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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산책 여행

도사테라스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직
원이 상주하고 있다.  고다이산 (五台
山),  가쓰라하마 관광에 편리한 마이
유버스  승차권도  판매하고  있으며, 
여권을  제시하면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이 승차권으로 노면전
차를 하루 동안 무제한(시내 구간 한
정)으로 탈 수 있다. 

고치관광정보센터 
도사테라스
전화:088-879-6400
영업시간: 8:30~18:00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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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요도강은  일본  최고의  투명도를 
자랑하는 강의 하나이다. 수영, 낚시, 
캠핑,  래프팅  등을  즐길  수  있다.  강 
유역에는  사적이나  문화재가  많이 
있다. 

니요도강(仁淀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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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현은  화지(和紙：일본  전통  종이)
의 주요 생산지이다. 이곳에서는 세계 
종이의  역사와  변천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지의  생산  공정을  전시판과 
도구로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다. 

이노정(いの町) 
종이박물관
전화: 088-893-0886
휴관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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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은  잊을  만하면  찾아온다’ 
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데라다  도라
히코(1878~1935)는  물리학자이자 
수필가이다.  그는  4살부터  19살까
지  이  집에서  지냈다.  오모야(안채), 
다실,  서재(공부하던  방)도  복원되어 
공개하고  있다. 

데라다 도라히코
( 寺田寅彦 )기념관
전화: 088-873-0564
휴관일: 수요일 및 
12월 27일부터 1월 3
일까지. 입장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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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시  중앙에  높이  치솟아  있는  고
치성은,  야마우치  가쓰토요가  1601
년에  지은  성이다.  에도시대의  천수
각을  보존하고  있는  12성  중의  하나
이다.  천수각에서는  고치  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고치성
전화: 088-824-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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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새
해의  첫  참배로  방문하는  신사.  학
문의  신을  모시고  있다.  경내의  조
각이  훌륭한  누문(楼門)은  고치시 
의  지정문화재.  신사  정문  가까이
에  있는  큰  녹나무는  추정  수령  400
년이다. 

우시오에텐만구 
신사

9 F-6

이  다리는  승려  ‘준신'  과  주물  수리점 
딸  ‘오우마’의  금단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고치의 노래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맞은편에 있는 가라쿠리 
시계는 매시마다 ‘요사코이부시' 음악과 
함께 인형이 나와 춤을 춘다. 

하리마야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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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시에는  동경  133도  33분  33초, 
북위 33도 33분 33초의 지리적으로 
독특한 지점이 있다. 이 부근에는 13 
채의  도사  회반죽을  칠한  오래된  창
고가  있어서,  현재는  아트센터로  여
러  활동이나  이벤트에  사용되고  있
다. 

지구 33 번지와 
예술 공간 
와라코창고( 藁工
倉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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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시내에 에도시대부터 유일하게 
남아있는 무가 저택이다. 1989년 미
국인  역사연구가가  보존을  제창하였
다. 일본 전통 주택의 건축 양식이나, 
가구, 일상 도구를 통해 당시의 생활
을 들여다볼 수 있다. 

고치시 오카와스지 무사저택 
(大川筋武家屋敷) 자료 박물관 
전화:088-871-7565
휴관일: 수요일 및 12
월 27일~1월 3일까지. 
입장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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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조용한  절은  중국에  있는  오
대산(五台山)과  닮은  산에  724년  세
워졌다.  고요한  정원,  본당,  오층탑, 
시코쿠 순례의 시조인 홍법대사(空海)
를 모신 대사당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지쿠린지( 竹林寺 
시코쿠 88영장 중 
31번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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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키노  도미타로  박사와  연관있는 
식물원.  광대한  원내에서  계절마다
3000종의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다. 
열대식물의  온실과  박사의  업적을 
소개하는 기념관도 있다. 

고치현립 
마키노식물원
전화:088-882-2601
휴원일:12월27일~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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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시 동남부에 위치한 고다이산은 
벚꽃이나 철쭉으로 유명하다. 정상의 
전망대에서는 고치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고치 시내의 야경도 볼 수 있
어 인기가 있다. 

고다이산(五台山) 
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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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시장은  360년  남짓의  역사가
있고, 시민들의 생활에는 빼놓을 수 
없는  시장이다.  약  1km에  걸쳐  약 
400채의 가게가 늘어서 있고 싱싱한 
야채,  과일,  해산물,  골동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요시장

3 F-4

향토요리나 외국의 요리를 제공하는 
60여 개 음식점과 기념품 가게가 모
여있다. 고치현만의 특산물은 무엇
이든  살  수  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 

히로메시장
전화:088-822-5287
영업시간 : 8:00～23:00 
(일요일 : 7: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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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퍼
져있는,  고치가  발상지인  요사코이 
축제에  관한  상설전시를  하고  있다. 
그  외에  축제의  주요  동작을  멋진 
의상을 입고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고치 요사코이 
정보교류관 
전화:088-880-4351
휴관일: 수요일 및 
12월29일~1월1일. 
입장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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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요코야마  류이치는  만화  왕국
이라고  불리는  고치에서  태어났다. 
대표작  ‘フクちゃん(후쿠짱)’을  포함한 
진귀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류이치의 
장난기 넘치는 세계를 아이와 어른 모두 
가 즐길 수 있다. 

요코야마 류이치(横山隆一) 
기념 만화박물관
전화: 088-883-5029
휴관일: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개관), 12월 
28일~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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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우치가(家)는 260년 동안 고치를 
통치했다. 야마우치가에 관한 고문서, 
서화, 공예, 무기 등의 역사 자료를 전
시할 예정이다. 고치성 정문 앞에 개관 
예정(지도 E-4). 

도사 야마우치가
(土佐山内家) 보물 자료관
전화:088-873-0406  
휴관중(2017년 고치
성역사박물관으로 
새로운 곳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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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에서  가장  유명한  사카모토  료마
(1835-1867)는  이  근처에서  태어났다. 
그의 청소년 시절의 에피소드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소개하고 있다. 입체모형 전시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다국적 음성 가이드도 이용할 수 있다. 

료마가 태어난 
거리 기념관
전화:088-820-1115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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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 get a certificate for your 
visit from the executive committee. 
(www.chikyu33.com)

태평양에  접한  가쓰라하마는  짙푸른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밀려드는 흰 
물결과  감청색의  바다가  훌륭한  경
관을  만들고  있다.  또  달맞이  명소
로도  유명하다.  언덕  위에는  사카
모토 료마동상이 있다. 

가쓰라하마 해변
전화:088-84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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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막부  말기의  지사(志士)인 
사카모토  료마의  생애와  인물됨을 
소개하고  있는  기념관.  그는  에도 
막부  말기의  사회적,  정치적인  변
혁에  영향을  주었다.  료마의  자필 
편지를  비롯한  귀중한  자료가  전시
되어 있다. 

사카모토 료마 
기념관
전화:088-841-0001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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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고치역  바로  앞에  있는 목조건물의 
정보센터.  이곳에서는  고치의  특산
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Cool!
“참  아름다운  정원이군요.  마키노 
도미타로는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식물박사입니다. ”

Cool!
“ 당시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보관된  뒷편에  있는  별채 
자료관도 추천합니다.”

Cool!
“ '일본 1,000년의 정치 지도자' 설문조사에
서 1위를 한 사카모토 료마가 태어났을 당시
의 이곳 고치 가미마치(上町) 주변을 재현한 
듯한 모습이며, 그의 생애가 귀여운 삽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설명돼 있고 가볍게 돌아볼 
수 있어 더욱 좋은 곳이다. ”

Cool!
“일본식  주택과  정원을  견학할  수 
있는  멋진  곳.  조용히  여유로움을 
느껴  보십시오. ”

Cool!
“전혀  몰랐던  사람들과도  같은  테
이블에서  먹고  마시다  보면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고치 특유의 정을 
느낄 수 있으니 꼭 가보세요! ”

Cool!
“다양한  노점들이  길게  늘어져  있어 
보는 재미, 먹는 재미 모두 충족시킬 
수 있어요. 고치 사람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
요. ”

Cool!
“아주 흥미로운 전통적 제조과정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 굉장해요. 여러분도 종이 
만들기에 도전해봐요! ”

Cool!
“탁 트인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어느  방향에  어떤  곳들이  있는지  써 
있어서,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도  재
미있어요. ”

Cool! “여기에서는 요사코이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춤도 춰 볼 수 있다! ”

Cool!
“빨갛고 작은 다리는 고치시의 포토존!!!!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제격이다. 다리 
근처는  고치시의  중심가로  '오비야마치'  등 
볼거리가  많고,  구경  후  조금  지쳤을  때, 예쁜 
연못 가에 앉아서 고치의 명물 ‘아이스크링'을 
먹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

Cool!
“이곳을  찾아오신  여러분은  실행위
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
니다.(chikyu33.net) ”

Cool!
“고치성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고치의 
푸른  경치를  보며  쐬었던  상쾌한  바람을
잊을 수 없다. 또한 높은 처마 끝에  있는 
'샤치'라고  하는  상상의  동물상을  작은 
창문을 통해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 마치 
액자 속 그림 같은 느낌을 준다.” 

Cool!
“별로 알려지지 않지만 아름답고 조용
한 장소. 야마우치 신사로 향하는 길을 
산책하면 매우 상쾌하다. ”

Cool!
“날씨가  좋은  날에는  큰  창으로  태평양을 
일망할 수 있다 . 이 바다의 저편에 하와이
섬이 있는 것 같다. ”

Cool! “장대한  도사만(湾)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해변이다! ”

Cool!
“이  중요한  절에는  17개의  불상이 
전시되어  있어요.  불교미술  애호
가에게는 추천입니다. ”

Cool!
“고치의  하늘은  숨을  들이켜는  것 
같습니다.  신사  가까이에  있는  다리 
위에서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습
니다. ”

Cool! “하구는 절호의 서빙 포인트로 서퍼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다. ”

Cool!
“만화관 입구에 있는 소년인형과 악수하면, 
일본어로 “안녕하세요. 나는 후쿠짱이에요. 
놀러 오세요.”라고 해요. 그 옆에 걸린 크고 
인상적인  그림은  요코야마집의  차고문에 
그려진 것이에요.”

고치 SGG 클럽
고치 SGG클럽은 관광가이드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e-mail: kochisgg@hotmail.co.jp　　　　　
http://kochisgg.web.fc2.com/
Copyright © 2016 Kochi SGG Club All Rights Reserved.

유용한 일본어 표현
곤니치와（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아리가또고자이마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스미마셍（すみません） 실례합니다 / 죄송합니다 / 감사합니다.
~에 이키타이노 데스가 ~에 가고 싶은데요..
（～へ行きたいのですが・・） 

고레오 쿠다사이（これを下さい。） 이거 주세요.
이쿠라데스까?（いくらですか？） 얼마예요?
코코와 도코데스까? 여기가 어디에요?
（ここはどこですか？） 

유용한 정보/ 주요기관 전화번호

고치역 안내소　高知駅案内所

088-822-8229

고치현 국제교류과　高知県国際交流課

8:30-17:15　　088-823-9605

고치현 관광 컨벤션협회　高知県観光コンベンション協会

8:30-17:15　　088-823-1434　　http://www.attaka.or.jp/

고치현 국제교류협회　高知県国際交流協会

8:30-17:15　　088-875-0022　　http://www.kochi-kia.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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