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Ａ 혼마미술관 

 

 

 

 

Ｂ 사카타아이오이쿠도 미술관 

 
 

 

 

Ｃ 사카타시 시립자료관 

 

 

 

 

혼마가 4 대 영주 코오도우가 혼마가 별장으로서 

문화 10년(1813 년)건축. 

6 천평(약 2만평방미터)의 부지는, 죠카이산을 

차경으로 임천의 풍치를 더한 연못을  

중심으로 돌아볼수 있는 정원, 쯔루마이원을 끼고 

본관과 신관(쇼와 43년준공)이 있습니다. 

본관은 세이엔카쿠라고 칭하고,2층에는 동판과 

기와지붕 건물. 

타이쇼 14년에는 쇼와 천황의 숙소로도 되었습니다. 

쇼와 3년에 만들어 진 마찌야(상가집)를 미술관으로 

개조하여,미술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점포의 건물과 곳간을 매입,옛날 점포를 활용한 

사설 미술관 입니다. 

이 고장의 예술가들의 그림과 서책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사카타 시립자료관은, 고고・역사・민속 등의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 보관, 소개하는 

일을 목적으로, 쇼와 53년에 개관했습니다.  

키노와노사쿠(성채),사카타 상인의 

번영,호시(무용)전쟁,사카타 대 화재 등에 관한 

상설전시 이외,일년에 몇번 개최되는 기획전에서는, 

테마를 가지고 자료전시를 열고,사카타의 역사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Ｄ 혼마가 구본가 

 

 

 

 

Ｅ 아부미야 

 

넓은 다다미방,마루가 나열해져 있습니다.쇼와 59년에 국가사적지정을 받았습니다. 

 

 

 

Ｆ 조후쿠지(절) 

 

전면적으로 내진성이 만들어져 있고 거듭하는 지진,화재로부터 지켜져 왔습니다. 

사카타시 지정문화재.  

 

메이와 5 년(1768년) 혼마가 3대 미쯔오카가 영주 

사카이가를 위해, 막부순시(장군대신 

특파원)숙사로서,신분이 높은 사무라(부시)의 격식을 

갖춘 서원조형(헤이안시대의 귀족주책의 침전조형을 

바탕으로,근세초기에 확립을 본 무가주택)을 

건조했지만 이후 하사되어 혼마가 대대로 본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부미야는, 사카타를 대표하는 운업자로서,에도시대를 

통해 번영해, 일본해 해운에  

큰 역활을 한 모습을 지금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부미야의 번영은, 이하라사이카쿠 

「일본에이타이구라(소설의이름)」에도 소개되었을 

정도였다.저택은 돌,삼목껍질로 이은 지붕이 전형적인 

저자(상가)조형이 되어 있고,내부는 정원(토방)을 

통하여 향하고, 

 

경내의 카라몬(문)은 혼마가 3대 영주 미쯔오카가 

죽기전에 카이세이 12 년(1800)에 

기부한 것입니다.도쿄의 히가시혼간지오타니슈소뵤를 

모방. 도쿄 오우미의 전문 목수를  

불러 막대한 자금을 들여 만들게 했습니다. 

이리모야카라하부(바람에도 강한지붕 건축양식) 

구조, 기와로 된 지붕 기둥의 하부가 휘어져 있는 것이 

특징으로,요시아시무카이카라몬 

(4 다리방향의문)라고 불리는 모모야마 후기부터 

유행한 양식입니다. 



 

 

Ｇ 소마로 

 

 

 

 

Ｈ 산노쿠라부 

 

 

 

 

Ｉ 카이코지(절) 

 

 

 

 

 

에도시대부터 사카타를 대표하는「소마야」를 

원해,새로운 관광명소로서 헤이세이 12월 3월에 

열었습니다.건물은 헤이세이 11 월 국가의 등록문화재 

건조물로 지정되었습니다. 

2 층의 큰방은 연회춤장으로서, 사카타 

마이코(춤추는딸)의 춤과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에는 히나인형 

타케히사유메지(화가,시인)등의 미술품이 전시 

되어있습니다.  

 

메이지 28년 건축한 요정「산노쿠라부」가 100 년의 

시간을 지나,새로운 관광 거점으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건물은 시에서 자랑하는 전통에 

어울리는 요정으로, 각방마다의 창살.문살건구 마루 

등은 명목을 충분히 사용한 뛰어난 의장이 되고 

있습니다.관내에는 기타마에부네(배)로 붐빈 시대를 

중심으로 한 전시 지역과, 시민과 관광객이 같이 

어울려 카사후쿠 체험과 공방등,상설 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데와삼산의 유도노산 신앙을 계승, 진언종 지산파절. 

유도노산에서 수행을 한 2체의 

즉신불(쥬카이쇼인,엔묘카이쇼인)을 모시고 있어 두 

고승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Ｊ 히요리야마공원 

 

 

 

 

Ｋ 미나토시장 

 

 

 

 

Ｌ 사카타 해양센타 

 

 

 

일본해에 지는 석양이 여정을 돋구게 하는 

히요리야마는, 벛꽃의 명소이고, 매년 4 월에는 

사카타히요리야마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공원내에는 일본 최대 오래된 목조육각등 

방위석,그당시 활약 한 센고쿠부네(2분의 1로 재현된 

배)등이 있고, 항구의 풍치를 자아 내고 있습니다. 

 

「미나토시장」은「시민의 부엌」의 이념에, 본시가 

자연의 혜택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장소로서,사카타해물시장의 인접해 있는 곳에 

정비되었습니다. 생선.야채.과일. 

특산물 술 등을 취급하고 있는 점포에는 사카타시의 

풍부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카타해양센타는, 항구도시 사카타의「바다의 

박물관」으로서 친숙합니다. 

관내에는 해운・세관・항해・선박・해양개발・수산・

역사 등의 각 부문가 전시 되고, 

바다에 관한 지식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카타항을 번영시킨 센고쿠부네(배)의 모형과 오래된 

자료,배의 장롱도 있서 사카타의 역사를 알수가 

있습니다. 



 

 

Ｍ 사카타해물시장 

 

 

 

 

Ｎ 쇼나이 쌀역사 자료관 

 

 

 

 

Ｏ 산쿄소코 

  

12 동의 창고 가운데 1 동이 쇼나이 쌀역사자료관으로, 2 동은 사카타유메노구라로서 사카타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쿄소코는 메이지 26 년 영주사카이가에 의해 만들어진 

쌀창고 입니다.쌀출항으로서 활기찬 사카타의 역사를 

지금에 전하고, NHK 아침연속 TV소설「오싱」의 

로케이션 무대로도 되었습니다. 흰벽,토장으로 

9 동으로 만든 쌀창고의 수용능력은 

10,800톤(18만석). 여름의 고온방지를 위해서 뒤에는 

느티나무가로수를 배치하고, 내부의 습기방지에는 이중 

지붕으로 하는 등, 자연을 이용한 선인의 지혜가  활용 

된 저온창고로서, 현재에도 농업창고로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카타해물시장은 사카타항의 바로옆에 있고, 

일본해에서 바로 올린 신선하고 맛있는  

생선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1층의 

스가와라선어는 ,쇼나이산 생선을 중심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조리방법의 안내와, 편리하게 가져갈수 있게 

포장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드데크와 픽업테라스에서 사카타항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매력입니다. 

2 층 생선덮밥과 도비시마에서 사카타항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쇼나이 쌀역사 자료관은, 창고의 1 동을 개조해, 쌀에 

관한 자료 농구등이 보존 전시 되어 있습니다.느티나무 

가로수를 따라 늘어선 산쿄창고는 사카타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메이지 26년(1893년)에 영주 사카이가 쌀의 저장도 

통합을 목적으로 사카타 거래소의 부속 창고로 건축 한 

것입니다. 쇼나이 쌀역사 자료관은, 창고 1동을 

개조해 쌀에 관한 자료나 농기구등을 보존 전시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