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걸어서 자연과 만나는 쇼센쿄(昇仙峡) ! !
고후역 「고후 버스 터미널」 9:45 출발

「쇼센쿄 입구」 10:14 도착 (600엔)

가쿠엔보(覚円峰) ＆

유메노 마츠시마（夢の松島）

야마나시현을 대표하는 경승지
「쇼센쿄」의 제일 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낙차 30m의 장대한
센가타키는 지각 변동에 따른 단층에
의해 생겼습니다.

센가타키(仙娥滝)

야마나시의 명물인 호토와 소바 등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휴식.

（예산은 1인당 ）～2,000엔 정도.

점심 식사

쇼센쿄 가게에노 모리(影絵の森) 미술관
～세계 최초의 그림자 회화 미술관～

어두운 전시실 안에서
환상적인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작가의 상품 및
인덴(印伝) 등의 선물용

상품을 판매합니다.
(입장료 성인 900엔 중・고생 600엔
초등생 500엔 유치원생 300엔 등）

야마나시 와인 왕국 본점

13:00 출발
도보 5분

도보 10분

『옴니버스』 (300엔)

쇼센쿄 케이블카
↓

가나자쿠라 신사
(金櫻神社)

『옴니버스』 (300엔)

가나자쿠라 신사
↓

쇼센쿄 가게에노 모리
(影絵の森) 미술관

신사 이름의 유래가 된
우콘자쿠라(鬱金櫻)는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에 만개합니다. 
금운이 상승하여 이익이 생기는
것으로도 유명한 신사입니다. 

프랑스・보르도 지방의 와인 셀러를
연상케하는 관내에는일본 유수의
와인 메이커의 와인 및 오리지널
와인이 있습니다. 시음도 할 수

있으며, 어린이나 술을 못 드시는
분도 즐길 수 있도록 논알콜 와인도

있습니다. 

도보 65분

도보 15분

15:45 출발
도보 5분

「쇼센쿄 다키우에(滝上)」 15:52 출발
「고후역 버스 터미널」 16:41 도착 (920엔）

※12월1일～3월31일 사이, 노선 버스는 쇼센쿄 입구까지만 운행합니다. 택시로 고후역까지 바로 가시거나 옴니버스

등을 이용해 「쇼센쿄 입구」까지 가신 후 노선 버스를 이용해 고후역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17:02에 출발하는 전차를 타시면 18:43에 신주쿠에
도착합니다. 출발 전까지 역 2층이나 역 주변의
‘고슈유메코지(甲州夢小路)’ 등에서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나미구치(南口)에는 다케다 신겐공(武田信

玄公)의 동상도 있습니다.

고후역

관광지 100선 계곡 부문

제1위

산책로의 덴진모리(天神森) 시영

주차장, 덴코린(天鼓林) 및 현영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일본의 폭포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진 촬영
장소로도 추천합니다!!

관내는 문턱이 없으며
휠체어 5대와 슬로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안고 다닐 수 있는 개와
고양이는 동반할 수
있습니다.

와인 글래스 아트
（유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관광
장소가 있습니다.

2020년도
일본 유산 선정

※이용시 사전 예약 필요

※이용시 사전 예약 필요

계곡을 따라 봄, 여름에는 신록을, 
가을에는 단풍을 바라보며 즐겁게
산책. 산책로 도중에 있는 「유메노
마츠시마」에서 바라보는
「가쿠엔보」는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가나자쿠라 신사(金櫻神社)

2022년 10월 1일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