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O'70 파빌리온 [H-8]
일본 만국 박람회의 기념관으로 만국 박람회 당시 세워졌던 철강관을
활용하여 2010년 3월에 오픈하였습니다. 박람회 개최 전 계획
단계부터 개회식, 박람회 기간 중의 행사와 박람회장 안의 모습,
그리고 박람회가 끝난 후 공원 정비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실물 자료와
모형 전시, 영상, 사진 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관 시간】10시~17시. 입장은 16시 30분까지
【입장 요금】성인(고등학생 이상) 210엔, 중학생 이하 무료
※ 자연 문화원 입장료는 별도입니다.
※ 특별전 개최 시에는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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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르딕 워킹 공인 코스
국립 민족학 박물관 [E-5]
오사카 일본 민예관 [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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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가이드

⓯ 두근두근 못의 모험 광장 [C-6]
⓰ 수국의 숲 [C-3]

현대 미술의 숲 [F-7]

Autumn

자연 문화원

⓭ 물레방아 찻집의 물레방아 [E-8]
⓮ 자연 관찰 학습관 [C-8]

Summer

❸ 단풍의 강 잔디 광장 [D-7]
❹ 소라도・전망 타워 [B-7]

Spring

❶ 태양의 탑 [G-8]
❷ 찻잎을 따는‘차쓰미 마을’[E-8]

만국박람회 기념공원

국제 노르딕 워킹 공인 코스
국제 노르딕 워킹 연맹(INWA)과 NPO법인 일본 노르딕 피트니스 협회
(JNFA)가 공인하는 코스로서 2012년 3월 아시아 최초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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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민족학 박물관 [E-5]

일본 정원 기본 정보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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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학 박물관 연구원이 전 세계에서 수집한 민족 자료를 오세아니아,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9개 지역으로 나누고 오세아니아를
출발하여 마지막에 일본의 전시 코너로 들어가는, 동쪽 방향으로
돌면서 세계를 일주하는 전시 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품을
만지고 북을 두드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세계의 민족학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시설입니다.

1월 2일~12월 27일 AM9:30~PM5:00 (입장은 30분 전까지)
매주 수요일 (국경일인 경우는 다음 날 휴원)

휴원일

※ 4월 1일~5월 초순, 10월 1일~11월 30일까지는 무휴
성인 260엔, 초ㆍ중학생 80엔

요금

※ 일본 정원 입장료와 공통

홈페이지 https://www.expo70-park.jp/languages/korean/

오사카 일본 민예관 [G-5]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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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당시 일본 민예관으로 출전했던 파빌리온입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 당시의 민예품을 보존 전시할 뿐만 아니라 일본 각지의 민예품과
민예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전시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일본정원
센리추오
야마다
호타루가 이케

자연문화원

오사카공항

EXPO'70
파빌리온

만국박람회 기념공원
신오사카
미나미 이바라키
히가시우메다

오사카

다이니치

우메다

요도야바시
간사이공항

가도마시

난바

오사카 모노레일
한큐

지하철 다니마치스지
게이한

지하철 미도스지
난카이
JR 신칸센

레스토랑 파크 카페 [E-6]

한큐‘미나미 이바라키’역‘야마다’역‘호타루가 이케’역, 기타오사카 급행
‘센리추오’역, 오사카 시영 지하철‘다이니치’역, 게이한‘가도마시’역에서
오실 때에는 오사카 모노레일이 편리합니다.
■오사카 국제공항에서 오실 경우

오사카 공항

만국박람회 기념공원

오사카 모노레일

8

8

9

9

10

10

17분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오실 경우

간사이 공항
난바

난카이

난바 39분〜

오사카 시영 지하철 미도스지선・기타오사카 급행

센리추오

오사카 모노레일

센리추오 29분

만국박람회 기념공원

5분

■신칸센으로 오실 경우

신칸센‘신오사카’

오사카 시영 지하철 미도스지선・기타오사카 급행

센리추오

오사카 모노레일

만국박람회 기념공원

센리추오 13분

5분

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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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문화원에 있는 대지의 못가에는 유리창 너머로 아름다운 꽃밭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세련된 레스토랑‘파크 카페(Park
Café)’가 있습니다. 튤립 화원에서 열리는 이벤트에 맞추어 기간 한정
특별 메뉴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의 주요 지점에는 산책 도중에 휴식과 가벼운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매점도 있어 레스토랑과 매점을 이용하면서 하루를 느긋하게
공원에서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꽃이 가득한 봄

꽃의 언덕 (아이슬란드 포피) [A-7] ❺
초봄이 되면 오렌지와 화이트, 옐로
등 고운 빛깔의 시베리아꽃 개양귀비,
연푸른 네모필라 꽃이 2만여
제곱미터나 되는 꽃의 언덕을 온통
물들입니다. 상쾌한 창공 아래서
형형색색의 꽃들에 둘러싸여 기분
전환을 해 보십시오.

(3월~5월)
태양의 탑 [G-8] ❶
자연 문화원은 1970년 아시아 최초의‘일본 만국 박람회’
의 성공을 기념하여 그
부지를‘녹음에 둘러싸인 문화 공원’
으로 정비하였습니다(면적 약 99헥타르).
박람회 당시 출전한 116개의 파빌리온 중 자연 문화원에는 112개의
파빌리온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박람회 당시 테마관으로 전시되었던
오카모토 다로의 작품 <태양의 탑>은 지금도 공원의 랜드마크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 태양의 탑
높이 70m, 기저부 직경 20m, 한쪽 팔 길이 25m. 탑에는 3개의 얼굴(탑 정상
부분은 미래를 표현한‘황금의 얼굴’, 정면은 현재를 나타내는‘태양의 얼굴’,
뒷면은 과거를 상징하는‘검은 태양’)이 각기 다른 표정을 하고 있고, 탑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주변 공원로에서 올려다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히가시오지 거리 [H-7] ⓫
헤이안쿄의 거리 이름에서 명명되었습니다. 히가시오지 거리에는 왕벚나무
벚꽃이 500여 그루 심어져 있고 매년 벚꽃의 개화에 맞추어‘벚꽃 축제’가
개최됩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500여 그루의 벚꽃이 라이트업 되어 장대한
밤의 벚꽃을 동시에 즐길 수 있고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거리 공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 연주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됩니다.

벚꽃의 흐름
[D-4] ❽
박람회 당시에는 토요광장의 못과
물맴이 못(현존하는 못) 사이에
‘기타노 세세라기(북쪽의 시냇물
소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만국 박람회가 끝난 후 양쪽에는
버드나무와 수국을 심고, 동쪽에는
왕벚나무와 산벚나무를 배치하여
벚꽃의 흐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꽃을
감상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튤립 화원
[E-6] ❾
완만하게 경사진 숲 속의 광장이,
봄에는 25여 품종 10만 그루의
화사한 튤립으로 온통 뒤덮입니다.
또한 여름에는 20여 품종 1만
그루의 해바라기가 여름의 태양을
받아 활기 차게 피어납니다.

고요한 겨울 (12월~2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가집 <만요슈
( 万葉集 )>에 나오는 초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만요슈 중에서도 많이
읊어지는‘싸리’와 17종류의 초목에
대해 노래한 시가를 표지판에
소개하고 있어 시가를 읊으며 당시
(서기 700년 경)의 가인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만요 마을에서는 4
월 중순부터 하순에 걸쳐 꽃잔디가
화사하게 피어납니다.

매화나무 숲 [F-8]
만국 박람회 기념 공원에는 자연 문화원과 일본 정원에 매화나무
숲이 있습니다. 자연 문화원의 매화나무 숲은 5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128품종 600여 그루의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또한
다른 매화 숲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진귀한 품종을 감상하실 수
있고 매화나무 숲 속에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가 있다고 해서
경사스러운 매화나무 숲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물새 못 [C-4]
1월부터 2월에 걸쳐 공원 안에 있는 물새 못, 물맴이 못, 단풍의 강
하류에는 청둥오리, 원앙과 같은 겨울 철새들이 날아옵니다.
자연 관찰 학습관에서 쌍안경을 빌려 공원 산책을 하면서‘조류
관찰’을 즐길 수 있는 것도 겨울에만 즐길 수 혜택입니다.

차쓰미 마을이 위치한 이 지역은 마을
동산이 있는 농촌 풍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름도 가까워지는 88일 밤...
"이라는 동요가 있는데, 입춘으로부터 88일
째에 해당하는 5월 초순에는 차 밭에서
입장객이 손으로 찻잎을 따는 이벤트가
실시됩니다. 이 곳에 심어진 차나무는
‘야부키타’
로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야부키타는
청량감이 풍부하고 불필요한 향이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차로서 예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루피너스 가든 [H-8] ⓬
5월 중ㆍ하순이 되면 세계의 숲
일각에 3400여 그루의 루피너스
꽃이 만발합니다. 루피너스는 일명
‘오르는 등나무’
라고도 하는데
등나무 꽃을 닮아 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칫 지나치기 쉬운
꽃의 명소입니다. 개화 시기에는
꼭 방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니시오지 거리 [C-6] ❼
박람회 당시 서쪽 출구(지금도 같은 장소)와 물맴이 못(현존하는 못)
사이에 설치되었던‘엑스포 대로’를 박람회가 끝난 후 니시오지 거리로
정비하였습니다. 이 니시오지 거리는 노면에 돌을 깔고 거리 양쪽에는
플라타너스를 가지런히 심는 등 좌우대칭으로 서양 정원을 표현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경관 스폿입니다.

단풍의 강 잔디 광장 [D-7] ❸
짙푸른 숲에 둘러싸이고 비스듬히 경사진 광대한 잔디
광장입니다(약 4헥타르). 광장에는 거목이 산재하고 물과
친숙한 공간을 즐길 수 있는 도토리 못과 단풍의 강도 있습니다.
드넓게 펼쳐지는 잔디밭에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편안한
기분으로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과 오락 등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소라도・전망 타워 [B-7] ❹
풍요롭게 자라난 숲의 표정을, 밑에서뿐만 아니라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시설입니다. 자연 관찰 학습관 옆에 있는 나무 타기 타워에
올라가 높이 3˜10미터, 길이 300미터의 공중 관찰로에서 새들의 노랫소리와 물이
흐르는 소리 등을 감상하면서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다채로운 식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해 보십시오. 또한 5월 중ㆍ하순에는 만국 박람회 기념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타워(높이 19미터)에서 신록이 꿈틀대는 광대한 숲의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약동하는 여름 (6월~8월)

평화의 장미 정원 [F-5] ❿
1970년 일본 만국 박람회 개최에
맞추어 만들어졌습니다. 박람회
당시에는 2곳(현재 국립 민족학
박물관 엔트런스 광장과 평화의
장미 정원)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박람회가 끝난 후 지금의 평화의
장미 정원에 집약되어
조성되었습니다. 이 장미 정원에는
84품종 5600여 그루(2011년 기준)
가 심어져 있는데 그중에는 박람회
개최에 맞추어 세계 9개국에서
평화를 염원하여 기증한 귀한 장미
품종도 있습니다. 이 품종은 지금은
입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중히
보존하고 키워 매년 예쁜 꽃으로
관람객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품종인지 찾아 보십시오.

수국의 숲 [C-3] ⓰
6월 장마철에 들어서면 알록달록 커다란 꽃을 피우는
수국. 수국의 숲은 박람회 당시 소련관이 서 있던 자리에
숲을 가꾼 것으로,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깊은 숲 속에
30품종 4500그루의 수국이 자라고 있습니다. 수국
품종의 대부분은 일본 본래의 것이지만 최근에는
일본에서 서양으로 건너가 품종 개량된 서양 수국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레방아 찻집의 물레방아 [E-8] ⓭
1973년에 오사카부 미노시 도도로미 가미노쇼 지구에서
기증받은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이 물레방아는 쌀을 찧기
위해 지역 공유물로 1953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레방아 다실 근처에는 작은 못이 있고 6월 하순
무렵에는 사랑스러운 수련 꽃이 핍니다.

자연 관찰 학습관 [C-8] ⓮

단풍으로 물든 가을 (9월~11월)
단풍 폭포
[B-8]

동백나무 숲 [C-5]
겨울 추위가 누그러지고 봄의 기운을 맞이하는 2월, 94종 280그루의 동백나무가
봄소식을 고합니다.
동백나무 숲에는 잎사귀 모양이 금붕어 꼬리를 닮은‘백합 금붕어 동백’, 술잔
모양의 꽃이 향기를 뿜어내는‘축배’, 수술이 꽃잎 모양처럼 생긴‘모모와레’등
희귀한 품종이 있습니다.

만요 마을 [B-6] ❻

찻잎을 따는‘차쓰미 마을’[E-8] ❷

소라도의 공중 관찰로에서는
다양한 식물의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소라도의
현수교를 건너면 자연
문화원에서 가장 큰 폭포가
보입니다. 이 폭포는 높이 6
미터로 1분에 12톤의 물이
떨어져 내립니다. 가을철,
단풍 폭포 주변은 단풍나무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단풍놀이’하기에 나무랄 데
없는 장소입니다.

꽃의 언덕 (코스모스)[A-8]
싱그러운 가을에는 분홍색과 흰색, 노란색 등 알록달록한 코스모스가 2만여
제곱미터의 꽃의 언덕을 수놓습니다. 봄의 양귀비는 물론 색다른 정취의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 관찰 학습관에서는 자연의 신비와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자연을 소개하는 전시, 자연과 교감하는
실습 활동(관찰, 공작), 초ㆍ중학생의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공원 내에서 볼 수 있는
물가 생물의 실물 전시 등 <물과 생물전>을 개최합니다.
학습관 북쪽에 있는‘비오토프의 못’은 자연 환경 속에서
생식하는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못입니다.

꿈의 연못 [H-6] ⓱
박람회 당시에 만들어진 행사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인공
연못입니다.‘우주의 꿈’을 테마로 예술가 이사무 노구치 씨가 디자인한
분수군이 있고 현재 기념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 꿈의 못
총면적 24,500제곱미터, 수심 약 5미터, 저수량 92,000세제곱미터

● 꿈의 못 분수군
꿈의 못에 있는 분수탑은 거대한 파빌리온이 빼곡히 들어선 공간에 매몰되지
않는 우주의 느낌을 표현한, 스케일이 큰 분수탑이었습니다.

● 달의 세계
우주의 느낌을 표현한‘달의 세계’
는 박람회 당시 하늘의 못에 있었지만 2006년
주차장 정비에 따라 평화의 장미 정원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모험 바다의 광장 [H-7] ⓳
해적선을 이미지한 새로운 놀이 기구가 2012년 3월 오픈하였습니다. 해적
어린이들!
배를 납치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도전해 봅시다.
【요금 무료】

얏타네 나무 [H-9]
높이가 12미터나 되는 커다란 씨앗 속에서 전체 길이 30미터의 초대형
롤러 미끄럼틀 2대가 교차되는 놀이 기구입니다.
또한 센서에 닿으면 6미터 서클에서 안개가 90초 동안 분출되는‘시오후키
쿠짱’과, 고령자 또는 눈이나 귀가 불편하신 분도 이용하실 수 있는
유니버설 놀이 기구도 있습니다.
【요금 무료】

전나무 못 [D-8]
자연 관찰 학습관 동쪽에 위치하며 자연 문화원에서 유일하게 침엽수에
둘러싸인 못입니다. 호숫가에 심어 놓은 메타세쿼이아 등의 침엽수가 물들어
가는 경치는 외국의 공원을 감상하고 있는 듯한 기분에 빠지게 합니다.

숲의 무대 [B-4]

평화의 장미 정원 기념비 [G-4]
1970년 일본 만국 박람회에 출전하는‘평화의 장미 정원’
의 완성을 기념하여,
이전 박람회 개최지였던 캐나다 몬트리올 박람회 회장(잭 G 맥킨타이어)이
기증한 것입니다. 기념비 대좌에는 세계 평화의 이상을 기원하는 말(이사야서
2장 4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늘’기념비 [E-5]
박람회 당시에는 물맴이 못 주변에 전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1969년
일본철강연맹과 마이니치 신문사가 주최한 <국제 철강 조각 심포지엄>에
응모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작품에 표현된 곡선들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
보면 하늘 속에 작품이 녹아 든 것 같은 공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름 42미터의 원형 무대 위에 크고
작은 12개의 안마석이 놓여 있고 제각각
십이지 동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자, 축, 인, 묘… 시계 방향
순으로 열두 가지 동물을 닮은 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돌이 어느
동물과 닮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현대 미술의 숲 [F-7]
오사카의 매력을 국내외에 어필하기 위해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오사카 트리엔날레’사업으로 오사카부가 국제 공모를
실시하였고, 그때 접수된 작품 중 양지의 못 주변과 대지의 못
북쪽에 있는 잔디 광장에 13점의 수상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가을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 꽃 8경 [I-8] ⓴
숲 속의 족욕탕 [D-8]
숲 속의 족욕탕은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간벌목을 장작으로
만들어 보일러에서 태우고 그
열에너지로 지하수를 데워
사용합니다. 또한 열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스털링 엔진’도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족욕탕에는 느티나무 탕(6인용)
과 꽃 탕(10인용)의 2종류가
있습니다. 자연 문화원을
산책하신 후 마음을 쉬어가는 한때를 즐겨 보십시오.
【영업 기간 : 2월 중순~6월 중순, 10/1~11/30 영업 시간 : 10시~16시】

시원스러운 아가판투스와
러시안 세이지, 여름다운
헤메로칼리스와 노랑
코스모스, 선명한 꽃을 피우는
접시꽃과 미국 부용 등 여름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여름철 관광 스폿입니다. 8
경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부지 내에는 8가지
경치를 만끽할 수 있도록
아기자기한 꽃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두근두근 못의 모험 광장 [C-6] ⓯
만국 박람회의 재미있는 자전거 광장 [G-8]
길에서는 탈 수 없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자전거 약 40종류 100대가 집결.
온 가족이 다양하고 특이한 자전거를 타고 놀 수 있는 광장입니다.
【요금 : 300엔 (3세 이상 30분)】

물가에 사는 생물을 재현한 놀이 기구입니다. 폭신폭신한 그물로 된
트램폴린과 산 모양의 부드러운 미끄럼틀 등 매력이 가득합니다.
【요금 무료】

꿈의 연못 사이클 보트 [H-6] ⓲
천천히 느긋하게 수면을 달리면서 이사무 노구치 씨의 분수탑의 스케일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습니다. 2인승과 4인승이 있으므로 커플과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습니다.
【요금(20분) : 2인승 900엔 / 4인승 1200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