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리성 부흥 모델 코스
～오키나와의 마음의 기반 슈리성의 부흥을 위해서～
새로운 슈리성 투어 코스를 따라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슈리성 일주

슈리 마치마이 코스

1 스이무이칸 잔디광장

코스3
（약120분）

①스이무이칸 잔디광장 → ②슈레이몬 → ③간카이몬 → ④규케이몬 → ⑤제니쿠라
→ ⑥기타조카쿠 → ⑦아가리노아자나 바깥둘레 → ⑧게이세이몬 → ⑨슈리성 주변 아와모리 구라모토
→ ⑩슈리 거리 → ⑪슈리역

코스4
（약150분）

①스이무이칸 잔디광장 → ②슈레이몬 → ③간카이몬 → ④규케이몬 → ⑤제니쿠라 → ⑥기타조카쿠
→ ⑦아가리노아자나 바깥둘레 → ⑧게이세이몬 → ⑨슈리성 주변 아와모리 구라모토 → ⑩슈리 거리
→ ⑪슈리역 → ⑫긴조초 돌길 입구 → ⑬마다마미치 → ⑭스이무이칸 앞 매점

2 슈레이몬

3 간카이몬

도보
약1분

도보
약3분

슈레이(守礼)’란 ‘예의범절을 지킨다’는
의미이며, ‘류큐는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나라이다’라고 하는 의미. 중국풍
패루형식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스이무이칸 앞에 있는 잔디광장. 매점에 상품도
다양하고, 슈리성공원 투어를 위한
약속장소로도 최적.

8 게이세이몬

별명 ‘스에쓰기우조’라고 하는 문 양쪽에는
2기의 석비가 세워져 있는데, 맹위를 떨치던
왜구를 막기 위해 1544년에 세워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도보
약2분

도보
약5분

6 기타조카쿠

도보
약5분

공원 동쪽 위치에 있는 고지대로, 기타조카쿠나
성 바깥 마을 일대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규케이몬’은 별명 ‘호코리우조’라고도
합니다. 문은 주로 여성이 이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슈리성 성곽 내로 들어가는 첫 번째 정문으로,
‘간카이(歓会)’란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7 아가리노아자나 바깥둘레

도보
약5분

4 규케이몬

5 제니쿠라

도보
약5분

옛 지도나 옛 그림 및 전승을 바탕으로 지난
날의 식재공간이 재현되었습니다. 휴식이나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보
약3분

9

슈리성 주변 아와모리 구라모토

150분코스

‘제니쿠라’는 소주(아와모리)나 기름류 및
여러 사용처에의 일용 자금 등을 관리하는
시설이었습니다. 현재는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2 긴조초 돌길 입구

게이세이몬 도보약5분

도로 폭은 약 4m, 전체 길이는 약 300m나 되며,
포석으로는 ‘고타타키아게’라고 하는
방법으로 표면을 정리한 20∼30센티미터의 류큐
석회암이 모자이크처럼 깔려 있습니다.

슈리성 주변 아와모리 구라모토 견학

도보
약15분

10 슈리 거리

13 마다마미치

슈리의 문화나 옛 도시의 매력을 슈리의 “거리
걷기”를 통해서 느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 다 마 미 치 ( 真 珠 道 ) 는
쇼 신 왕
시 대 (1465∼1527) 에 슈 리 왕 부 가 부 설 한
국도입니다.
도보
약1분

11 유이레일 슈리역

14 스이무이칸 앞 매점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나 슈리성공원 오리지널
상품 등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각부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국영 오키나와기념공원 사무소 오키나와현 토목건축부 도시공원과
일반재단법인 오키나와 추라시마 재단

일반재단법인 오키나와 관광컨벤션 뷰로

문의 슈리성공원 관리센터 TEL：098-886-2020

FAX：098-886-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