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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가와 상수·
무사시노 
지구 구역

Area04

나카가미역·
히가시나카가미역 

주변 구역

Area03

하이지마 지구·
오쿠타마카이도 

구역

Area01

도쿄도 천연기념물 지정. 수령 80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도 운행 중인 JR 이츠카이치선에는 과거에 다치카와-하이지마를 달리던 잘 알려지지 
않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쇼와 시대 초기에 개통하여 겨우 15년 만에 운행 중단, 폐선이 된 
선로에는 지금도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시내에는 하이지마 정차장 도로, 고테츠 
도로 등 철도에 관한 명칭도 많고,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넓은 도로를 통해 역이 있었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선로를 따라 산책을 즐기는 것은 어떨까요?

총길이 414m의 은행 나무의 선. 새순과 
단풍 시기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다이니치도 절, 히요시 신사와 맞닿아 있는 
공원에는 오네이노이도 우물 등 사적이 
많습니다. 근처에는 하이지마다이시 혼가쿠인 
절, 엔푸쿠지 절도 있는 고즈넉한 공간입니다.

하이지마의 등나무
하이지마 공원 내 5월 상순 절정

은행 나무의 선
모리 타운 북쪽 시도

원내에는 광장, 스포츠 시설 외에 
D51 증기 기관차 전시도 있습니다.

쇼와 공원
시립 공원 6:00-18:00/10-3월 17:00까지 (연말연시 휴무)

자연 생태계를 활용한 친환경 공원. 
잔디밭, 도그런도 있습니다.

에코 파크

쇼와노모리

계란 과자구운 과자
☎042-541-1147
9:00-19:00 (월요일 휴무)

과자점 모토키야 베이커리 핏코로

☎042-545-1158
9:00-19:00 (토요일 휴무)

시타노카와

쇼와 
용수 제방하이지마역 자유 통로

계절에 따라 도로 남쪽에서 
후지산과 석양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이지마 공원

포레스트 
인 쇼와칸
☎042-542-1234

모리 타운
☎042-546-0071
10:00-21:00
※일부 점포는
　 영업 시간이 다릅니다.

신칸센 열차 
도서관

☎042-545-5448
12:30-17:00
 (월요일 휴무)

시립 도서관
쓰쓰지가오카 분실

아키시마시 
교육복지
종합센터
2020년 3월 오픈 예정

아키시마역 남쪽 출구는 다양한 
장르의 음식점과 생활에 필요한 
상점이 모두 모였습니다.  술집,  
여성복점에서는 주인의 빛나는 
센스가 엿보입니다. 옛 분위기의 
청과점과 쌀집 등에서는 항상 
따뜻하게 반겨주는 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키시마역 남쪽 
출구 상점가

브랜디 케이크

☎042-541-2375　
9:00-19:00 (화요일 휴무)

과자점 마스야

사블레 쿠키

☎042-541-6419　
8:00-19:00 (수요일 휴무)

과자점 마루미야

나카가미역 남쪽 출구

겐짱 교자 
직판장
☎0120-757-229
9:00-17: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다마가와 상수 산책로

산타마 시장
☎042-543-4105
아침 6시부터 (일요일, 공휴일 휴무)

어시장 다이닝

히토미
평일 7:00-14:00·17:00-21:00/
일요일, 공휴일 11:00부터

아키시마 온천 유라노사토
☎042-500-2615
9:00-심야 1:00

고급스러운 단맛의 

구운 과자 입니다

교자 외길! 지역의 맛!

힐링이 되는 
산책 명소♪

안은 
도서관!

아키시마쿠지라의 

실물 크기 골격이 
있어요!

분명 마음에 드는 가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도서관, 향토 자료실도 
있는 아키시마의 
새로운 학습 명소!

사계절을 느끼는 

풍요로운 

자연의 산책로

볼륨 만점의 
정식이 인기!

쇼핑은 이른 
오전을 추천합니다!

아키시마역 

주변 구역

Area02

구 이츠카이치 철도 터 산책

다마가와초 핫세이 지구는 전시 중에 나고야의 군수 공장이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공장 
종업원의 주택지로 개발되었습니다. 약 500호의 주택과 로터리를 중심으로 우체국, 
유치원 등 주요 시설, 영화관, 목욕탕 등의 복리 시설이 정비된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핫세이라는 지명은 지역 조성에 힘쓴 요카이치야 세이타로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현재도 로터리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8개의 도로를 통해 당시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키시마 쇼와노모리

무사시노의 자연이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아키시마역 북부 주변의 ‘풍요로운 
자연환경과의 조화’,  ‘지역을 배려한 쾌적한 거리 조성’을 테마로 개발된 복합 
구역입니다. 호텔, 볼더링, 테니스, 골프 등의 스포츠 시설에 영화관, 노래방 등의 오락 
시설도 있고, 쇼핑, 맛집도 많습니다. 다양한 장르가 이곳에 모두 모여있습니다.

핫세이의 역사

다마가와 상수에서 나뉘는 용수 ‘시바사키 분수’는 아키시마시를 지나 다치카와시 
시바사키초까지 이어집니다. 마츠나카 다리에서부터 걷다 보면 일부 방토 처리를 하지 
않은 옛날식 수로가 있는 목가적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도랑이 계속되며 
흐르는 물은 보이지 않지만, 도중에 있는 무사시노 공원에서 정비된 분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공원에는 경치 좋은 언덕과 나카가미 인입선의 레일 모뉴먼트도 있습니다.

시바사키 분수 산책

지역 디저트
지역 디저트

아키시마가 자랑하는 맛을 드셔보세요!

인기 매장, 

엔터테인먼트가 총집합!

거리 산책 후에는 

온천에서 느긋하게-

광활한 숲으로 둘러싸인 
도시형 리조트 호텔

모두가 
좋아하는 맛!

아키시마 체험 명소

남쪽 출구에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게가 많습니다. 밤에는 퇴근길의 직장인, 
지역 주민으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042-541-0668　
(예약제)

사카이야 제과
고후쿠지 절
(임제종 겐초지파)

☎042-541-0508
매달 15일 6:00- 약 120분

과자점 차노코

☎042-544-2421　
9:30-18:30 (일요일 휴무)

아키시마 명수
젤리

수타 소바 학원
카즈
☎042-545-0554
수-일 15:00-21:00
(예약제) 약 90분

수타 소바 교실

화과자 만들기 교실

좌선회

B - 4

B - 4

B - 4

B - 2
A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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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2

D - 3

D - 3

E - 3

E - 3

D - 3 G - 5

F - 5

F - 4

F - 4

F - 4

F - 4

F - 4

F - 4

다마가와초 핫세이는 지도의 구역에 위치합니다.F - 4

C - 2

F - 2

D - 2

F - 2

F - 2

C - 2

버드 워칭(탐조)의숨은 명소

브랜디 향 느껴지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은 
마고코로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