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기념관

우) 100-0014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초 1-8-1

TEL. 03-3581-1651

사쿠라 우물
오 미・히 코 네 번  이 이  가 문  
가미야시키의 정문(바깥 서쪽)에 
있었던 에도(도쿄의 옛이름) 명수로 
알려진 우물로,  2016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되었습니다.

벚나무 하나미즈키
다양한 종류의 벚나무가 심어져 
있어, 3월 A~4월 하순을 중심으로 
각각 개화할 무렵에는 멋진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미즈키 도쿄 시장이었던 오자키 
유키오가 미일 친선의 증표로 보낸 
벚나무에 대한 답례로 미국에서 도착한 
하나미즈키에서 유래했습니다. 4월 
하순~5월 초순에 꽃이 만개합니다.

시계탑
입 법・행 정・사 법 의  
삼권분립을 표현하는 
삼각탑입니다.

일본수준원점
18 9 1년  5월에  설치된  
전국의 토지 표고를 정하는 
기준점으로,  2019년에 
국가중요문화재(건축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교통안내기념 스탬프

이용안내

검 색

중의원

입장료: 무료

개관시간: 9시 30분~17시(입장은 16시 30분까지)

휴관일: 매월 말일, 12월 28일~이듬해 1월 4일

중의원　　 참의원　　 국회의사당　　 이토 히로부미　　 오자키 유키오속기 체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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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 63계통 신바시역 앞~오타키바시 차고 앞 

‘곳카이기지도마에’ 하차 
도보 3분

‘나가타초’ 역 하차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일반 주차장이 없으므로 차량을 이용한 방문은 
　삼가십시오.

유라쿠초선 한조몬선

‘곳카이기지도마에’ 역 하차 
2번 출구에서 도보 9분

마루노우치선 지요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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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기념관은 1970년에 일본이 의회개설 80주년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여, 의회제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 인식을 높이고자 
설립되었으며, 1972년 3월에 개관했습니다.
　현재의 국회 앞마당(북쪽 지구)은 에도시대 초기(17세기초)에는 
가토 기요마사가 저택을 지었고, 이후 히코네번의 가미야시키
(상급 무사 특히 다이묘들의 거주지)가 되었으며, 막부 말기(18
세기 중반)에는 번주이자 당시 다이로였던 이이 나오스케가 
거주하였고, 그 후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면서 참모본부 육군성이 
세워졌습니다. 1952년에 이 토지는 중의원의 소관이 되었고, 
1960년에는 헌정 공로자인 오자키 유키오를 기념하여 오자키 
유키오 기념 재단에 의해 오자키 기념 회관이 건립되어 중의원에 
기증되었습니다.
　헌정기념관 부지를 포함한 국회 앞마당(북쪽 지구)에 새로운 
국 립 공 문 서 관 과  헌 정 기 념 관  복 합  시 설 을  짓 게  되 면 서  
헌정기념관은 2022년 봄에 대체 시설로 이전하여, 계속해서 국회 
조직과 운영 등을 자료와 영상을 통해 알기 쉽게 소개하고 헌정의 
역사 및 헌정 공로자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상시 전시 및 
기획 전시하고 있습니다.

헌정기념관에 대하여

국회와 선거제도에 대하여 체험형 

퀴즈를 통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국 회 의 사 당  중 앙  홀 의  이 미 지 를  

재현한 공간에서는 의회정치 확립에 

공로를 한 이토 히로부미 등 3명의 

정치인 동상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헌정 플라자

전시 프롤로그로서 연표 패널 및 
중의원에 대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관람 기념사진 촬영용 
패널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람객용 공간

의장 체험 코너

중의원 의원 당선 25선 의원으로 
60 년  7 개 월 간  재 직 하 여  
중 의 원 에 서  헌 정  공 로 자 로  
표창받고, 명예의원 칭호를 받은 
오 자 키  유 키 오 의  발 자 취 를  
그리며 유품, 저술, 서적,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자키 메모리얼홀

메이지 유신부터 제국 의회를 거쳐 현재의 국회에 이르기까지 헌정의 
역사에 대한 문서류를 비롯하여 관련 자료 및 사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정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의 기획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헌정사 시어터에서는 의회 사상이 이입된 막부 말기 이후의 헌정사에 
관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헌정의 역사 코너

● 대일본제국헌법(관보호외)

● 다나카 쇼조의 아시오 광산 

　광독에 대한 질문서

● 이치뇨안수상록 우가키 가즈시게

● 제국헌법개정안(복제) 등

본 회의장을 3/4의 스케일로 
재현한 코너. 내각총리대신이 
연설하는 영상을 의석에 앉아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단이나 
의석에서 자유롭게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속기 부호 기재란

회의실 회의실 회의실

접수

2층 입구 연락통로

1층 입구

의장 체험 코너

오자키 메모리얼홀

헌정 플라자

헌정의 역사 코너

관람객용 공간

주요 전시 자료

아래의 속기 부호는 무슨 
뜻일까요? (답은 뒷면에)

속기석에 앉아서 속기 

부호(중의원식)를 

체험해봅시다.

전시실
2층

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