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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토 구립 향토 역사관에
어서 오십시오

　그외 각종 시설 ※영업 시간과 정기 휴일은 미나토구 향토 역사관에 준합니다.

미나토  구립  향토  역사관은  역사적  건조물을  활용해 ,  

미나토구의 자연·역사·문화를 깊이 알고 교류하는 거점으로서 

개관했습니다.

상설 전시 외에,  기획·특별 전시·이벤트를 개최하고 카페와 

뮤지엄 숍을 통해, 누구나가 항상 미나토구의 매력을 느낄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오늘 오신 손님들에게 다양한 만남과 

발견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건물에 대해

이 건물은 도쿄 대학 건축학과 교수 우치다 요시카즈 （内田
祥三）의 설계로 1938 년에 건설된 구 공중 위생원입니다. 
구조는 철골 · 철근 콘크리트 조, 스크래치 타일로 된 고딕 

양식의 외관으로, "우치다 고딕"이라는 특징적인 디자인으로 

되어있고, 옆에 위치한 도쿄 대학 의과학 연구소와 짝을 지어 

건립되었습니다. 건물 내부에도 강당이나 교실 · 실험실 등을 

비롯해 ,  세심한 디자인 등 당시의 상황을 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귀중한 이 건물을 보존 · 보수하고 향토 

역사관을 중심으로 한 복합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층  아 트 리 움 에 서  좌 우 로  

갈라지는 계단이  만들어내는 

공간이 특징적입니다. 바닥재, 

벽재에 석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디자인이 특징적입니다.

제휴 농가의 신선한 야채를 듬뿍 사용한 런치박스와 스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따스함이 기분좋은 가게안에서는 물론, 

야외·사무실·가정에서도 드실 수 있게 테이크 아웃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화：03-6450-2153

미나토구 교육위원회·향토 역사관이 발행하는 간행물 외에 향토 

역사관 소장자료를　모티브한 엽서, 향토 역사관의 마크가 들어간 

상품 등을 다수 갖추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나토구 교육위원회 발행의 간행물과 향토 역사관 소장의 

도서자료 등을 도서실 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미나토구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더욱 깊게 조사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나토 구립 도서관의 제휴시설로서 구립 도서관의 이용 등록, 

예약 자료의 대출·반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서실

　뮤지엄 숍 “토키도키”

　카페 “VEGETABLE LIFE” 

2F

3F

2F

1F

4F중앙 홀

붙박이  책상  의자가  설치된  

계단식 강당입니다. 건설 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  있으며 ,전등

기구와  강단  좌우에  설치된  

릴리프도 특징적입니다.

구 강당

3F

공중  위생  원장과  차장의  

집무실입니다.  당시  고급  

재료인 베니어로 되어 있으며 

구  원장실  바닥은  요세기  

자이쿠（寄木細工）의 마루로 
되어 있어 당시의 장인 기술의 

높은  수준을  볼 수 있는 방

입니다.

구 원장실 · 
구 차장실

◀구 원장실



종합 안내 · 
티켓 판매소

기저귀 교환대

수유실

물품 보관함

유료 영역

무료 영역

　특별 전시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생활하고 있는 미나토구의 근현대 역사를 

국제화, 교육, 교통 · 운수, 생업 · 산업, 재해 · 전쟁의 5 가지 테마를 

통해 소개합니다.

근세 도시 에도 성 남쪽에 위치한 미나토구의 모습을 마을 만들기, 

무가（武家） 지 ·  사찰（寺社） 지 ·  서민（町人） 지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소개합니다.

도쿄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미나토구의 역사를, 환경, 패총, 내만 

어업의  3가지 테마를 통해 소개합니다.

　테마 Ⅰ 바다와 사람의 활력

　테마 Ⅱ 도시와 문화의 확대

　테마 Ⅲ 사람의 이동과 생활

3F

3F

4F

이사라고 카이즈카 유적 출토 토기

원시 ·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미나토구  5 지구의 모습과 일상 생활 등을 

영상을 통해 소개합니다.

전시실의 모습

전시실의 모습

“신텐 에도노즈 ＜메이레키 에도 그림＞” （부분）

2F　상설 전시실 유료 유료

　가이던스 룸 2F 무료

무료

죠몽（縄文） 토기와 고래의 골격 표본 등 실제 자료를 만지거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미나토구의 자연, 역사,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룸 2F

전시실의 모습

가이던스 룸가이던스 룸

관내 안내도

커뮤니케이션 룸커뮤니케이션 룸

뮤지엄 숍

카페카페

학교 역사 자료
전시실
학교 역사 자료
전시실

도서실도서실
구 원장실

구 차장실

구 원장실

구 차장실

구 강당구 강당

특별 전시실특별 전시실

상설 전시실
테마 Ⅰ

갤러리갤러리

상설 전시실
테마 Ⅱ

상설 전시실
테마 Ⅲ

중앙 입구중앙 입구

남쪽 입구

휴게실

휴게실

강좌실 A
강좌실 B

강좌실 C

휴게실

강좌실 A
강좌실 B

강좌실 C

강좌실 D

휴게실휴게실



미나토 구립 향토 역사관

⊩108-0071 도쿄도 미나토구 시로카네다이 4-6-2 유카시노 모리

전화 : 03-6450-2107　FAX : 03-6450-2137

액  세  스 　도쿄 메트로 난보쿠 선 · 도영  지하철 미타 선
　  "시로카네다이" 역  2 번 출구 도보 1 분

　도영 버스 "시로카네다이 역앞 " 정류장 하차 도보 1 분
※ 주차장은 없습니다.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해 주십시오.

개관 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토요일만 오전 9시 ~ 오후 8시)

※ 상설 전시실과 특별 전시실 입관 접수는 폐관 30분전까지.

휴  관  일

검색미나토 구립 향토 역사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제 3목요일이 공휴일 등의 경우는 개관하고 그 전날

　  수요일에 휴관합니다)

　 연말 연시 (12월 29일 ~ 1월 3일)

　 특별 정리 기간

미나토 구민 대상 무료 공개일 :2월 1 1일, 5월 5일, 8월 1 1일, 1 1월 3일

※ 미나토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지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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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도쿄대학 의과학
연구소 부속 병원
도쿄대학 의과학
연구소 부속 병원 중앙 입구중앙 입구

２번 출구２번 출구

１번 출구１번 출구

메구
로 도
오리

메구
로 도
오리

시로카네다이 역앞 정류장시로카네다이 역앞 정류장
시로카네다이
역앞 정류장
시로카네다이
역앞 정류장

미나토 구립 향토 역사관
（중앙 입구로 들어와 주십시오.）

상설전 관람료

※ 단체 요금은 10명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구내 거주·재학중인 초·중·고등학생, 구내에 

거주하는  6 5 세  이상의  분 ,  구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  ( 1명 )의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지참해 주십시오).  ※ 특별전은 별도 요금입니다. 

어른

일반

300 엔 240 엔 100 엔 80 엔

단체 일반 단체

초 · 중 · 고등학생 

이용 안내

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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