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차철도 터 비

1900년에 덴노지니시몬마에와 히가시텐가차야 

사이에 한카이전기궤도 전신인 오사카 마차철도가 

개통되어  궤도 위를 말이 객차를 끌었습니다.  

그 후, 연선 일대의 개발과 함께 전철화 계획이 

세워지면서 마차철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아베노세이메이 신사

제신은 고겐 천황의 자손으로 음양도(陰陽道)의 

시조로 널리 알려진 아베노 세이메이입니다. 

[세이메이궁어사전서]에 따르면, 헤이안조 시대인 

간코 4년(1007년) 이치조 천황이 창건한 신사로 

다이쇼14년(1925년)에 현재의 사전을 조영 

부흥시켰습니다.

(아베노모토마치 5)

(히가시텐가차야 역 구내)

덴사이화숙(天彩畵塾)이 있었던 곳

1904년부터 1925년까지 이 곳에서 마쓰바라 

산고로(1864∼1946)가 주관하던 덴사이화숙은 

오사카에서 본격적인 유채화를 가르치는 최초의 

서양화 학교였습니다. 덴사이화숙에서는 일본 근대 

미술사에 명성을 남긴 화가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오사카 시립 공예고등학교

1924년 새로운 디자인 교육의 중심이었던 

독일의 바이마르 공예고등학교를 모델로 삼아 

오사카시의 신진기예 기사들이 설계한 것으로 

알 려졌습니다.  학교 건축의 최고봉으로써 

오사카시  지정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후미노사토 1-7)

모토 쿠마노카이도

쿠마노카이도는 쿠마노 신앙이 성행했던 때 

쿠마노 참배에 왕복으로 사용된 선착장 하치켄야

(주오구 덴마바시쿄마치)와 기슈 쿠마노산잔을 

잇는 도로를 말합니다.

(아베노모토마치 9)

아베오지신사

[아베곤겐엔기]에 따르면, 닌토쿠 천황이 창건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다른 설로는 옛적부터 이곳을 

본거지로 한 아베 씨가 창건했다고도 전합니다. 헤이안조 

시대 때 생긴 쿠마노 참 배가 성행하 면서 쿠마노 

쿠주쿠오지 제2오지 신사로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아베노모토마치 9)

쿄즈카 무덤

[세츠요군단]에서 쇼토쿠(승덕) 태자가 각 경서의 

문자를 한자씩 돌에 적어 이곳에 두었다는 설과 

아베오지 신사의 연기서인 [아베곤겐엔기]에 

역병이 유행했을 때 쿠카이(홍법대사)가 오지 

신사에 들어와 1000부의 약서경을 베껴  이 무덤에 

묻었다는 2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베노모토마치 15)

전 키타바타케 아키이에의 무덤

키타바타케 아키이에는 남북조 시대의 무장으로 

고다이고 천황 밑에서 부친과 같이 오우 평정에 

진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은 아키이에가 20

여기의 병사를 거느리고 아시카가 타카우지의 

대군과 맞서 싸워 21살의 젊은 나이에 전사했다고 

합니다.

(오지초 3-8)

아베노신사

키타바타케 아키이에와 그의 부친이 모셔져 

있습니다. 신사는 아키이에가 아시카가 군과 전투를 

벌인 고전장에 있으며 메이지 15년(1882년)에 

아베노 신사라는 이름으로 창립됐으며 별각관 

폐사에 나열됐습니다. 현재의 사전은 1968년에 

재건된 것입니다.

(키타바타케 3-7)
코마치즈카 무덤

코마치즈카는 고서 [아시와케부네]에서는 

오노노코마치의 무덤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오노노코마치가 여기서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무덤은 오노노코마치의 미모와 

재능을 선망하는 염원에서 신앙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남북조 시대 스미요시의 싸움에서 남조의 

쿠스노키 마사츠라와의 싸움에서 패한 북조군 

하 리마의 태수 아 카 마츠 엔신의 아 들 

사다노리가 전사한 장병의 유골을 모아 무덤을 

만들어 명복을 빌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지초 4-3) 하리마즈카 무덤 (오지초 4-3)

모모가이케 공원

공원 안에 있는 오래된 못으로 우에마치다이치와 

아비코 구릉사이의 저지에 있으며 네코마가와(강)

에 이른다고 합니다. 옛적부터 모모가이케로 

불렸습니다.

(모모가이케초 1)

아베데라 절터 추정지 비

이 지역을 영유하고 있던 아베 씨의 우지데라

(일족의 조상숭배와 번영을 목적으로 지은 절)로 

추정되며, 그의 일족에는 후지와라노 카마타리 

등과 대화의 개신을 추진한 좌대신 아베노쿠라 

하시마로가 있습니다. 당시의 탑심기초로부터 

상당 규모의 당탑가람※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이나 탑, 가람(불교 수행을 하는 곳)의 총칭

마츠무시즈카

마츠무시즈카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고 

고서 [아시와케부네]에 따르면 고토바죠코(상황) 

밑에서 일하던 마츠무시와 스즈무시라는 두 명의 

궁녀가 호넨(法然) 스님의 염불에 발심해,  초막을 

짓고 은거한 곳이라고 전합니다.

(마츠무시도리 1-11)

마루야마 고분 터 비

면적이 82평방미터 되는 원분으로 그 정상에 

장방형과 보관형의 석탑 2개가 안치되어 있고 

서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해자의 흔적 같은 대소 2

개의 패인 곳이 있습니다. 고분 형상으로부터 

사람들은 마루야마라고 부릅니다.

(마루야마도리 2-8)

카이쇼잔쇼엔지

고기진언종 교토 토지 절의 말원(末院)으로써 

덴교 2년(939년)에 현재지의 동북 500미터 

지점에 개창하여 [아베데라]로 부른 것이 이 절의 

기원입니다. 현재는 우에마치 대지 서쪽 구릉에 

있으며 다이쇼칸기텐(대성환희천)을 받드는 

관계로 [쇼텐(성천)]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츠무시도리 3-2)

(마쓰자키초 3-7)(마쓰자키초 3-6)

전 키타바타케 아키이에의 무덤
(오지초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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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y map of ABENO
아베노 구청에서는 정보 발신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민 여러분께서 아베노구에 

친근감과 관심을 갖도록 ‘아베노 역사 맵’을 시립 공예 고등학교와 제휴하여 작성했습니다. ‘아베노 역사 맵’은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아베노 역사는 야요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베노’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만엽집’에 나오는 야마베노 

아카히토가 읊은 ‘아베노시마’에 

연유한다는 설, 옛 지명인 

‘아마베고’의 ‘마’가 

생략되었다는 설 등이 있으나, 

고대에 이 지역을 영유한 아베데라 

절 창시자로 알려진 ‘아베 씨’에 

연유한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