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阪企業家ミュージアム   

The Entrepreneurial Museum of Challenge and Innovation  

 

 

 

 

 

 

 

 

 

 

             

 

  

 

 

 

 

 

 

 
 
 
 
 
 
 
 

오사카 상공 회의소  

오사카 기업가 박물관 

오사카시 츄오구 혼마치 1-4-5  

오사카 산업 창조관 지하 1 층 

 

 

 

 

 

 

 

 

 

 

 

 

 

 

 

 

 

 

 

 

 

 

 

 

 

 

 

 

 

 

전시 

 

 프롤로그 시어터  (약 15 분짜리 영상) 

“오사카 기업가 정신의 근원”을 상영하여 기업가 박물관을 

소개합니다. 에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업가 

정신의 근원과 기업가를 배양하는 데 공헌한 환경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메인 전시장 Block 1   

 메이지초기~메이지말기 1868-1911   

 

1  오사카의 근대적 금융 인프라 구축 

 고다이 토모아츠   오사카상공회의소 

 마츠모토 쥬타로  미즈호파이낸셜그룹 

 후지타 덴자부로   DOWA 홀딩스주식회사 

 히로세 사이헤이   스미토모그룹  

 나카하시 도쿠고로   주식회사 상선미츠이    

2  오사카, 동양의 맨체스터로 발전 

 야마노베 다케오   토요보방적 주식회사       

 기쿠치 쿄조    유니티카 주식회사 

 무토 산지    가네보 주식회사 

 이나바타 가츠타로   이나바타산업주식회사

 오오하라 마고사부로・오오하라 소이치로   

     쿠라시키방적 주식회사 

 츠다 신고    가네보 주식회사 

 가시야마 쥰조   온워드가시야마 주식회사 

   이시모토 다케오   주식회사 데상트    

3  발달하는 무역 

    이토 추베에 1 대·2 대 이토추상사주식회사/ 마루베니 

주식회사 

이와이 가츠지로   소지츠 주식회사 

아타카 야키치   ----- 

4  새로운 금융제도의 성립과 도시의 발전 

노무라 도쿠히치   노무라홀딩스 주식회사  

히로세 스케사부로・가타오카 나오하루 

     일본생명보험상호회사 

이와시타 세이슈   주식회사 미츠비시 UFJ 은행 

고야마 켄조 주식회사 미츠비시 UFJ 은행 

무료대여 

1. 전시내용 음성 가이드를 무료로 대여합니다.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예약 필요 없음 

2. 접수 안내 앞에 록커를 설치(100 엔).   

3. 10 명이상 그룹에 경우  관대 가이드를 이용 가능; 

예약 필요. 

 

주의                    

박물관내 사진 촬영, 음식, 흡연금지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관시간 

10:00-17:00 Tue. to Sat.    

폐관 30 분 전까지 입장 가능 

 

폐관일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등 

 

입장료 

성인 : 300 엔 학생 : 100 엔 초등학생 이하 : 무료 

65 세 이상 : 200 엔 

10 명 이상 단체 할인 요금 : 200 엔  

1 년 패스 ：1000 엔 

 

전화    +81-6-4964-7601 

E-mail  museum@osaka.cci.or.jp 

URL  http://www.kigyoka.jp 

교통기관  지하철 사카이스지선(K15) 사카이스지 혼마치 

역에서 걸어서 5 분 

오사카 상공 회의소(OCCI)는 미래의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2001년6월 오사카 기업가 박물관을 

설립했다. 오사카에서 활약한 수많은 위대한 

기업가들의 업적과 기업가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오사카 기업가 박물관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기업가의 정열과 지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mailto:museum@osaka.cci.or.jp
http://www.kigyoka.jp/


후지모토 세이베에 주식회사 다이와증권그룹 

  홋타 쇼조                  주식회사 미츠이스미모토은행 

  와타나베 타다오            주식회사 미츠비시 UFJ 은행 

  테라오 다케오   주식회사 리소나은행 

 

 메인 전시 Block2  

 다이쇼~제 2 차세계대전이전 1912-1939  

5  도시공간의 창조 

오오바야시 요시고로      주식회사 오오바야시구미 

다케나카 토우에몬  주식회사 다케나카공무점 

다츠노 킨고・가타오카 야스시   

오사카상공회의소 

6  의약품 및 화학제품에서 새로운 지평선을 열다 

다케다 쵸베에  다케다약품공업 주식회사

 다나베 고헤이               다나베미츠비시제약 주식회사

 시오노 기사부로  시오노기제약 주식회사 

후지사와 토모키치 아스텔라스제약 주식회사

 모리시타 히로시 모리시타진탄 주식회사

 우에야마 에이이치로 대일본제충국 주식회사 

 

7  주택지의 범위를 넓힌 철도망 개발 

고바야시 이치조 한큐한신토호그룹  

 이마니시 린자부로 한신전기철도 주식회사 

 오오타 미츠히로 게이한전기철도 주식회사 

오오츠카 고레아키 난카이전기철도 주식회사

 가나모리 마타이치로 긴키일본철도 주식회사  

  

8  중화학공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쿠보타 곤시로   주식회사 쿠보타 

야마오카 마고키치 얀마 주식회사  

 구리모토 유노스케 주식회사 구리모토철공소

 나카야마 에츠지 주식회사 나카야마제철소 

닛타 쵸지로   닛타 주식회사 

츠바키모토 세츠조  주식회사 츠바키모토체인

 고바야시 아이조  주식회사 다이헨 

    E.H 헌터・한타 료타로   히타치조선 주식회사  

 

 

9  각종 소비재를 통한 일상생활의 현대화 

미즈노 리하치          미즈노 주식회사 

    이노우에 테이지로     주식회사 렌고 

구로다 젠타로 주식회사 고쿠요  

이토 키쥬로 주식회사 이토키  

니시무라 슌이치 주식회사 사쿠라크레파스 

나카야마타이치 주식회사 클럽코스메틱스 

이치카와 긴자부로 조지루시마호빙 주식회사 

타시마 카즈오 코니카미놀타 주식회사 

시마노 쇼자부로 주식회사 시마노  

 

10  레저와 쇼핑의 보급 

요시모토 세이・하야시 쇼노스케  

 요시모토 흥업주식회사 

시라이 마츠지로・오오타니 다케지로  

  쇼치쿠 주식회사  

이이다 신히치 주식회사 다카시마야 

시모무라 쇼타로  

주식회사 다이마루 마츠자카야 백화점 

 

11  식탁 위의 서구화 

토리이 신지로 산토리홀딩스 주식회사 

에자키 리이치 에자키글리코 주식회사 

우라카미 세이스케・우라카미 이쿠오  

 하우스식품 그룹본사   

토리이 코마키치 아사히맥주 주식회사  

 

12 일본 신문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다 

무라야마료헤이・우에노리이치 

  주식회사 아사히신문사 

모토야마 히코이치 주식회사 마이니치신문사 

마에다 히사키치 주식회사 산업경제신문사 

 메인 전시 Block 3   

  제 2 차세계대전이후 1945-   

13  새로운 오사카의 건설 

스기 미치스케 오사카상공회의소   

다니구치 토요사부로 토요보방적 주식회사 

    휴가 호사이            일본 제철 주식회사 

사헤키 이사무 긴키일본철도 주식회사 

 

14  경제성장과 보다 높아진 삶의 기준을 지탱한 동력 

오오타가키 시로 간사이전력 주식회사  

아시하라 요시시게 간사이전력 주식회사 

니시야마 이와오 오사카가스 주식회사  

이와타니 나오지 이와타니산업 주식회사  

 

15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도시경관의 창조 

이시바시 노부오 다이와하우스공업 주식회사 

다나베 마사루 세키스이하우스 주식회사  

노무라 료타로 타이요공업 주식회사  

 

16 고유의 기술 개발을 통한 제조업 개념의 확장 

호소카와 에이이치 호소카와미크론 주식회사 

야마다 아키라 다이킨공업 주식회사 

요시카와 히데노부 타카라벨몽트 주식회사  

 

17,18 일상생활에 전자기기가 미친 영향 

마츠시타 코노스케 파나소닉 그룹 

이우에 토시오 산요전기 주식회사  

하야카와 도쿠지 샤프 주식회사  

 

19 유통산업의 혁명 

나카우치 이사오 주식회사 다이에이 

니시바타 유키오 주식회사 마이칼  

와다 겐자부로・와다 미츠하루   

  이즈미야 주식회사 

오오니시 신페이 주식회사 오오니시  

에치고 마사카즈 이토추상사 주식회사  

이치카와 시노부 마루베니 주식회사  

다카이 츠네마사・유키마치 야스히로・이케다 사토루  

주식회사 센슈카이 

 

20 근대 요리문화의 배양 

안도 모모후쿠 닛신식품홀딩스 주식회사  

오오코소 요시노리    일본햄 주식회사  

사지 케이조 산토리홀딩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