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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의무실 / 미아 / 수유실

●ＡＥＤ설치 (자동제세동기)
·서비스 센타(개구쟁이 왕국)
·어린이 미술관
·북쪽 출입구(개구쟁이 왕국)
·커뮤니티 센타(메르헨의 언덕)
·서쪽게이트(꽃으로 만든성)
●다쳤다때＜구호실＞
·서비스 센타(개구쟁이 왕국)
·커뮤니티 센타(메르헨의 언덕)

●미아가 발생했을때
·서비스 센타 (개구쟁이 왕국)
·커뮤니티 센타(메르헨의 언덕) 
●수유실
·서비스 센타 (개구쟁이 왕국)
·동화관(메르헨의 언덕)
·어린이 미술관
·꽃으로 만든 성 휴게소
●유모차 / 휠체어
·북쪽 출입구(개구쟁이 왕국)
·남쪽 출입구(메르헨의 언덕)
·서쪽게이트(꽃으로 만든 성)
※유모차 대여는 100엔

한국어

공익재단 법인 후나바시시 공원협회
274-0054  후나바시시 카네호리쵸525  

GPS 원내 지도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잔디광장



개구쟁이 왕국

메르헨의 언덕

어린이 미술관

자연체험 할 수 있는 곳

꽃으로 만든 성

매점·식당·선물

어린이 운동기구 무지개 연못 동물 체험 광장

풍차 동화관 태양의 연못

어린이 미술관 입구 안데르센 스튜디오 이벤트 풍경

논 마을의 풍경 수림지

꽃으로 만든 성 휴게소 심장의 토피 도마뱀 네트

개구쟁이 왕국의 북서부에 기존의 수림지와 습지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마을산의 물가는 넓이 약 2헥타르. 
습지식물이 우거진 물가와 그 밑에 논의 주변이 산책로로 
되어 있어 사계절 마을산의 자연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안데르센 공원 안내

●공원 종류   종합공원
●개설 면적　383,569.22㎡·2022년 8월현재
●관리 운영   공익재단 법인 후나바시시 공원협회
안데르센 공원은 개구쟁이 왕국, 메르헨의 언덕, 어린이 미술관, 
자연체험, 꽃으로 만든 성의 5개의 장소가 만난 종합 공원입니다. 
잡목림과 자연의 변화를 느낄수 있는 공원은 사계절 꽃이 피어 있으며, 
푸른 쉼터로 폭넓은 연령층의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데르센」의 명칭은 후나바시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덴마크 
오덴세시 출신의 동화 작가에 유래합니다.

개원시간
9:30am～4:00pm
※4월 8일~10월31일 토요일·일요일·휴일 
　3월 20일~4월7일,6월15일,7월20일~8월31일은9:30am～5:00pm

휴원일
월요일 (휴일,봄·여름·겨울방학 기간은 개원)
※그 외의 원내 정비등으로 임시 휴원될 수도 있으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 대형버스(소형버스도 포함)는 예약 필수

입장료

원내 시설 이용 요금등
·조랑말 승마····1회·100엔　10:30am～11:45am　　                                                        
　　　　　　　　　　　　　　　　　 1:30pm～3:30pm
※여름방학 기간중에는 시간 변경 있습니다.

·2,3,4인용 자전거····1회  2인용 자전거 200엔
　　　　　　　　　　　　  3,4인용 자전거 300엔
·미니퍼터 골프·····9홀 300엔
·미니카········1회100엔
·미니 철도·······1회100엔
·보트·········1회30분·300엔
·코인 로커·······1회100엔（작은 사이즈）
　　(위치：북쪽·남쪽 출입구, 서비스 센타, 어린이 미술관)
　　　　　　　　　　　　 1회200엔（큰 사이즈）
 　　　　　　　　　　　　(위치：북쪽·남쪽 출입구)

·유모차········1대1회·100엔

안데르센 동화를 이미지한 미술 작품과 놀이기구가 

배치되어 있는 곳.  

어린 아이들이 창의적인 환상의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일본 유수의 규모를 자랑하는 야외 운동장을 비롯해 

잔디광장, 조랑말 승마, 작은 동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광장등,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니 퍼터 골프와 2,3,4인용 자전거 ,미니철도, 개구쟁이 

공나라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동화 작가H.C.안데르센이 활약했던 1800년대의 

덴마크 시골 풍경을 재현. 풍차와 농가, 동화관등의 건물은 

오덴세시의 퓐 야외 박물관에 보존 전시한것을 모방한 

구조로 안데르센이 남긴 메모나 동화작품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플레이트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등 오덴세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비된 곳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발상으로 만드는 재미와 기쁨을 
동화의 등장인물이 되어 연기하는 감동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작가와 아이들이 함께 제작체험을 하는 워크숍, 
스탭들과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 내는 이벤트, 밭에서 
씨뿌리기부터 시작해 재배 수확한 목화로 직물 만들기등 
신나는 체험형 미술관입니다.

·푸드숍 (개구쟁이 왕국 이벤트 돔 옆)
카레,라면,김밥,야키소바등의 메뉴 외에도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레스토랑 메르헨(메르헨의 언덕 농가옆)
공원에서 유일한 레스토랑으로 안데르센 런치
와 야외 바베큐, 덴마크 맥주도 즐길 수 
있습니다.
·보트 하우스(메르헨의 언덕 태양의 연못)
덴마크 핫도그와 데니쉬가 추천메뉴. 데니쉬는덴마크에서 
수입한 빵을 가게에서 굽고 있습니다.
·기념품 가게(메르헨의 언덕, 커뮤니케이션센타 안)
덴마크에서 직수입 한 모빌, 덴마크 기념품, 안데르센 동화, 
공원 한정 기념품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토폰테(개구쟁이 왕국 북문 옆)/목장의 아이스크림  
(개구쟁이 왕국, 태양의 다리 근처)
·개구쟁이 가게 (개구쟁이 왕국, 무지개 연못 앞)
과자, 음료수,문구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페 힐 데모어 (꽃의 성 존 서쪽 게이트 옆)

봄~가을（3/16～11/30）
겨울（12/1～ 3/15）

승용차 대형버스

500엔 2000엔

300엔 1000엔

 어린이 (4살이상)
 초등학생·중학생

 고등학생(학생증 제시)

 일반

요금（1회）
100엔

200엔

600엔

900엔

R4.8

레스토랑 메르헨

푸드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