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쯔라와 카마쿠라를 연결하는 아사이나키리도오시는 옛날에 카나자와의 바다에서 만든
소금을 카마쿠라까지 운반했던 소금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은 카나자와구에서 출발해도 가능하고 카마쿠라에서 출발해도 가능한 길로서 산책
코스로 좋은 것 같습니다. 시골 출신인 저는 모처럼 조용한 시골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항구도시인 요코하마에 이런 정다운 길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
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산 속에 있는 쿠마노신사는 한국의 절을 연상시켜 주었습니다.

비스듬히 서 있던 구실잣나무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하이킹에서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로 쓰여진 안내표지판이 어디에도 있다는 것과 오
래된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다시한번 좋은 하이킹코스에 참여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金沢区六浦と鎌倉を結ぶ朝比奈切通しは、昔、金沢の海で作られた塩を、鎌倉まで運んだ
塩の道だそうです。

この道は金沢区から出発しても、鎌倉から出発しても、散歩コースとして良いと思います。韓
国の 田舍出身である私は、故郷の静かな道を歩いているように感じました。

港湾都市である横浜に、こんな懐かしい雰囲気の道があることを初めて知りました。清らか
な空気を吸いながら自然を感じ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楽しい時間でした。

また, 朝比奈切り通し近くの森の中にある熊野神社は、韓国の寺を連想させます。
斜めに立っていたスダジイの木が印象的でした。

今回のハイキングで、外国人のために外国語で書かれた案内表示板があることと、昔の遺
跡が、そっくりそのまま保存されていることに大変驚きました。
楽しいハイキング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

쇼묘지는 옛날에는 카마쿠라 지역이었지만 도시가 점점 발전하면
서 지금은 요코하마시 소재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쇼묘지에는 많은 국보나 중요문화재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그 일
부는 카나자와분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며, 이곳에는 언제나 멋진 풍경을 한폭의 그림으로 남기는 화가분
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묘지 뒷산에 올라가보면 정상에서 보이는 우미노코엔과
핫케이지마 시파라다이스 등의 풍경도 절경입니다.

저는 쇼묘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으면 모든 근심걱정이 사
라지고 마음이 평안해 져서 자주 찾고 있습니다.

昔、称名寺は鎌倉と強い結びつきがありました。都市がだんだんと発
展し、金沢は昭和初期に横浜市に併合されました。

金沢文庫には称名寺関係の数々の国宝や重要文化財が保存されて
おり, その一部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また, 季節と関係なく、１年を通して美しい風景を見られる所です。 境
内では、いつも素敵な風景を描いている人々に会うことができます。

称名寺の裏山に登ってみると、頂上から見える海の公園と八景島
シーパラダイス等の風景も絶景です。

私は称名寺の美しい風景を見ていると、すべての懸念や心配が消
え、癒される気持ちになりますので、よく訪れます。

일본에 온지 2년이 되었지만, 역사의 길이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역사의 길을 따라 일본의 아름다운 절과 신사를 볼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역사를 배우면서 산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절은 대부분 산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반면에 일본의 절
은 마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민이 언제든지 바라는 것을 기원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사는 한국에는 없지만 절과 같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치고산의 의식을 위해 기모노를 입고 오는 아이들의  모습
은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입니다.

日本へ来てから 約2年が過ぎましたが, 金沢に歴史の道があるとい
うのは今回初めて知りました。

歴史の道に沿って行くと、日本の美しいお寺と神社を見られるだけで
はなく, 歴史を学びながら散歩することができて、良い機会になったと
思います。

韓国のお寺は殆ど山の高い所にありますが、日本のお寺は町の中
に位置しているため、市民がいつでもお参りすることができて良いと
思います。

韓国には神社はありません。神社もお寺と同様、町の中に位置して
いるため、多くの人々が参拜しているところを見かけます。

特に, 七五三の儀式のため、着物を着て神社を訪れる子供達の姿
はとても可愛くて、一緒に写真を撮りたくなります。

金沢区内の鎌倉世界遺産候補地を巡る散策
称名寺～歴史の道～朝夷奈切通し(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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