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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코

이요오즈

1901년에 오즈상업 
은 행 으 로  지 은  벽 돌  
건 물 .  일 본  양 식 과  
서양 양식을 조화시켜 
정교하게 지어졌다.

프리 구간

일본에서 바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역으로 
불리는 시모나다역에서도 하차할 수 있습니다!

복고풍 거리 산책에 유용한 할인 티켓 발매중!
특급열차로 마쓰야마 역에서 우치코 역까지 약 25분. 이요오즈 역까지 약 35분.

거리의 중심을 흐르는 히지카와 강을 따라 자리한 에도시대와 

메이지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거리는 보는 이를 아련한 향수에 

젖게 합니다. 풍요로운 정서와 수많은 명소가 지금도 살아 숨 쉬는 

오즈 거리를 느긋하게 걸으면서 세월의 흐름을 느껴보십시오.

◎유효 기간은 1일입니다.◎소아는 성인의 반액입니다.◎프리 구간의 특급열차 및 보통열차의 보통차 자유석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프리 구간 내에서 '이요나다 모노가타리'에 
승차하시는 경우에는 요금권을 별도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프리 구간 이외 지역을 통과하여 승차하시는 경우에는 프리 구간 외의 운임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린 차량의 독실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유효한 승차권 및 요금권이 별도로 필요합니다.◎특급열차의 보통차 지정석 또는 그린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승차권 부분만 유효합니다.  요금권을 별도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았으며 유효 기간 개시일 전이거나 또는 유효 기간 내에 한하여 수수료 660엔을 받고 발매 장소(도고온천의 여관과 호텔은 제외)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사용 개시 후에는 

열차의 운행 불능과 지연 등에 의한 경우라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우치코 정・오즈 시에서는 ‘우치코・오즈 시내 산책 1일 패스’를 제시하면 특전을 받을 수 있는 관광시설이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휴무일에는 특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9:00～17:30
●휴무일／무휴

Uchiko Ozu

◉발매 기간 및 이용 기간 : 2023년 3월 31일까지
◉발매 장소 : JR시코쿠 역의 녹색 창구, 녹색 매표기 플러스, 워프 지점, 역 워프 플라자, 시코쿠 내의 주요 여행사 및 

JR 시코쿠 투어 WEB 사이트  도고온천의 야마토야 본점, 도고칸, 도고프린스호텔, 도고그랜드호텔
■이 용

■환 불

■티켓 특전

거리 산책 1일 패스

2,840엔성
인

소
아1,420엔【발매액】

マルス番号 27212

그 밖의 관광 정보에 관한 문의는산책을 보다 쾌적하게! 자전거 대여 【이요오즈 역 관광 안내소】
(오즈시 홈페이지)

(일본어 및 기계 번역에 의한 외국어)
●9:00∼17:00 (자전거 대여 이용 가능 시간)  ※17:00까지 반납해 주십시오.
    9:00∼18:30 (점포 영업시간) ※연말연시는 휴무

특전

3 무라타분푸쿠시니세 혼마치 본점
（村田文福老舗本町本店）

●요금／무료 (별관은 일부 유료)
●영업시간／9:00～17:00
●휴관일／12/29～12/31

6 오즈 붉은 벽돌관（おおず赤煉瓦館）

특전
관람료 할인［오즈성］

〈성인〉 550엔→495엔
〈초 중학생〉 220엔→198엔

특전
관람료 할인［가류 산장］

〈성인〉 550엔→495엔
〈초 중학생〉 220엔→198엔

특전
추억의 창고 입관료 할인

〈성인〉 200엔→무료
〈초 중학생〉 100엔→무료

오즈성・가류 산장［공통 관람권］
〈성인〉 880엔→792엔
〈초 중학생〉 330엔→297엔

특전 1,000엔 이상 구입하면 
‘생 시구레’ 1개를 서비스.

특전 간단한 기념품 증정

특전 겟소모치 6개 들이
810엔→750엔

5 오하나한도리 길（おはなはん通り）

쇼와 30년대(19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중반)를 
테 마 로  추 억  돋 는  브 로 마 이 드 나  막 과 자  및  
장 난 감 이  즐 비 하 다 .  안 쪽 으 로 는  쇼 와 시 대 의  
정겨운 풍경을 재현한 ‘추억의 창고’도 있어 타임 
슬립한 기분이 든다.

4 포코펜 골목·추억의 창고（ポコペン横丁・思ひ出倉庫）

메이지 초기에 세워진 기타군 ( 喜多郡 ) 군수의 
사저 건물을 개축한 점포.  오즈에 예로부터 
전해지는 향토 요리와 엄선한 요리를 제공한다. 
2층의 전실에서 오즈성을 볼 수 있다.

●영업시간／11:30～14:30  17:00～21:30 (LO20:30)
●휴무일／월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화요일)

특전

9 식당 도노마치타루이
（御食事処 との町たる井）

오스 크로켓 1개
200엔→100엔

오즈 명과 '시구레'를 비롯한 특산품 판매와 실연 판매, 관광 
안내소, 레스토랑과 함께, 오즈의 가마우지 낚시와 거리 
산책 등 관광 예약도 할 수 있는 시설. 판매 코너에서는 
오즈 고유의 상품을 한자리에 갖추고 있으며, 문득 모두 다 
갖고 싶어지는 것들뿐. 꼭 한번 들러 보십시오.

●영업시간／9:00～18:00
●휴무일／12/29～12/31

8 오즈 거리의 역 ‘아사모야’
（大洲まちの駅「あさもや」）

유서 깊은 화과자  점. 
명물 ‘시구레 (志ぐれ) ’는 
에도 시대 오즈한 영주의 
저택 안에서만 전해지던 
비법의 과자라고 한다.　

●영업시간／10:00～17:00
●정기휴일/부정기

7 도미나가쇼에도（冨永松栄堂）

히지카와최고 절경의 히지카와를 내려다 
볼수 있는 산장 정원.

●요금／성인550엔, 초 중학생  220엔
●영업시간／9:00～17:00 (발매 마감 16:30)
●휴무일／연중 무휴

2 가류 산장（臥龍山荘）

천수는 옛날 사진과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2004년에 
목조로 완전히 복구한 곳임.

●요금／성인550엔, 초 중학생  220엔
●영업시간／9:00～17:00 (발매 마감 16:30)
●휴무일／연중 무휴

1 오즈성（大洲城）

명물 ‘시구레’

포코펜 골목 ●개최일／매주 일요일 (4월～11월)
 　　　　　제3 일요일 (12월～3월)
 ●개최 시간／10:00～15:30
추억의 창고 ●요금／성인200엔, 초 중학생  100엔
 ●영업시간／9:30～16:30 (발매 마감 16:00)
 ●휴관일／12/29～12/31

에도 시대의 무사 저택과 상인의 집 
사 이 를  통 과 하 는  거 리 로  에 도  시 대  
후기부터 메이지 시대까지의 건물이 
남아있다.

※게재한 정보는 2022년 3월 1일 현재 기준이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Ozu（大洲）

명물  겟소모치 (月窓餅) 는  말랑말랑
하여 입 안에서 살살 녹는 촉감과 
와라비모치의 풍미 그리고 청대두 
콩가루 향이 특징임.

（内子・大洲町並散策1日パス）

대여 자전거
(전동 자전거)

2시간 600엔→500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외출하실 때는 '새로운 여행 에티켓'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지카와 가마우지 낚시

가류 온천（臥龍の湯）

오즈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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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피라 상야등

하치만
 신사

오무라 씨 댁

요카이치 ・고코쿠 
거리 보존 센터

우치코자 극장 1
장사와 생활 박물관2

목랍 자료관 
가미하가테이3

4

이카자키 연
 박물관

5

7

문화교류 빌라 
다카하시테이

8

9

사카미 기게츠도10

6

우오린·린스케

시모하가테이 12

（  국가 중요 문화재）
（  국가 중요 문화재）

요카이치 고코쿠
 거리 풍경

미치노에키 우치코
프레쉬파크 카라리

마치야 자료관

오모리 일본 초 가게

JR우치코역

11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목랍 (木蝋) 으로 번성했던 
우치코(内子). 
한 집 한 집 저마다 공들여 지은 거리 

풍경으로 국가의 중요 전통적 건물군 

보존 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비리안 (旅里庵)】
보통 자전거

500엔으로 무제한 이용●일시／9:00～17:00
              (연말연시는 휴무)

●요금／대여 자전거 보통 3시간:500엔
　　　　전동 3시간 :900엔 (1일 자유 이용: 1,200엔) 2대 뿐
　　　　짐 보관 :300엔

※게재한 정보는 2022년 3월 1일 현재 기준이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8618102－営商－8608143

Uchiko

https://shikoku-railwaytrip.com/kr/

특전
목랍 자료관 가미하가테이 할인

〈성인〉 500엔→380엔
〈초 중학생〉 250엔→200엔

특전
견학료 할인

〈성인〉 400엔→300엔
〈초 중학생〉 200엔→160엔

특전
전통문화 시설 세트권 할인 ※

〈성인〉 900엔→720엔
〈초 중학생〉 450엔→400엔

에도시대부터 메이지시대까지 목랍 생산으로 번창한 상가. 저택 
내에는 목랍 생산 공정을 소개하는 전시동도 있어 당시 호상들의 
생활과 그것을 지탱한 제랍업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요금／성인 500엔, 초 중학생 250엔  ●영업시간／9:00～16:30
●휴관일／12/29～1/2

3 목랍 자료관 가미하가테이（木蠟資料館上芳我邸）

특전 식후의 커피 서비스

지은 지 140년 된 상인의 집을 개축한 가게이며 국산 
메밀가루로 빚은 메밀국수와 이 지방에서 엄선한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점포는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

●영업시간／11:00～15:00 (LO14:30)
●휴무일／수요일 (공휴일은 제외)

12 시모하가테이（下芳我邸）

특전 도미밥 1,100엔→1,000엔

창업한 지 120년이 넘는 고급 요릿집 ‘우오린’의 맛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식당 ‘린스케’ . 추천 메뉴는 신선한 
도미회를 밥 위에 얹은 명물 ‘도미밥’.

●영업시간／11:30～14:00, 17:00～20:00
●휴무일／수요일

11 우오린·린스케（魚林・りんすけ）

특전 1,000엔 이상 사면 
‘보로’ 100엔 분량을 선물.

120년 이상이나 내려온 전통 있는 화과자점. 밤만주, 
모나카, 카스텔라, 보로(콩알 크기의 과자) 등 선물로 딱 
좋은 과자를 갖추어 놓았다.

●영업시간／9:00～18:00
●휴무일／수요일

10 사카미 기게츠도（坂見輝月堂）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서 수집한 연을 전시하고 
있고, 전통 있는 각지의 연 외에 최근의 연도 
전시 소개하고 있다. 약 400점을 상시 전시하고 
있으며, 매년 5월 5일의 연싸움 때 날리는 출세 
연도 전시하고 있다.(약 3,000점을 소장)

●요금／성인 300엔, 초 중학생 150엔  
●영업시간／9:00～16:30
●휴관일／월요일 (공휴일 제외),12/29～1/2

●요금／성인 400엔, 초 중학생 200엔  ●영업시간／9:00～16:30
●휴관일／12/29～1/2

5 이카자키 연 박물관（五十崎凧博物館）
황백색으로 회칠한 중후하고 넓은 벽과 건물의 넓은 
벽면을 도로와 평행으로 지어 도로 쪽으로 가지런하게 
이어진 처마가 
아름답다.

4 요카이치 고코쿠 거리 풍경（八日市護国の町並み）

어둠을 은은하고 붉게 물들이는 초. 
옛날부터 불빛으로 사랑받아 온 
초를 만드는 사람이 우치코 정에 
있다.

●영업시간／9:00～17:00
   (12:00～13:00은 제외)
●휴관일／화・금요일, 연말연시, 우란분절
   (오봉)
   ※휴무일에 영업하기도 합니다

9 오모리 일본 초 가게
（大森和蝋燭屋）

일본 맥주 업계에 공헌하고 
전 후  통 산 대 신 으 로 서  일 본  
부흥에 전념한 다카하시 류타로 
씨의 생가. 
본채를 찻집으로 이용 중이며 
커피와 홍차, 주스 등을 마실 수 
있다.

●요금／견학 무료
●영업시간／9:00～16:30
●휴관일／화요일, 12/28～1/4

8 문화교류 빌라 다카하시테이
（文化交流ヴィラ高橋邸）

1793년에 지은 상가 건물을 복원 
수리하여 공개 중. 
당시에 장사하던 전형적인 상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요금／무료
●영업시간／9:00～16:30
●휴관일／12/29～1/2

7 마치야 자료관（町家資料館）

특전
아이스 싱글 (300엔)을 
더블로 변경 가능
우치코 돼지 모로미 (거르지 않은 된장)
50엔 할인 (중 하나)

우치코 지역 농가에서 수확한 채소와 과일, 
과자 등을 판매하는 ‘특산품 직판장’. 그 지방 
식재료와 엄선한 제철 식재료가 자랑인 
‘레스토랑 카라리’ 등이 있다.

●영업시간／(버거) 평일 10:00~14:00, 토요일∙휴일 10:00~15:00
                     (아이스크림) 8:00~17:00　※날씨에 따라 변경됨
●휴무일／1/1～1/3

6 미치노에키 우치코 프레쉬파크 카라리
（道の駅内子フレッシュパークからり）

1916년에 지역 유지들이 자금을 모아 지은 연극 소극장. 건설 
당시의 모습으로 수리 복원한 후 다목적 홀로 활용하면서 
역사 자료로서 공개되고 있다. 

1 우치코자 극장 （内子座）

특전
입관료 할인

〈성인〉 200엔→150엔
〈초 중학생〉 100엔→80엔

특전
입관료 할인

〈성인〉 300엔→230엔
〈초 중학생〉 150엔→120엔

●요금／성인 200엔, 초 중학생 100엔  
●영업시간／9:00～16:30
●휴관일／12/29～1/2

에 도  후 기 부 터  메 이 지  
시 대 의  상 가 를  그 대 로  
이 용 하 여  1 9 2 1 년 경 의  
약방 생활을 소개.

2  장사와 생활 박물관（商いと暮らし博物館）

아이스

특전산책을 보다 쾌적하게! 자전거 대여

（内子）

버거

※'전통 문화시설 세트권'은 우치코자 극장, 장사와 생활 박물관, 목랍 
자료관 가미하가테이에서 구입해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관광 정보에 관한 문의는
(우치코 관광협회 홈페이지)

(일본어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