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계신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사카도야 의 홈 페이지입니다, 저는 사카도야 세일즈 매니저 손상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카도야 라는 가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카도야는 창립 43년째 이며 일식과 매화가지 찹쌀떡 가게로서 텐만구에 오시는 고객님들

께 대접하고 있습니다.   

사카도야라고 하는 점명은 창립 하신분이 지금의 텐만구로부터 20키로미터 떨어진 북쪽

의 카스야군 카스야마치의 사카도 출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카도는 옛부터 텐만구에 술

을 헌상 하고 있던 토지이며, 다자이후와는 인연이 깊은 곳이였습니다. 

 

점내에 들어가면 한눈에 보이는것이 인공으로 만든 정원이며, 그 사이를 흐르는 물 줄기

와 폭포를 꼭 봐 주세요. 그리고 여행 도중  휴식이 필요 하시다면 일본전통 요리의 맛과 

폭포의 소리에  잠시 쉬어 가시는건 어떻습니까.  

사카도야에서는, 텐만구에 오시는 한국의 관광객과 평성 16년에 오픈한 큐슈 국립 박물관

을 방문하시던 일본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로부터의 관광객에게도 다자이후의 요리를 소개하

고 있습니다. 신선한 회덮밥과 사가현 특산의 소고기덮밥과 텐진사마와 연관된 텐진소바 그

리고 채색도 아름다운 각종 요리와 일본식 도시락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은, 사카도야의 덮밥(돈부리)입니다.  

 동방신기의 멤버도 일본에서 먹은 카츠돈이 맛있었고 지금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했습

니다 저 또한 카츠돈을 좋아하고 제일 많이 먹는 요리 이기도 합니다. 

  재료는, 양파와 돈까스를 양념소스(일본 특유의 설탕이 들어간 간장 베이스의 조미료)

로 익혀, 계란을 풀어 덮은 것을 그릇에 담긴 흰밥 위에 올려 놓은것입니다.  (일본에는, 

계란을 풀지않은 채 흰밥 위에 잘게 썰인 양배추를 얹어 그 위에 갓구워낸 돈까스에 워스타

소스를 곁들인 덮밥과 그 밖에 다양한 덮밥들이 있습니다.)  사카도야 전통의 양념 소스로 

만든 덮밥은, 한국에서 오시는 관광객 에게도 큰인기 입니다. 입안에서 계란과 돈까스의 볼

륨이 절묘한 맛을 끌어 냅니다. 최고입니다.  

최근에는, 카츠돈을 승리의 덮밥(돈부리)이라고 수험생이나 큰일을 앞둔 분들께 기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부러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시험 삼아 드셔 보세요.  예전에 

사카도야의 덮밥(돈부리)은 한국의 인터넷으로도 다루어졌을 뿐만아니라 추천하고 싶은 음

식입니다. 

                               사카도야 카츠돈 980엔 

 

 

그 외, 사가현산 이마리소를 사용한 사카도야 오리지날로 완성한 사가 소고기 덮밥 1680

엔, 시장 직송 신선 어패류를 사용한 회덮밥1680엔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 잡을거

라고 생각합니다. 꼭 드셔 보세요. 

카츠돈은, 스케줄이 바쁜 관광객과 기다림에 지치신 고객에게 더할나위없시 빠르면서 맛

있는 요리입니다.  

타자이후 명물 매화가지 찹쌀떡  

매화가지 찹쌀떡의 유래 . 

다자이후명물 매화가지 찹쌀떡입니다.  옛날, 죄인으로서 쿄토로부터 다자이후에 좌천 

된 스가와라공을 동정해 근처에 사는 할머니가 떡에 스가와라공이  좋아하는 매화가지를 떡

으로 만들어 영전에 공양했다. 라고 하는 전설의 매화가지 찹쌀떡입니다.  참배길에는 40

개 이상의 가게가 줄지어 있으며 고객님들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도 많으니 즐거운 

여행의 추억이 되겠지요. 그중에서 사카도야의 매화가지 찹쌀떡은 갓구워낸 맛있는 떡을 판



매하고 있으니 꼭 놓치지 말아 주세요. 갓구워낸 자국과 최고급 팥은 3대째 점장이 매일 정

성을 담아 콩의 알갱이로 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처음 먹었을때 몇개라도 먹을 수 있

다고 생각되는 맛과 느낌에 감격했습니다. 사카도야의 매화가지떡은 다자이후를 대표하는 

매화가지떡 중에서도 각별하고 맛있게 구워낸 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드실

수 없는 사카도야만의 매화가지떡, 꼭 매장에 오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매화가지 찹쌀떡 1개 105엔 

 

점내 90석 단체고객 예약도 받고 있습니다. 

      (성수기는 혼잡하기 때문에 서둘러 문의해 주세요.) 

 

Contact: 

Sakadoya  

3-2-40 Saifu, 

Dazaifu-shi, Fukuoka Japan 

Telephone 092-922-5992 

Mail to sakadoya-umegae@nift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