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방법 

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아래의 검색 조건으로 결과 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명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의 명칭을 말합니다. 문자열 일부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종별 문화재 종별을 지정합니다. 종별 일람에서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소재 구시정촌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구시정촌명)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해설문 등에 나오는 인물 등 특정한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대/연대 대상 문화재가 건설·제작된 시대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구석기 시대,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고분 시대, 고대, 중세, 근세, 근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대가 명확한 것은 원칙적으로 일본 연호 및 서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별 일람 

유형문화재 

（건조물,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서적, 고문서, 

역사자료 등） 

건조물, 회화, 조각, 공예품, 필적, 서적, 고문서, 기타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일본에 있어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것들과 일체를 이루어 그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토지 

및 기타 물건을 포함한다.) 및 고고자료, 기타 학술상 가치가 높은 역사자료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공예기술,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일본에 있어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 

유형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 행사 등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 물건으로 일본 국민의 

생활 추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무형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 민속예능, 기타 무형의 민속적 소산으로 

일본 국민의 생활 추이를 이해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 

사적 패총, 고분, 도성터, 성터, 예전 저택, 기타 유적 가운데 역사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빼놓을 

수 없고, 동시에 그 유구가 비교적 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또는 옛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일본에 있어 역사상 또는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 

옛터 역사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중요한 유적으로, 현저하게 원형이 손상되어 있는 것 또는 그 

유구가 완전히 소멸된 것 및 저명한 전설지, 유서 깊은 지역 

명승 정원, 교량, 협곡, 해변, 산악, 기타 풍경과 경관이 우수한 것으로 예로부터 명소로 알려져 

있는 것 또는 예술상, 감상상 가치가 높은 것 

천연기념물 동물(생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 및 지질광물(특이한 

자연 현상이 생겨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로 일본에 있어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