 기우제를 지냈다고 전해지는 땅.
하이킹 기분으로 방문해 신비로운 파워를 느껴보고 싶다면.

无论是自由行，还是团体旅行，都可以安心入住的酒店。从橿原神宫前站步

邂逅之旅 만남이 있는 여행

女渊
메부치

行仅需1分钟，用作旅行的据点十分便利。这里有岩风吕和桧风吕的温泉，您

皇极女帝即位当年，长时间烈日当空，虽然举行了各种祈雨的祭祀，但都无济

可以将四处游览后疲劳的身体浸泡其中，消除疲倦之后享受酣香的睡眠。

于事，干旱依旧持续。但是，当女帝在南渊的河流上游跪拜，向天祈祷之后，顷

혼자서도 단체로도 묵기 편한 호텔은 가시하라진구 마에 역에서 도보 1분.

刻电闪雷鸣，大雨滂沱。这里或许是女帝的力量之地吧。

편리한 여행의 거점입니다. 바위 욕탕과 노송 욕탕의 온천이 있어, 관광으로
피곤해진 몸을 느긋하게 풀고 잠들 수 있습니다.

코교쿠 여제가 즉위한 해는 햇볕이 쨍쨍한 날이 계속되어 이런 저런 기우제를
지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제가 미나미부치의 강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자 곧 천둥이 치고 큰비가. 이 곳은 여제에게
工作人员的推荐 스태프가 추천하는 곳

파워 스팟이었을지도.

和苏我氏结缘的甘樫丘、
入鹿的首塚、
石舞台古坟等等，
飞鸟有许许多多值得一看的地方。

Data
◆ 明日香村畑

소가 씨와 인연이 있는 아마카시노오카 언덕,
이루카의 목이 묻힌 무덤,
이시부타이 고분 등 아스카는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乘坐赤龟环游公交车在石舞台站下车后步行约80分钟

아스카 촌 하타케

아카카메 주유 버스, 이시부타이에서 하차 후 도보 약 80분

飞鸟川上坐宇须多伎比卖命神社
MAP
아스카카와 카미니이마스
21
우스타키히메노 미코토 신사

西式家庭旅馆飞鸟

기원으로 하는 나모데 오도리 춤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경내까지 약 200
단 이어진 높은 돌 계단을 한 칸씩 오르며 그 때마다 넓어지는 시야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오르면 가벼운 달성감도.

M A P 24

따뜻한 접대가 마음을 사로잡는
아스카 탐방에 편리한 쁘띠 호텔.
在这里，您可以享用到以当地时令蔬菜烹制的套餐料理，让人感到宾至如归的

在以南渊山为神体的这座神社，起源于皇极女帝祈雨的南无天舞被传承至今。向上仰望，近200级的石台阶一

미나미부치야마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에는 코교쿠 여제의 기우제를

◆ 가시하라 시 쿠메 정 652-2ㅤ
TEL 0744-28-6636
싱글 숙박만 8,640엔~, 싱글 1박 조식 포함 플랜 11,016엔~
킨테츠 가시하라진구 마에 역에서 도보 약 1분

温馨的招待令人愉悦 游览飞鸟时便利的小旅馆。

메부치 북측에 위치한 신사. 여제의 기우제를 전승해 왔습니다.

当您登顶时，还能感受到一点小小的成就感呢。

TEL 0744-28-6636
1人住宿1晚（不含餐食）8,640日元起、1人住宿1晚（含早餐）
11,016日元起
从近铁橿原神宫前站步行约1分钟

펜션 아스카

位于女渊北侧的神社。将女帝的祈雨场景传承至今。

直延续到神社境内。拾阶而上，每一步的上升，都会带来视野的变化。

Data
◆橿原市久米町652-2

温馨氛围。从飞鸟站步行仅3分钟的地理位置也颇具吸引力。1楼的“Hidamari
Cafe明日香”咖啡馆供应的限量套餐（Hidamari Cafe午餐）也值得推荐。

Data
◆ 明日香村稻渊698
乘坐赤龟环游公交车在石舞台站下车后步行
约40分钟

이 지역의 제철 야채를 사용한 코스 요리를 디너로 맛볼 수 있는 가정적인
분위기의 펜션. 아스카역에서 도보 3분으로 좋은 위치도 매력입니다. 1층의
‘히다마리 cafe 아스카’
에서 먹는 수량한정의 히다마리 카페 런치도 추천.

아스카 촌 이나부치698
아카카메 주유 버스, 이시부타이에서 하차 후
도보 약 40분

Data
◆ 明日香村越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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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无天舞 나모데 오도리 춤

TEL.0744-54-3017
住宿1晚（不含餐食）5,700日元起、住宿1晚（含早餐）6,800日
元起、住宿1晚（含两餐）9,500日元起(若1间客房入住2位客人，则此金额为每人的费用)
从近铁飞鸟站步行约3分钟
◆ 아스카 촌 코시 17
TEL.0744-54-3017
숙박만 5,700엔~, 1박 조식 포함 플랜 6,800엔~, 1박 2식 포함 플랜
9,500엔~(1실 2명인 경우 1명당 요금)
킨테츠 아스카 역에서 도보 약 3분

松冈

MAP

的倾情推荐
经理

매니저 마츠오카 씨가 추 천하는 곳
在甘樫丘看夕阳深受夫妻游客的喜爱。

우리 부부는 모두 아마카시노오카 언덕에서 보는 석양을 좋아합니다.

传承至今的祈雨神事。独特的音调萦绕耳畔，余音不绝。
전승되고 있는 기우제 행사. 독특한 반주가 귓가를 맴돕니다.
根据飞鸟川上坐宇须多伎比卖命神社流传的绘马和古老记忆复原而成的南无天舞。为了使这项传承艺能得
以流传后世，会定期举行公演。
Data

신사에 전해져 온 에마(기원할 때 신사에 봉납하는
나무판)와 옛 기억이 남아있는 노인의 말을 바탕으로
복원한 나모데 오도리 춤. 전승예술로 후세에 남기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특유의
느린 리듬과 춤이 인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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橿原市观光协会网站Sarara
가시하라 시 관광협회 사이트 사라라

http://www.kashihara-kanko.or.jp/

古代独特的缓慢音律与舞蹈令人印象深刻。
아스카카와 카미니이마스 우스타키히메노 미코토

如果您想更好地感受飞鸟，那么请您也浏览一下各个地区的网页！
아스카를 더 즐기고 싶다면 각 지역의 Web도 체크!

◆ 在奈良县立万叶文化馆内举行公演 4 、5 、6 、9 、10 、11 月的第4 个
周六 13:30～14:10上演 乘坐奈良交通公交车在万叶文化馆站下车，
或者乘坐赤龟环游公交车在万叶文化馆西口站下车即到
나라 현립 만요 문화관에서 공연
4, 5, 6, 9 , 10, 11월 네 번째 토요일 13:30~14:10 상연
나라 교통 버스로 만요 문화관, 또는 아카카메 주유 버스로 만요 문화관
서쪽 입구에서 하차 후 바로

用你自己的方式
游览飞鸟
당신만의 스타일로
아스카를 유람하자

高取町观光指南
다카토리 정 관광 사이트

http://sightseeing.takatori.info/

租赁自行车
대여 자전거
橿原神宫前车站前、
飞鸟车站前等5处场所
可以租赁自行车
가시하라진구 마에 역 앞,
아스카 역 앞 등 다섯
곳에서 대여합니다.

飞鸟导航
아스카 내비

http://www.kitemite.me/asuka/

明日香 村 观 光 移 动 客 户 端 网 站 旅 游 明 日 香 网
아스카 촌 관광 포털 사이트 여행하는 아스카 넷

http://asukamura.com/

二人骑行小型电动车“MICHIMO”。
2인용 전기 자동차 ‘미치모’

橿原神宫前车站前、飞鸟车站前可以租赁。
가시하라진구 마에 역, 아스카 역에서 대여합니다.
＜ 预约 예약＞
橿原神宫前站
가시하라진구 마에 역
TEL.070-5262-7472
http://michimo.mobi

狭窄的小道也
能轻松穿过！
좁은 길도 손쉽게!

飞鸟站
아스카 역
TEL.0744-54-2099
http://michim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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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大阪
신오사카

至博多
하카타 방면

京都
교토

至东京
도쿄 방면

▲

▲

飞鸟时代女性纪行的交通指南 아스카 여사 기행 교통편

JR 大阪／梅田
JR 오사카/우메다

至神户三宫
코베 산노미야 방면

西九条
니시쿠죠

鹤桥
츠루하시

布施
후세

大阪难波
오사카난바

大和西大寺
야마토사이다이지

JR 奈良
JR 나라
耳成
미미나시

至名古屋
나고야 방면

八木西口
야기니시구치

高田
다카다

关西机场
간사이 국제공항

樱井
사쿠라이

▲

大和八木
야마토야기

大阪阿部野桥
오사카
아베노바시

畝畝傍御陵前
우네비고료 마에

畝畝傍 우네비
橿原神宫前
가시하라진구 마에
冈寺 오카데라

京都
교토

兵库
효고

飞鸟 아스카
新干线
신칸센

近铁电车
킨테츠 전철

大阪市营地铁
오사카 시영 지하철

JR 西日本
JR 서일본

阪神电车
한신 전철

机场巴士
리무진 버스

出发

오사카
방면에서

从关西机场

近铁大阪阿部野桥
킨테츠 오사카
아베노바시

☆38 min.

奈良
나라

市尾 이치오

橿原神宫前
가시하라진구
마에

齐明（皇极）女皇篇
사이메이 (코교쿠) 여제 편

飞鸟
아스카

和歌山
와카야마

吉野口 요시노구치
五条
고죠

滋贺
시가

大阪
오사카

壶阪山 츠보사카야마

吉野 요시노

★特快列车 특급

从大阪方向

飞鸟时代女性纪行
아스카의 여사 기행

近铁奈良
킨테츠 나라

王寺
오지

天王寺
시텐노지

日本建国的时代 ～让飞鸟展翅翱翔的女性们～
일본국이 탄생할 때 ~아스카에서 활약한 여성들~

☆2 min.

冈寺
오카데라

☆普通快车 급행

☆2 min.

乘车时长为标准时长 승차 시간은 참고로 삼아주십시오.

飞鸟
아스카

☆3 min.

壶阪山
츠보사
카야마

☆4 min.

市尾
이치오

JR特快列车“遥” JR 특급 하루카

出发

关西机场

간사이
국제공항

간사이 공항

★32 min.

JR 天王寺
JR 시텐노지

步行
도보

近铁大阪阿部野桥
킨테츠 오사카
아베노바시

橿原神宫前
가시하라진구
마에

冈寺

飞鸟

오카데라

아스카

冈寺

飞鸟

오카데라

아스카

冈寺

飞鸟

오카데라

아스카

冈寺

飞鸟

오카데라

아스카

壶阪山
츠보사
카야마

市尾
이치오

换乘 환승

机场巴士 리무진 버스

关西机场第一航站楼
간사이 공항 제1
터미널

☆65 min.

近铁大和八木
킨테츠
야마토야기

6 min.

橿原神宫前
가시하라진구
마에

壶阪山
츠보사
카야마

市尾
이치오

换乘 환승

从京都方向
出发

近铁京都

교토
방면에서

킨테츠 교토

从名古屋方向
出发

近铁名古屋

나고야
방면에서

킨테츠 나고야

★1 h. 52 min.

★51 min.

橿原神宫前
가시하라진구
마에

换乘 환승

换乘 환승

大和八木
야마토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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橿原神宫前
가시하라진구
마에

壶阪山
츠보사
카야마

壶阪山
츠보사
카야마

市尾
이치오

市尾
이치오

日本遗产“飞鸟”官方网站
일본 유산‘아스카’공식 웹사이트
http://asuka-japan-heritag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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