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사야마노 에에몬

오사카사야마시에 오시면 꼭 한번 방문해야 하는 "에에토코"
풍요로운 자연에
감동 !

이 지역을 상징하는 사야마이케 연

"사야마노 에에몬"이란 오사카사야마 시내

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에에토코

오랜 역사와 풍부한 자연을 자랑
하는 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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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토마토 전문 농가
모모타로 토마토

산지 직송 신선한
사야마 채소

오사카사야마
골드

스페셜티 커피

40년간 사랑받아
온 커피

자가 로스팅 커피

전국의 토마토 애호가들에게
유명한 일품 토마토

몸에도 좋고 가격도 싼 현지산
야채

오노 포도 주스를 사용한 프리
미엄 식빵

최고 품질의 원두를 주문 접수
후에 로스팅

개업 후 40년 동안 변함 없는
부드러운 맛

신선도가 뛰어난 피베리 원두
를 자가 로스팅

【토마토 농원】
오사카사야마시 니시야마다이
6-1-1

오노 포도

MAP E-7

적합한 땅으로, 100년 이상 전부터 포도 재배가 이루

수지입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도 그 이

한 품종의 '오노 포도'는 매우 달고 알갱이가 큰 것이

쿠라 시대에는 조겐, 에도 시대에는 가타기리

MAP C-10

【Pain Cake Gelato Pasta
포도의 언덕】
오사카사야마시 오노다이4-2-2
MAP D-13

【UCC 블루마운틴】
오사카사야마시 한다 1-35-1
이온 곤고점 1F

【로스팅 향방 시마노】
오사카사야마시 구미노키
4-238-1
MAP D-9

엄선 야채 & 빵

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확하는 델라웨어 등 다양

름이 등장합니다. 나라 시대에는 교키, 가마

【미칫코】
오사카사야마시 이마쿠마
3-750

MAP C-10

오사카사야마시 남부의 오노 구릉지는 포도 재배에

연못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댐 방식의 저

오사카사야마

check

1

오사카사야마시가
자랑하는 명품 포도

약 1,400년 전 아스카 시대에 축조된 인공

둘러보고 가세요

7

사야마노 에에몬
특설 사이트

에서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
에에몬('좋은 것'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좋은 곳'이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사야마이케 연못

6

오사카사야마시에서 먹고 싶고 사고 싶은 "에에몬"

못을 비롯해 사계절의 아름다운 자

잠깐 오셔서

5

【자가 로스팅 공방 카페
little island】
오사카사야마시 사야마2-944-1

MAP F-8

MAP F-7

티타임에 딱 좋아요

특징입니다. 품평회에서 여러 번 상도 받았습니다. 제

가쓰모토 등 역사에 이름을 남긴 큰 인물들이

철인 7월부터 9월까지 지역 도로변에 직판장이 늘어

중심이 돼 당시의 최신 기술을 구사해 개수했

8

9

10

14

15

16

DEAI THE
BAKERY의 식빵

사야린 구운 도넛

사야마 버거

사야마
포도 케이크

사야마에서 자란
제철 과일의 타르트

도키야마 롤

엄선 소재를 사용한 엄선 식빵

오노 포도맛 등 총 11종류의 도넛

【식빵 전문점
DEAI THE BAKERY】
오사카사야마시 한다3-1667-3

【Pain Cake Gelato Pasta
포도의 언덕】
오사카사야마시 오노다이4-2-2

사야마이케 축제 등의 행사 때
만 판매되는 스페셜 버거

델라웨어 건포도와 호두의 파
운드 케이크

제철 과일을 사용해 소재 본연
의 맛을 살린 타르트

도기야마 도리 거리변에 있는
가게의 명물 케이크

서 있는 풍경은 여름 풍물시로 인기가 높습니다.

습니다. 연못 근처와 주변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아낌없는 노력으로 1,400년 동안
보존돼 온 사야마이케 연못은 2015년에 국

포도 농가가 만드는 가공품도 인기

가의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시즌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도 즐기자

봄
사야마이케 연못 모양으로 만든
"사야마이케 댐 카레"

오노 포도 잼

2

겨울

디저트 감각으로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잼

여름

3

데즈카야마가쿠인 대학이
개발한 오리지널 레시피에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추가
한 "사야마이케 댐 카레"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4

오노 포도 주스

●제공점: FLOUR(플라워)
사야마이케점
오사카사야마시 한다
6-1092-1

오사카사야마시 관광 지도

오노 포도 100%의 진한 고품격
주스
【나카무라 오리지널 포도원】
가와치나가노시 오야마다초5385

오노 포도 와인
가벼운 바디감과 상쾌한 맛의 와
인

MAP E-7

MAP E-9

【㈜메이와 식품】
사카이시 기타구 노토초9-9

MAP D-13

【Pâtisserie Petite-Pêche】
오사카사야마시 곤고2-13-23
MAP G-7

【SHUNJIRO】
오사카사야마시 오노다이
4-3-9 세토하이츠 1F

【데세르카주】
오사카사야마시 니시야마다이
3-13-8

MAP D-13

MAP D-11

MAP E-15

오사카사야마시 오시는 길

공원에서 즐기는 휴식의 시간
사야마이케 공원

교토부
효고현
오사카부

오사카사야마시

벚꽃 명소에도 주목
사야마이케 연못의 벚꽃 MAP

MAP D-6

사야마이케 연못 주변을 2002년에 공원으로

약 1,300그루의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 사야
마이케 연못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

되는 산책길이 조성돼 워킹이나 조깅을 즐기

을 하러 모입니다. 조생종 고시노히간 벚나무

기 위해 연못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가 많아 3월 하순부터 개화하기 때문에, 오사

들새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손수 만

카부에서 가장 먼저 꽃구경을 할 수 있습니

든 버터플라이 가든에서는 계절의 꽃과 40여

다. 사야마이케 박물관 주변에는 4월 중순에

종의 나비를 볼 수 있는 등 풍요로운 자연을

피는 겹벚나무 종류도 있어 오랫동안 꽃구경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라현
와카야마현

철도(오사카사야마시역까지)
◆우메다(오사카)역에서 약 35분(오사카 메트로 미도스지선~난카이 고야선)
◆난카이 난바역에서 약 25분(난카이 고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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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고등어 봉초밥

정통 인도 카레

사누키 우동 잇테쓰의
테이크아웃 우동

오사카사야마 스에
무라야키 도자기

사야마이케노
세세라기

카본체어

쓰야하쿠

살이 두텁고 살살 녹는 듯한 식
감의 고등어 봉초밥

야채 본연의 단맛을 느끼게 하는
카레와 탄두르 가마에서 구운 난

주인이 정성껏 면을 뽑아서 만
드는 수제 사누키 우동

오사카사야마의 흙으로 빚어 벚
꽃이나 소나무 재로 만든 유약
을 입혀 구운 도자기

사야마이케 연못 1400년의 로
망을 담은 돌과 물의 오브제

가볍고 튼튼한 탄소섬유를 사
용한 세계 최초의 카본체어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한 품질관
리로 만든 순수 일본산 칫솔(인

【에나코산】
오사카사야마시 이와무로2-117

【㈜리브】
오사카사야마시 니시야마다이
2-5-13

30

31

스피드 샌드
(접이식 흙부대 스탠드)

오사카사야마
사쿠라조메

"흙부대"를 혼자서 만들 수 있
는 간이식 전용 홀더

오사카사야마의 벚꽃을 삶아서
만든 벚꽃 100%의 염료

E-7

정비했습니다. 한 바퀴 돌면 2.85km를 걷게

후쿠이케 오아시스 공원

17

난카이 전철 선로변

MAP D-6

MAP E-5

후쿠이케(제2사야마이케)는 사야마이케 연못을

난카이 고야선 사야마역에서 오사카사야마시역

보완할 목적으로 1931년에 축조된 저수지로 저

사이 약 1.5km에 걸쳐 이어지는 선로변 둑의

수량은 30만㎥, 연못 면적은 5ha에 달합니다.

벚나무 가로수에 벚꽃이 만개해 열차 승객과 주

이 공원은 연못 주변에 남아있는 야산 환경을 살

민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하리마야】
오사카사야마시 한다1-224178-1F

【lndian dining 하스노하나】
오사카사야마시 오노다이1-1-1
MAP D-11

MAP F-9

【잇테쓰】
오사카사야마시 구미노키
3-245-1
MAP D-9

【덴시가마】
오사카사야마시 구미노키6-789-2
MAP E-11

MAP B-6

터넷 판매 등)

【㈜ P&A】
오사카사야마시 한다2-314-1

MAP D-11

뛰어난 솜씨를 자랑하는 가게의 일품

【후지카와 산업㈜】
오사카사야마시 이케노하라
3-559-1

【사쿠라조메 염색 공방】
오사카사야마시 이마쿠마 1-540-3
(오사카사야마시 상공회)

MAP D-8

MAP D-8

세련된 상품 엣 세트라

려 다양한 생물이 모이는 물가의 자연이 재생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자연을

오사카사야마시 마스코트 캐릭터 "사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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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칸

마루나리 폰즈

소고기 장조림

수제!
글러브 가죽 상품

곤고 유리

아이조메(쪽염)

사야린 센베이

사야린 상품

오랜 전통의 양조장에서 만드는
오사카사야마의 오리지널 토속주

엄선한 천연 소재로 만드는 최
고급 폰즈

A5 등급 고기만 사용한 엄선
일품

야구 글러브를 만들고 남은 가
죽을 사용한 오리지널 상품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개성적
인 핸드메이드 유리

디자인에서부터 형지 제작, 염
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사
람 손으로 이루어지는 쪽염

"사야린"을 찍은 수제 구이 달걀
센베이

오사카사야마시 마스코트 캐릭
터 "사야린" 상품

꼭 드셔 보세요!

가까이서 접하면서 친해지고, 즐겁게 쉴 수 있습
니다.

사야마이케 연못의 용신 전설과 벚꽃을 모티브로 하여 탄생한
마스코트 . 오사카사야마시의 번영을 위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
사야린의 프로필 , 상품 , 사진
http://www.mydoo.net/sayarin/

시민을 위한 만남의 마을

사야린 Facebook
https://www.facebook.com/sayarin.osakasayama/
사야린이 최신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

니시야마 묘지공원

MAP G-3

MAP B-13

타이완다람쥐와 어울릴 수 있는 다람쥐원과 대

오사카사야마시의 공영 묘지공원 중 가장 큰 넓

형 놀이기구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

이를 가진 니시야마 묘지공원에는 아마노 가도

습니다. 텐트 숙박은 물론 바비큐 등의 당일치기

를 따라 도키야마 산 경사면에 많은 벚나무가 심

캠핑도 체험하면서 자연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어져 있어 벚꽃 명소로 유명합니다.

※캠핑장 이용은 당일치기든 숙박이든 모두 예

발행: 오사카사야마시 시민생활부 산업진흥·매력창출 그룹

약제.

【고메자 야마무라㈜야마무라 상점】
오사카사야마시 히가시이케지
리3-2538-2

〒589-8501 오사카사야마시 사야마 1-2384-1
TEL 072-366-0011
URL http://www.city.osakasayama.osaka.jp/

MAP F-5

역사

오사카사야마 토픽

오사카사야마시 지역에 펼쳐져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물과 녹음의 공간"을 네트
워크로 연결해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시 전체의 매력·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는 '물과 녹음의 네트워크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워지는 오사카사야마시

사야마 신사

오랜 옛날의 정취
를 느끼자 !

오랜 옛날부터 여러 개의 가도가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지역인 만큼 이곳
에는 특별한 역사적 명소가 많습니다. 오
실 때마다 새로운 발견을 하시게 됩니다.

사야마이케 공원과 후쿠이
케 오아시스 공원을 포함한
심벌 구역으로서 이용자의
휴식과 여가활동을 알차게
만드는 다양한 시책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가시요케가와 강
히
주변 구역
인기 명소 '시민을 위한 만
남의 마을'로 이어지는 구
역입니다. 시민을 위한 만
남의 마을에는 대형 놀이기
구와 캠프장 등이 정비돼
있습니다.

호조 씨족과 오사카사야마시의 관계

 시요케가와 강
니
주변 구역

미쓰야가와 강과
아마노 가도 주변 구역
미쓰야가와 강의 녹음길과 아마
노 가도, 사야마 뉴타운 지구 내
의 공원, 오노 지구의 포도밭 등
물과 녹음의 다양한 매력을 즐
길 수 있습니다.

니시요케가와 강변을 산책할
수 있으며 , 5~6 월에는 반딧
불이를 감상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 곤고역이나 다키
다니역까지 걸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

MAP D-4

후린지 절

MAP F-9

"엔기시키" 진묘초에도 기록돼 있는 신사입니다.

나카코야 가도 옆에 위치한 융통염불종 사원입

'고즈텐노샤'라고도 불리며 아마테라스오미카미

니다. 국정중요문화재인 '견본저색 석가여래 및

와 스사노오노미코토를 모시고 있습니다. 신사

네 명의 보살상'을 비롯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

동쪽에는 신사 숲이 우거진 미야야마 산이, 신사

습니다. 옛부터 순산 액막이 절로 두터운 신앙을

앞 도로를 사이에 둔 서쪽에는 도리이(신사 문)

모으고 있습니다.

가 있습니다.

MAP E-8

【아이조메 모리모토 공방(판매점 시공간 "구리야")】
오사카사야마시 사야마3-2433-2
MAP F-6

【오사카사야마시 상공회】
오사카사야마시 이마쿠마
1-540-3

MAP C-10

MAP D-8

봄

오사카사야마시에서 참가해

이벤트

보고 싶은 계절의 이벤트

산토 신사

MAP B-10

구멍 지장보살

못 북쪽 제방에서 벚꽃 라이트업이 실시됩니
다. 겨울에는 그 벚나무들이 일루미네이션으

어떤 이벤트든
대성황 !

지역 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는 계절의 이벤트가 다수
개최됩니다. 타이밍이 맞으면 꼭 참
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야마이케 축제

로 장식됩니다.

겨울

MAP E-6

호온지 절

의 약 1,4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MAP E-6

아마노 가도의 동쪽에 있는 신사로 이자나기노

오사카사야마시 최남단에 있는 지장당입니다. 당

미코토, 이자나미노미코토, 스사노오노미코토를

내 지장보살에는 '오른쪽은 아마노 길', '왼쪽은

모시고 있습니다. 일찍이 기슈 구마노로 가는 사

요쓰쿠노키 길', '북쪽은 사카이'라는 글이 새겨져

람들이 많이 참배했기 때문에 1907년에 합사되

있습니다. 이정표 역할도 겸하고 있었던 것입니

기 전에는 '이마쿠마 구마노 신사'라고 불렸습니

다. 눈, 귀, 코 등 몸에 나 있는 구멍과 관련된 질

다.

병에 영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을

단지리 축제

MAP F-6

우시타키 지장존

MAP D-9

1601년에 건립된 정토종 사원으로 나카코야 가

니시코야 가도와 미쓰야가와 강이 교차하는 곳

도와 시모코야 가도가 합류하는 장소에 자리잡

에 서 있는 지장당입니다. 당내에 있는 지장보살

고 있습니다. 사야마번 호조 씨족의 위패를 모시

은 1867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참배하면 피부병

고 있는 절이며, 에도 막부 말기에는 덴추구미

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존왕양이파 무장집단)가 주둔했던 절로도 유명
합니다.

개최 시기: 10월 둘째 주 토요일/일요일
개최 장소: 오사카사야마 시내 각지

프레시
아침시장

가을

연중
MAP D-9

계절에 따른 신선한 현지 쌀과 야채, 과

산업 축제

MAP C-6

지역 농산물과 과일 판매, 지역 생산품 및 공산품의 전

오사카부립 사야마이케 박물관 내에 병설돼 있으며, 오사카사야마

시·판매, 무대 행사 등이 열리는 축제입니다.

시에 남아 있는 귀중한 문화재와 생활도구 등의 전시를 통해 시의

개최 시기: 11월 중순
개최 장소: 오사카사야마 시립 야구장

역사와 문화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 외에 특별전도

[봄]
개최 시기: 3월 하순~4월 상순(벚꽃 개화 시
기에 따라 다름)
개최 시간: 일몰 때부터 점등
[겨울]
개최 시기: 12월경
개최 시기: 일몰 때부터 점등

개최 시기: 4월 하순 또는 5월 상순
개최 장소: 사야마이케 공원, 사야카 공원, 사야
마이케 박물관

MAP C-15

MAP E-6

케 연못 제방의 단면이 바로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사야마이케 연못

MAP E-6

봄에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사야마이케 연

2일 동안 오곡풍양을 기원하는 축제입니
다. 2일째는 시내 각 지역을 시내 단지리
(축제용 수레)가 주민들의 환성 속에서 퍼
레이드를 펼칩니다.

의 토목유산을 미래에 전수하는 곳입니다. 건물로 들어서면 사야마이

벚꽃 축제

노래와 춤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역사·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칫코】
오사카사야마시 이마쿠마
3-750

벤트입니다. 간이점포와 포장마차가 늘어서고,

오사카사야마시에서는 호조 씨족과 인연이 있는 지자체와 힘을 모아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조 5대 관광 추진 협의회'에서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관광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립 향토 자료관

MAP G-7

【Art studio 유메코보 한조】
오사카사야마시 한다4-1486

사야마이케 연못 주변에서 열리는 시내 최대 이

주목！

오사카부립 사야마이케 박물관

【미쿠니 스포츠】
오사카사야마시 곤고2-13-29

봄

MAP F-6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 씨가 설계한 박물관으로 치수관개 분야

2020년 3월 책정

MAP E-12

MAP F-9

전국시대 오다와라 성을 본거지로 간토 지방 일대를 지배했던 센고쿠
다이묘(큰 세력을 지닌 지방영주)가 호조 씨족입니다. '호조 5대'라 불
리는 역대 당주 5명 중 제4대 우지마사의 동생 우지노리는 오다와라 전투 뒤 가와치 사야마 지역에 땅에 하사받았고,
그의 아들 우지모리가 사야마번 호조 씨족의 초대 번주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2대 번주 우지노부가 사야마이케 연
못 부근에 관청을 세운 이래 가와치·오미에서 1만 석을 배령하는 다이묘(지방영주)로서 메이지 유신 때까지 12대에
걸쳐 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현재 사야마번 관청의 번주 저택 터에 '사야마번 관청 터 기념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호조 5 대 관광 추진 협의회

【가이세키 요리 가가】
오사카사야마시 이케지리나카
1-29-28

오사카사야마시의 주요 역사 명소

역사를 알면 관광이 더 즐

다
알면 더 잘 보인
 야마이케 연못
사
주변 구역

【마루나리】
오사카사야마시 오노다이
1-31-31

일, 꽃, 농산물 가공품 등이 빽빽이 가게
앞에 진열돼 있습니다.
개최 일시: 매주 일요일 오전 8시~오후
12시
개최 장소: JA 오사카 미나미사야마
니시 지점(오사카사야마시 구미노키
3-249)

연중

노 연극·교겐
가면 만들기 체험

MAP E-8

노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가면과 축제
가면 등을 제작하는 공방에서 세상에서 유일한 나만의 가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최 장소: 유소 공방. 오사카사야마시 구미노키 1-1415
예약·문의: 090-1677-2283(노무라를 찾아 주십시오)
개최 요일: 화, 수, 목, 금요일
요금: 1회 3시간 800엔(재료비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