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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미노오시�행정사과

오사카에서 30분�거리에�있다고는�생각할�수�없을만큼�풍부한 
자연을�가깝게�느낄�수�있는�여유로운�장소�미노오.
미 노 오 강（ 川 ）의   흐 르 는 � 물 소 리 를 � 들 으 면 서 ,  생 명 력 � 넘 치 는  
단풍나무와�삼나무가�울창한�폭포길을�걸으면, 자연스럽게�떠오르는 
만면의�미소가.

「일본폭포백선」「일본백경」에도�뽑힌�낙차33m의�명폭포. 
온몸을� 전율시키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같은� 폭포의 
흐름에�시간이�흐르는�것도�잊고�쳐다보게�된다.

「엔노교자」가�수행중에�용의�신을�만났던�장소로�여겨져, 
폭포가� 흘러� 내려가는� 입구에는� 용혈이� 존재한다. 오다 
노부나가와�마츠오�바시오우도�보러왔던�대폭포의�주변은 
마이너스�이온을�담아�모으는�절구모양의�지형으로�절호 
의파워스폿. 여름은�피서장소로서도�대인기.
밤에는�라이트업�되어�환상적인�대폭포를�만날�수�있다.

폭포길에서는 1983년쯤까지�관 
광마차가� 다녔다. 옛� 수행지 
주변의� 경사진� 언덕은, 꽉� 찬 
손님을�태우고�마부에게�채찍을 
맞아� 발굽에서� 불꽃을� 튀기며 
올라갔다고도� 한다. 말이� 물을 
마시던�장소의�흔적을�지금도�볼 
수�있다.

箕面大滝
（미노오�대폭포）

8만평� 경내가� 압권인� 가츠오지는� 벚꽃, 
진달래, 수국, 단풍의� 명소.6대째� 절의� 주 
지스님이� 세이와천황의� 병의� 완쾌를� 기 
원하여�병을�고친�것으로부터「왕에게�이긴 
절」로서「가츠오지（勝王寺）」의� 사호를� 내 
렸지만, 절은� 송구히� 여겨「가츠오지（勝尾
寺）」라는� 이름으로� 불러� 이때부터「승운

（勝運）의�절」로서�믿음을�쌓고있다.
넓은� 경내에는� 승운을� 성취한� 다루마가 
많이� 봉납되어� 있다. 서국 33곳의 23번 
경배소
0072-721-7010　●미노오역에서�택시�또는 
센리추오역에서�한큐버스를�이용

勝尾寺（가츠오지） 

옛날, 당에서�온�관리가�미노오대폭포의�평 
판을�듣고�이�큰바위까지�찾아왔지만�바위 
의�크기와�산길의�험난함에�두려움을�느껴 
되돌아갔다라는�전설이�있다.큰�바위를�두 
손으로� 살짝� 만지면� 액운이� 소멸되어 
한꺼번에�좋은�기운이�솟아오를것�같다.

 唐人戻岩
（토우진모도리이와）

노구치히데요는 1915년에� 미국에서� 귀국하여� 어머니인� 시카와 
함께� 미노오를� 방문. 폭포길에� 있던� 요정「코또노� 이에」에서� 열린 
환영회에서는�늙으신�어머니를�보살피는�모습이�모두의�눈시울을 
적시게�했다고�한다. 감명을�받은「코또노�이에」의�관계자가�자신의 
재산을� 투자해, 미노오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정재를 
받아,「코또노� 이에」가� 내려다보이는� 장소에� 동상을� 세웠다. 
폭포길로부터�이어진�계단을�올라가�노구치히데요를�만나러�가자!

野口英世像（노구치히데요동상）

도쿄의�타카오, 교토의�키부네와�함께
「곤충의 3대보고」로� 불리울� 정도로 

자연이� 풍부한� 미노오. 테즈카오사무 
도� 미노오까지� 곤충채집을� 하러� 왔 
다고�한다. 곤충에�관한�정보나�미노오 
삼림에�생식하고�있는�곤충을�소개. 1
년내내� 나비가� 날아다니는� 방접원에 
서는�몸에�나비가�날아와�앉을�수도!
0072-721-7967

 箕面公園昆虫館
（미노오공원�곤충관） 

「엔노교자」에�의해�세워진, 일본에서�최초로�다이니치여래의�화신인 
다이쇼우칸기텐이� 출현했다는� 절. 복의� 신「다이코쿠텐」이� 모셔져 
있기도� 해서、 연중� 많은� 사람이� 참배한다. 경내의� 벚꽃과� 동백꽃이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할� 뿐� 만아니라、 여러� 종류의� 단풍들이 
어우러져, 신록의�시기부터�단풍시기까지�아름다운�광경이�펼쳐진다. 
10월에�개최되는�벌레공양이나�텐구마츠리도�유명. 연애성취의�부적

「케소우후미」에도�주목.
0072-721-3190

미노오공원�입구에�있는「이치노하시」는�거듭되는 
홍수로�몇번이나�다시�만들어졌다.예전�이치노하시 
의 4개의�교각�중 3개가�원내에서�기념물로!  뒤에는 
확실하게「이치노하시」「一の橋」의�문자가!  3개�전 
부�찾아보자!

「케소우후미」는� 에도시대 
부터, 사서� 장식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여겨지는�연애성취부적. 사 
이코우지에서는� 지금도� 이 
케소우후미를� 살� 수� 있습 
니다.

聖天宮 西江寺（쇼우텐구치�사이코우지）

650년쯤에「엔노교자」가  「미노오지」를� 건립한� 것이  
시초로�원래는�미노오�대폭포의�용소�곁에�있었다. 그 
후�고다이고천황의�칙액을�받아�류우안지（瀧安寺）라 
개칭되었다. 본� 존의� 변재천은  일본최초이자� 가장 
오래되었다고�전해지 
고있다. 
산 악 신 앙 수 험 도 의 
근본도장으로�알려져 
전국각지에서�수행자 
가�모인다.
0072-721-3003

瀧安寺（류우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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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길을
달리던�관광마차

18.400년�이전에�시작된「토미쿠지」는�놀랍게도 
일본� 복권의� 원조! 맞으면� 받는「다이후쿠고슈」
는�건강기원, 집안안정, 사업번성에�크게�효험이 
있다고들� 한다. 매년 10월10일에� 옛날� 방식을 
따라�개최되고�있으므로�꼭�방문해�보자.

4~10월말까지, 맑은�물가에서�여유로 
운� 연회를� 만끽할� 수� 있는� 미노오카 
와유까. 지금은�미노오시의�풍물시로 
정착된� 카와유까에도� 역사가� 있다. 
메이지시대부터� 쇼와초기에� 걸쳐, 미 
노오강� 주변에� 밀려나오듯이� 휴게소 
나� 찻집이� 생겨� 많은� 사람들로� 붐볐 
다. 그러나, 거듭되는�홍수로�떠내려가 
자취를�감춰버렸다. 재건을�바라는�많 
은�의견이�모여져,또한�법규제도�완화 
되어 2010년에�지금의�모습으로�재건.

箕面川床（미노오카와유까）

※「미노오카와유까」의�옛풍경

내자신을
이긴다!！

옛날�안내표식이�살짝
 얼굴을�내밀고

있어요.

단풍이�우거진�숲으로
덮힌�그야말로

「히토메센본」의�절경

「츠리가네후치」는
한�옛날�폭포수가
떨어지는�곳이
있었다고�한다.

나까센본은
아는�사람은�다�아는
단풍의�명소.

자장이�느껴지는�갈릴것같은�거대한�바위「히메이와」의�사이를빠져나가면�임신의�축복을받는다고�한다.

찾았다! 
굉장한�역사를
가지고�있네!

부디
연애성취를!

懸想文（케소우후미）

폭포길에 흩어져있는
이치노하시의 교각

여유로운
한�때를
즐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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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오의�현관인・역앞에�있 
는� 안내소에서는� 이� 지역을 
잘�알고�있는�직원이�본인에 
게� 맞는� 볼거리나� 잘알려져 
있지� 않은� 추천장소� 등을 
가르쳐줍니다.여행에� 나서 
기전에�들러보자!

유주루�맨홀을 
대기화면으로�하면 
좋은�일이�있대!

원숭이에게 먹이주는 것 금지

노상 흡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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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물을�마시던�장소의�흔적

복권�발상지

자연의�상태로�돌려보내고
있으므로�원숭이를�보더라도�먹을
것을�주지마세요.

폭포길이나�미노오공원, 
미노오역앞�로타리는�금연�담배를
내려놓고�맑은�공기를�마시자!

원숭이에게�먹이를
주지마세요

벌금�만엔 미노오시

지도

터벅
터벅

멋진 미노오 안내

영험한�돌

역에서�걸어서 40분

※예전의「이치노하시」

※폭포길을�달리고�있었던「관광마차」

복권은
류우안지에서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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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우텐구우
사이코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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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토메센본

다이니치�주차장

츠리가네후치

나까센본

수행의�옛터

히메이와

시구레

이치노하시

유주루�맨홀

관광안내소

미노오�교통· 관광안내소
I n f o r m a t i o n

모미지�족탕（足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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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오산장
카제노모리

카와유까오토와산장�우메야시키

미노오카와유까�이소요시

오오에도�온센�모노가타리
미노오�관광호텔

미노오�온천
스파가든

미
노
오 

오
토
와
산
장

메
이
지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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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제1주차장
시영�자전거�주차장

관광에�편리한 ‘대여�자전거’와
북카페도�새롭게�오픈!

시영�제2주차장
공사�중인�관계로�다음�기간에는
사용할�수�없습니다.
●전면�폐쇄　
　2016년 4월 1일~6월 30일
　단, 골든위크�때에는�일부�개방
●1층�부분만�개방
　2016년 7월 1일~9월 30일(예정)



00570-041266　
●온센마치 1-1　●미노오역에서�도보 3분

칸사이에서도� 손꼽을� 만한� 수질을� 자랑하는� 미노오온천. 
숙박자가� 이용할� 수있는� 최상층의� 대욕장·노천탕「텐쿠 
우유야」에서�아침은�오사카평야, 밤은�야경을�내려다보며 
여유로운�한때를�즐겨보시길. 당일치기�온천의�미노오온천 
스파가든에서는�암반욕도�즐길�수�있다.

오오에도온센�모노가타리
미노오�관광호텔
미노오온천�스파가든

산책만으로는�아깝다!
따끈따끈한�온천에�몸을�담궈�일상의�피로를�풀지�않으시겠습니까?
 숙박과�요리가�어울린�행복한�한�때를�만끽합시다.

최상층의 「대욕장·노천탕�텐쿠우유야」에서�아침은
오사카�평야, 밤은�야경을한눈에�볼�수�있다.

오오에도�아카후지�대욕장

원적외선�효과가�있는�광석을�사용한�대욕장「코모레비노유」

「코요후로」는�인공탄산칼슘온천. 뼛�속부터�따뜻해짐을 

로비에서는�환하게�빛나는�오사카의
거리를�조망할�수�있다

제철�식재를�듬뿍�사용한�요리에�뱃속도
마음도�대만족!

전용노천탕은�개인적인�공간으로�느긋하게 
조망을�만끽할�수�있다

테라스에서도�대파노라마가

당일치기�입욕가능식사를�이용하면�입욕가능 숙박을�하면�입욕가능

무료로�이용할�수�있다.

천연온천�유주루족탕산책메모

미노오� 대폭포로� 이 

어지는�폭포길선상에 

있으며, 누구라도� 무 

료로�이용가능하다. 

폭포길을�산책하고�피 

로해진� 다리를� 풀어 

주자

탄산수소염천
신경쇠약, 만성부인과질환, 만성류마티스, 
신경통이외의�피로회복, 미용효과온천수

데이터

수질
효능

0072-722-2191　
●미노오 2-14-71 ●미노오역에서부터�무료셔틀버스로 10분

자연�속의�힐링�숙박시설. 오사카평야를�한�눈에�볼 
수� 있는� 멋진� 조망은� 필경! . 탄산칼슘온천에서� 심 
신을� 따뜻하게� 한� 후에는� 제철의� 식재를� 사용한 
요리를� 탐미. 드라이브� 도중에는� 병설� 된� 카페도 
들러보세요.

미노오산장 카제노모리

인공탄산칼슘온천
냉증, 습진, 가벼운�동상, 타박상, 피로회복, 
어깨결림, 허리통증등온천수

데이터

수질
효능

0072-721-3005　
●미노오공원1-3　●미노오역에서�도보 8분

메이지노모리� 미노오국정공원의� 입구에� 있는 
정서가� 넘쳐흐르는� 일본식저택은� 사계절� 제 
각기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 숙박이나� 점심 
식사를�하는�사람은�온천과�암반욕�이용이�가 
능. 폭포길이�바라보이는�족탕에서는�미노오맥 
주도�맛�볼�수있다

메이지노모리
미노오오또와�산장

인공탄산칼슘온천
냉증, 습진, 가벼운�동상, 타박상, 
피로회복, 어깨결림, 허리통증등온천수

데이터

수질
효능

관광안내소에� 병설된� 미노오구내 역에�있는�족탕. 따뜻한�물에�발을 담궈� 쉬면서� 주변탐방� 계획을� 세 우거나 ,폭포길� 산책을� 하고� 돌 아오는�길에  지친다리를�쉬게�하고 싶을때… 입장요금의� 일부는� 단 풍보존에�사용되고�있습니다.
0072-723-1885　
●미노오1-2  ●미노오역� 개찰구를 나와�바로  ●150엔（수건포함）

온천숙소에서
행복한 한때

맛있는 것
귀여운 것

찾았다

미노오의� 캐릭터·타키노미찌유주루 
와� 모� 미지-누가� 디자인� 된, 미노오 
팬들은�정말�가지고�싶은  아이템.
매년� 디자인· 색상을  새롭게� 선� 보 
이므로 ,선물이나� 기념품으로서도� 안 
성맞춤!

폭포길 따라
있는 가게에서

살 수 있다

단풍이� 한창인 11월� 중순~12
월초순에� 정성들여� 키워진「이치 
교우지카에데」의� 단풍잎을� 한장 
한장�손으로�직접�주워서�수확

수확�후�정성들여�물에�씻은�후�바로�소 
금에�절인다. 떫은�맛을�빼고�보존하기위 
해� 소금에 1년이상을� 절여놓는다. 그� 후 
흐르는�물이나�물에�담궈�소금기를�뺀다

한장당 20분이란�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튀긴다. 
튀김옷은� 밀가루, 물, 설 
탕, 깨로� 심플하지만, 각 
각의�분량은�가게마다�전 
수되는�비밀. 튀긴�후에는 
여분의� 튀김기름을� 완전 
히�빼는�것이�모미지텐뿌 
라의�맛있는�비결.

전통명과「모미지덴뿌라」가 만들어지기까지
빠삭하고�고소하며�조금은�달콤한�맛이�어딘가�정겨운�튀김�과자

남녀노소를�불문하고�즐길�수�있고�선물로도�안성맞춤

수확 소금절임·소금기 빼기1 2

튀긴다3 완성4

먹으러 다니며

자기 입에 맞는

맛을 찾아보자

어디에�가면�원숭이를
볼�수�있을까?
미노오원숭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있는� 야생동물로, 사 
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유롭게�산중을�다니기때 
문에�항상�볼�수�있는�것은�아 
닙니다.

미노오산에�생식하는
일본원숭이에게�먹이를
주는것은 市의�조례위반입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먹을 것을 보이지 않는다!
●가까이 가지 않는다!
　는 것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여러분의�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산책메모

지친�다리를�쉬게하자!

다이쇼우시대의�낭만이�넘치는�공 
간에서는�냇물의�소리와�나무들의 
속삭임을�들으면서�도회지에는�없 
는�풍치를�느낄�수�있다

원숭이에게�먹이를
주지마세요

벌금�만엔

원숭이에게�먹이를
주지마세요

벌금�만엔 미노오시

미노오�맥주

아름다운� 미노오의� 단풍을� 마음에 
담아구워낸� 그릇. 도자기를� 좋아 
하는�사람은�물론, 소중한�사람에게 
보내는�선물로서도�안성맞춤.

미노오야키

미쇼 유자를 사용한 이것저것

미쇼�유자에�포함되어�있는, 기미�나 
잡티없는�깨끗한�피부에�빠질 
수없는�성분�헤 
스페리딘을�배 
합한�클렌징과 
로션의�촉촉한 
보습�스킨케어 

「미쇼�유자」를�사용하여�산지인 
토도로미에서�정성을�담아�하나하나 
직접�손으로�만들고�있습니다.

미노오시의�북부·토도로미에서�맑은�공기와�물을�기본�으로�접붙이기를�하지않고�씨에서부터 
시간과�정성을�들�여�소중하게�키워�온�미노오�미쇼�유자. 알이�굵고�향기�좋은, 요정에서도 
사용될�정도의�귀한�일품. 그런�유자를�사용한�상품은�소중한�분께�선물로써도�안성맞춤.

미노오�수건

프레미엄�유자마말레이드

희소한�미쇼�유자과즙을�사용하여 
마치�향수처럼�유자향이�나고 
과일맛이�나며�향긋한�리큐어. 
한정적으로�생산되는�고급�미쇼 
유자술로�최고의�행복을.

유즈코로리 미쇼�유자 de
「비하다＆에이징」세트

미노오산
세계 1위를
꿀꺽꿀꺽

타키노미찌유주루상품도

눈 여겨 볼 만하다.
본 적없는
빨강색.

선물로도
추천!

「유 라 기 스 타 일」이나
「미노오산장� 카제노모 

리」 에서�판매

세계� 맥주콘테스트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 제조하고� 있는� 모든 
맥주가�맥아100％, 무여과, 비가열로�미노오시내에서�손으로�직접 
만들고�있다.풍부한�향기와�깊은�맛이�자꾸�마시고�싶어진다!

北千里（키타센리）
石橋（이시바시）

（갈아타기）

　淡路
（아와지）

南方（미나미카타）

なんば（난바）
四ツ橋（요츠바） 心斎橋（신사이바시）

本町（혼마치）

　西中島南方
（니시나카지마 미나미카타 ）

天神橋筋六丁目（텐신바시스지 로쿠쵸우메）

南森町（미나미 모리마치）
東梅田

（히가시 우메다）
東梅田

（히가시 우메다）西梅田（니시우메다）

千里中央（센리츄오）

新大阪（신오사카）
江坂（에사카）

阪急箕面線（한큐미노오센）

阪急宝塚線　
（한큐다카라츠카선）

   御堂筋線
（미도오스지센）

阪急電車
（한큐전철）

大阪市営
地下鉄

（오사카시영 지하철）

十三（주소）

豊中（도요나카）

宝塚（다카라츠카）

伊丹（이타미）

今津（이마츠）

塚口（츠카구치）
   西宮北口
（니시미야 키타구치）

夙川（슈쿠가와）

甲陽園（코우요우엔）

梅田（우메다）
神戸三宮

（고베산노미야）

河原町
（카와하라마치）

嵐山（아라시야마） 桂
︵
카
츠
라
︶

箕面（미노오）

지하철 우메다역·히가시우메다역·니시우메다 
역에서 한큐전차의 우메다역방향으로는 개찰 
구를 나와 갈아타세요.

　北大阪急行
（키타오사카급행）

우메다역에서 불과 30분미노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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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오
모미지족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