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관광국(JNTO) 오사카 관광안내

오사카는 인구 약 8,830,000명(2009.8.1현재) 및 1,893k㎡의 면적으로, 16세기 상업도시로 아주
유명한 곳이다. 또한 많은 국제행사의 주최지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간사이 국제공항의 개통과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교통망으로 오사카에 방문하는 것은 보다 더 간편해지고 있다. 따라서
오사카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변화하였다.

오사카 & 우메다(북쪽)

① 신 우메다시티
공중정원 : 공중정원은 오사카 북부지역의 랜
드마크로 불리는 곳이며 오사카시내를 넘어 아
와지섬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가장 인기 있
는 다키미코지는 오사카의 옛 모습을 복원해
놓은 곳으로 마치 1920년으로 거슬로 올라간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TEL: (06)6440-3855
운영 시간: 10:00~22:30(매월 변경, 마감 30
분 전까지 입장)
입장료: 700엔
② 햅파이브/햅나비오
매우 유명한 햅파이브 관람차는 오사카 시내중
심에 위치하여 오사카 시내의 빌딩숲과 오사카
항구, 이코마산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내부에
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많은 상점들이 마련되
어 있다. 햅나비오에는 고급 의류 매장과 영화,
레스토랑 층이 구분되어 있다.
햅파이브: 11:00~21:00
레스토랑, 게임센터: 11:00~23:00
햅나비오: 10:00~20:00
지하쇼핑센터 (기타노치카마치)
➂ 화이티우메다 : 터미널역 근처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은 화이티 우메다는 대형 지하쇼핑
센터로 상점과 레스토랑, 각종 유희시설과도
바로 연결되는 곳이다.
운영시간: 10:00~21:00
(레스토랑: 10:00~22:00)

④ 한큐 3번가 : 한큐 3번가는 오사카에서 가
장 큰 쇼핑센터 중 하나이다. 지상과 지하로 2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브랜드샵과 다양
한 상점,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
어져 있다.
운영 시간: 10:00~21:00
레스토랑 오픈: 10:00~23:00(레스토랑 운영에
따라 변동)
⑤ 디아몰 오사카 : 태양 빛이 가득 한 디아몰
오사카 거리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쇼핑상점
뿐 아니라 브랜드 상점도 마련되어 있다. JR오
사카역에서 기타신치역까지 천천히 걸으며 쇼
핑을 즐길 수 있다.
운영 시간: 10:00~21:00
레스토랑 오픈: 10:00~22:00
⑥ 도지마 지하 쇼핑센터 : 도시마는 항상 니
시우메다 쪽에서 온 비즈니스맨들로 붐비는 곳
이다. 서점, 레스토랑 등이 많다.
운영 시간: 10:00~18:00(토요일)
(월-금: ~20:00)
일요일, 공휴일 휴무(레스토랑에 따라 변동)
⑦ 차야마치 : 차야마치는 고층 복합건물로 우
메다 예술극장이 있다. 근처에는 우메다 로프
트 백화점 등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상점
이 많다.
⑧ 쓰유노텐 신사, 오하쓰텐진 : 프리마켓은 매
월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에 열린다.
오픈: 8:00~15:00(변동 가능)

난바 & 신사이바시(남쪽)

도톤보리 : 오사카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화
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각종 샵, 식당 등이
눈에 띈다.
크리스타 나가호리 : 레스토랑과 각종 상점으
로 이루어진 지하공간으로 요쓰바시역에서 나
가호리바시를 잇고 있다(신사바시역 통과).
운영 시간: 11:00~22:00
휴무: 12.31-1.1

아메리카무라 : 많은 미국 수입 매장을 갖춘
곳으로 의류상점이 많고 프리마켓 등이 이루어
지며 미국풍 벽화와 자유의 여신상을 보기 위
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신사바시스지 : 이 곳은 오래된 많은 상점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다이마루, 파르코 등 현
대적 쇼핑센터 사이의 대조를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오사카 쇼치쿠자 극장 : 쇼치쿠자 극장은 1997
년에 재건되었다. 오사카의 가부키가 부흥한
곳으로 유명하다. 가부키 공연은 매년 몇 개월
간 진행된다.
호젠지 요코쵸 : 호젠지 요코쵸는 70여 개의
상점이 늘어서 있는 일본의 옛 모습을 간직하
고 있는 도톤보리로 가는 길목이다(호젠지 신
사가 위치하고 있다).
국립 분라쿠 극장 : TEL: (06)6212-2531
매달 새로운 공연이 시작되며 전통 인형극이
공연된다.
센니치마에 : 각양각색의 일본전통 풍자극이
이루어지던 곳으로, 극장, 상점이 집중되어 있
는 곳 이다.

구로몬 시장 : 생선, 과일, 채소 등 다양한 식
품을 판매하는 580m 길이의 시장으로 다이쇼
시대(1912-1926) 중반부터 열리기 시작하여
오사카 부엌이라고 불렸다(일부는 일요일 휴
무).
센니치마에 도구야스지 :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도구나 장비를 판매하
는 수많은 상점이 있는 좁은 거리이다. 음식점
을 운영하는 오너는 자신의 가게의 메뉴를 장
식하기 위한 프라모델을 구입하러 오는 일이
많다.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음식 프라모델은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다.
덴덴 타운 : 전기용품을 판매하는 전문 쇼핑지
역이다. 약 300점포 정도가 있으며 일부 상점
에서는 물건 구입 시 여권을 제시하면 텍스 요
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카메라, 시
계 등을 판매하는 매장도 있다.

미나미모리마치& 나카노시마 지역

오사카 덴만구 신사 : 949년 학문의 신이라 불
리우는 스가와라미치자네를 기념하기 위해 세
워졌다. 오사카에서 가장 큰 축제인 덴진마쓰
리는 7월24일, 25일에 개최된다. 미나미모리마
치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7분 소요, JR오사카
텐만구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소요
나카노시마 공원 : 이 공원은 오사카에서 가장
오래 된 공원이다. 유럽풍 정원으로 꾸며진 곳
으로 두 개의 강이 마주하고 있다.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 : 요쓰바시선 히고바시
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이 곳은 일본
의 현대 미술 및 외국 컬렉션을 볼 수 있는 곳
이다. 본래 1977년에 엑스포 70주년 기념공원
으로서 지어진 박물관이 나카노시마의 현재 위
치로 이전되며 새로운 형태로 컬렉션을 확장하
기 위해 재건 되었다.
운영 시간: 10:00~17:00(입장 16:30까지)
휴무: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
음 날), 12.28-1.4
입장료: 420엔

오사카 동양도예미술관 : 요쓰바시역 1번 출구
또는 기타하마역 1-26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도예로 유명한 아타카 컬렉션의 기부로 1982
년 설립된 미술관이다. 이 곳은 청자를 포함하
여 한국과 일본에 걸친 광범위한 컬렉션을 보
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관람객들을 위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며 꼭
들러야 하는 명소 중 한 곳이다.
운영 시간: 9:30~17:00(입장 16:30까지)
휴무: 월요일, 신정
입장료: 550엔

덴노지

시텐노지 : 쇼토쿠 태자에 의해 설립된 일본에
서 가장 오래된 관사이다. 프리마켓은 매달 21
일, 22일 9:00~16:00에 열린다. 덴노지역에서
도보 15분 소요, 유히가오카역에서 도보 5분
소요
운영 시간: 8:30~16:30
(입장은 마감 20분 전까지)
정원 오픈: 9:00~21:00(20:30까지 입장)
입장료: 300엔
쓰텐가쿠 : 맨 윗층 전망대에서는 오사카의 시
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신세카이 지역의 랜
드마크로 알려져 있다.
운영 시간: 9:00~21:00(입장은 20:30까지)
입장료: 600엔
오사카 시립미술관 : 일본작품과 중국작품 그
리고 회화, 조각, 장식 등 8,000여 개의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그 대부분이 국보 또는
주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운영 시간: 9:30~17:00(입장 16:30까지)
휴무: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
음 날), 신정
입장료: 300엔
스파월드 : 방문객들은 온천, 수영장, 스포츠,
뷰티살롱 등의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운영 시간: 24시간 운영
입장료: 평일 2,400엔(3시간)
2,700엔(종일권)
주말/휴일: 2,700엔(3시간)
3,000엔(종일권)
1,000엔(23:00~5:00)

덴노지 동물원 : 덴노지 공원 동물원에는 코알
라와 팬더를 포함한 300여 종의 동물들이 있
다.
운영 시간: 9:30~17:00,
~18:00(토/일/3월, 9월의 공휴일)
(1시간 전 까지 입장)
휴무: 월요일, 12.29-1.1
입장료: 500엔
게이타쿠엔 : 물과 녹색을 조화롭게 해서 만든
대규모 경관 정원으로 덴노지 공원 안에 위치
하고 있다.
휴무: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
음 날), 신정
운영 시간: 9:30~17:00(입장 16:30까지)
입장료: 150엔

우에혼마치 쓰루하시 : 쓰루하시는 한국과 역
사적으로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 코리안타운
또는 국제마켓이라고 불린다. 곳곳에서 한국어
로 쓰여진 의류상점, 음식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구시카쓰, 오코노미야키, 다코야키, 초밥
을 즐길 수 있을뿐 아니라 한국 음식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음식점들의 분위기
를 즐길 수 있는 매우 활발한 분위기의 장소이
다. 매일 매일 축제 분위기가 나는 곳이다. 우
에혼마치는 우에혼마치다이치의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세시마와 나라로 향하는
전철역이 있다.

오사카성

조폐국 : 정원의 일부가 벛꽃 시즌에 개방되어
많은 사람들이 벚꽃길을 산책하며 꽃구경을 즐
긴다(일본에서는 도리누케라고 불리운다).

휴무: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
음 날), 매달 말일, 12.28-1.4
입장료: 250엔

조폐 박물관 : TEL: (06)6351-8509
운영 시간: 9:00~16:45(입장 16:00까지)
휴무: 토/일/공휴일

오사카 역사박물관 : 박물관 10층에 위치한 곳
이다. 나니와노미야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이다. 박물관은 방문객들이 여러 관점에서
오사카의 1500년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
록 전시되어 있다. 방문객은 건물의 각 층에서
오사카의 역사와 다른 시대의 모습을 경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대산업과 함께 번영한
오사카의 모습이나 경제중심지라고 불리우는
현대의 나니즈의 모습 등이 있다.
운영 시간: 9:00~17:00(~20:00 금요일)
휴무: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
음 날), 12.28-1.4
입장료: 600엔

오사카성 : 오사카성 공원의 중심에 서있는 오
사카성은 오사카의 상업적 도시로서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천수각 내부에는
오사카 여름의 전투 병풍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의 삶,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을 디오
라마 형식으로 전시하고 있다. 또한 천수각에
서는 오사카시내의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다.
야구라(성 위의 또 다른 작은 탑)와 거대한 돌
담은 도쿠가와 시대 때부터 남아있던 것으로,
웅장하고 긴 시간 동안 남아있던 만큼 그 외관
에서 경외감이 느껴진다.
운영 시간: 9:00~17:00(입장 16:30까지)
휴무: 12.28-1.1
입장료: 600엔
피스 오사카 (오사카 정보센터)
TEL: (06)6947-7208
전쟁의 슬픔과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보여주고
가르치는 시설이다. 평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
적인 다양성의 공존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음성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운영 시간: 9:30~17:00(입장 16:30까지)

OBP(오사카 비즈니스 공원) : OBP에는 오피스
빌딩, 호텔, 콘서트 홀 등이 있다. 오사카성
홀은 스포츠 경기나 각종 이벤트, 현대 발레와
유명한 가수들의 공연 장소가 되기도 했다. 가
장 좋은 것은 오카와 강을 따라 벚꽃길을 걸을
수 있는 것과 OAP(오사카 생활편의시설 공원)
주변에서 브랜드샵이나 호텔, 조폐국 등을 찾
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베이 에리어

오사카 항 & 덴포잔
오사카 아쿠아리움 가이유칸 : 관광객들이 가
장 즐겨 찾는 명소는 고래상어관과 선피쉬(개
복치) 수족관이다.
운영 시간: 10:00~20:00(입장 19:00까지)
휴무: 매월 변동
오사카역에서 도보 5분 소요
입장료: 2,000엔

타워는 높이 256m로 무역, 정보 및 기타 비즈
니스 시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 서일본
최고 높이의 타워이다. 또한 55층에는 전망대
가 마련되어 있다.
운영 시간: 13:00~22:00(평일)
11:00~22:00(토/일/공휴일)
입장 21:30까지
입장료: 800엔

산토리 뮤지엄 : 아트 갤러리, 아이맥스 영화
관, 박물관 그리고 각종 상점과 음식점을 포함
한 복합문화 공간이다.
갤러리 운영 시간: 10:30~19:30
(입장 19:00까지)
아이맥스 영화관: 11:00~20:00
휴무: 월요일, 12.31

아시아 태평양 트레이드 센터(ATC) : 국제도매
시장. 비즈니스 상담 제공

덴포잔 마켓 플레이스 : 다양한 상점과 음식점
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다. 근처에는 덴포잔
대관람차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아카시 해협대
교, 동쪽으로는 이코마산의 경관을 즐길 수 있
다. 또한 남쪽으로는 간사이 국제공항, 북쪽으
로는 롯코산이 있다. 위 모든 시설은 덴포잔
하버 빌리지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 지역 & 난코(남항) 지역
월드 트레이드 센터(WTC-코스모타워) : 코스모

ATC타운 아울렛 MARE : ATC의 서쪽에 위치하
고 있으며 일본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다른 나
라에서 만들어진 많은 상품들이 ITM 월드에
전시되어 있다. 건물의 4~6층에는 의류 및 기
타 용품을 판매하는 70여 개 이상의 매장이
있다.
운영 시간: 11:00~20:00
인텍스 오사카 : 매달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일본 최대 무역 박람회 센터 중 하나이다(코스
모 스퀘어에 위치).
오사카 해양박물관(나니와노우미노지쿠칸) : 이
곳은 해상 교통의 중요지로서 개발되어 온 도
시 오사카의 해상교류 역사를 보며 세계의 해

양교류와 바다, 선박 그리고 항구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박물관이다.
운영 시간: 10:00~17:00
휴무: 월요일
입장료: 600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USJ) : 헐리우드 영화
를 테마로 조성한 대규모 영화 테마파크이다.
헐리우드와 플로리다에서 이미 큰 인기를 얻은
미국은 오사카에 최초로 공원을 설립했다. 유
니버셜 스튜디어 재팬은 9개의 놀이시설과 총
18개의 관광 명소를 갖추고 있어 즐거운 시간
을 보낼 수 있다.
TEL: (06)6465-3000
오픈, 마감 시간은 매일 변동 가능. 사전에 시
간 확인 후 방문 바람
입장료: 5,800엔(종일권)

유니버셜 시티워크 오사카 : 본 쇼핑몰은 놀이
시설, 고급음식점, 독특한 가게 등의 복합문화
공간이다.
교세라 돔 오사카 : 야구 경기와 콘서트를 위
한 다중목적으로 세워진 경기장이다. 다양한
상점, 관광명소, 호프, 그리고 게임센터 등이
있다. 외관이 꼭 UFO의 모습과 닮아있다. 돔
투어 45분 소요
예약 문의: (06)6586-0106
오픈, 마감 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

미노 콰시 국립공원 & 오사카 만박기념공원(70 Commemoration park)

미노 콰시 국립공원
미노공원 : 미노공원은 인상 깊은 폭포로 유명
한 곳이다. 가장 가까운 역은 한큐미노선 미노
역이다.
미노온천 : 미노 관광호텔이 인접하고 있는 미
노온천마을의(미노온천 수영장 포함) 염류를
포함하고 있는 용천수에는 중탄산나트륨, 염제,
붕산 등의 성분이 있다.
오사카 만박기념공원
일본정원과 자연문화원 :
운영 시간: 9:30~17:00(입장 16:30까지)
휴무: 수요일(1, 7, 8, 9, 12월 적용),
12.28-1.1, 공휴일)
입장료: 250엔
박물관 :
운영 시간: 10:00~17:00(입장 16:30까지)
국립민족학박물관 :
휴무: 수요일(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
음 날), 12.28-1.1
입장료: 250엔
오사카 일본 민예관 :
휴무: 수요일(5.3 제외)
입장료: 700엔
오사카 부립국제아동문학관 :
운영 시간: 9:30~17:00
휴무: 수요일(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12.28-1.4, 매달 말일

간사이 국제공항 주변

린쿠타운 : JR/난카이 린쿠타운역의 우체국, 현
금지급기 코너, 상점, 음식점 등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 마블비치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소
요된다.
린쿠 프리미엄 아울렛 : 간사이 지방에서 가장
큰 아울렛 중 하나이다.
운영 시간: 10:00~20:00(8월 제외),
10:00~21:00(8월)
음식점 운영 시간: 9:30~21:30
휴무: 2월 셋째 주 목요일
린쿠타운역에서 도보 6분
이즈미사노
이즈미사노 아오조라 시장 : 100m 길이의 대
규모 수산시장이다. 해산물을 절반가격 이하에
구입할 수 있다.
운영 시간: 10:00~18:00
휴무: 수요일
난카이 이즈미사노역에서 택시로 7분, 도보로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
기시와다
기시와다성 : 번개로 인한 화재로 인해 내성이
소실된 후 재건되었지만, 이 성이 본래의 기시
와다성이라고 한다. 정원은 독특한 바위 정원

으로 만들어져 있다.
운영 시간: 10:00~17:00(입장 16:00까지)
휴무: 월요일(공휴일 제외, 4.1-4.15),
12.30-1.4
다코지조역에서 도보 5분, 난카이본선 기시와
다역에서 도보 15분 소요
입장료: 300엔
기시와다 단지리 홀 : 단지리 축제에 대한 전
시관, 영화, 컴퓨터, 서적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운영 시간: 10:00~17:00
휴무: 월요일, 12.30-1.4
난카이본선 기시와다역에서 도보 10분 소요,
다코지조역에서 도보 7분 정도 소요된다.
입장료: 600엔
오사카 주유 패스 : 오사카 주유 패스는 오사
카시 인근 지역의 전철과 버스의 무제한 이용
뿐 아니라 하룻동안 20곳 이상의 관광 시설의
무료 입장도 가능하다. 또한 다른 13곳의 관광
시설과 40곳의 레스토랑과 상점에서도 할인
받을 수 있다. 오사카 주유 패스를 이용해 여
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자세한 정보는 관광
안내소에 문의).
http://www.osaka-info.jp/osp/kr/

여행 정보 문의
오사카 방문정보센터 신오사카점
오사카부 오사카시 요도가와구 니시나카
지마 5-16-1 JR신오사카역 3층
TEL: (06)6305-3311
9:00~18:00(휴무 12.31-1.3)
오사카 방문정보센터 우메다점
오사카부 오사카시 기타구 우메다 3-12 미도스지 게이트 JR오사카역 미도스지
출구
TEL: (06)6345-2189
8:00~20:00(휴무 12.31-1.3)
오사카 방문정보센터 덴노지점
오사카부 오사카시 덴노지구 히데닌초
10-45 JR덴노지역 빌딩 1층
TEL: (06)6774-3077
9:00~18:00(휴무 12.31-1.3)
오사카 방문정보센터 난바
오사카부 오사카시 주오구 난바 5-1-60
난카이 터미널 빌딩 1층
TEL: (06)6631-9100
9:00~20:00(휴무 12.31-1.3)

일본 관광정보센터
오사카부 오사카시 니시쿠 우쓰보혼마치
1-19-16
TEL: (06)6305-3311
9:00~18:00
간사이 관광정보센터
TEL: (072)456-6025
8:20~20:30(4월-10월)
9:00~21:00(11월-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