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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관
「일본·중국 공동 사육 번식 연구」 를 위해, 자이언트 팬더를 2000년부터 
사육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팬더를 통해 희소 동물의 보호나 씨앗의 보존, 
자연 환경 보전에 대해 생각해 주세요.

이진칸 구 헌터 주택（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
4월· 5월· 10월은 관내를 공개합니다.

북극곰 우리
폭포와 인조바위를 사용해 서식지의 자연 환경에 가까운 정경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육상과 수중의 양쪽의 모습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 아이의 나라
「코알라 우리」 나 통행이 가능한 「다람쥐와 새의 숲」 등 신나는 시설이 
가득합니다. 수달, 레서 팬더의 귀여운 몸짓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남 광장」 에서는 염소, 양, 거위 등을 방목하고 있으며, 토끼, 
기니 피그와의 만남 코너도 있습니다.

동물 과학 자료관
코끼리와 기린 등의 골격 표본을 비롯한 6개의 전시존이 있습니다. 다양한 
동물의 먹이를 알 수 있는 “동물 레스토랑”등, 즐기면서 야생 동물의 생태나 
특징을 배울 수 있는 코너나, 강당과 도서관 등의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휴식홀에서는 펭귄의 수중 생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원형 맹수 우리
호랑이, 사자 등 고양이과 표범속의 대형 맹수 5종을 모두 전시. 자연목, 암석 
등 서식지에 다가가 사육 환경에서 사는 맹수들을 유리 너머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동물 서포터 모집 중 !!

고 베시립  오지동물원

메모리 스탬프

영업시간

요금안내

•효고현 내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분은, 경로 수첩등 주소·성명·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것을 지참해 주세요. 장애인 분들은 장애자 수첩 등을 지참해 주세요.

○주차장　오지공원 주차장 요금（30분씩 시간제）
　■ 승용차
　　·0∼2시간까지 30분에 150엔
　　·2∼4시간까지 30분에 100엔
　　·4시간 이상의 경우 30분에 50엔
　■버스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버스 주차할 수 없습니다.
　　·30분에 500엔　　　　※ 단, 3000엔을 상한으로 합니다.

고베시립 오지동물원
⊩657-0838 효고현 고베시 나다구 오지쵸3-1

대인（고등학생 이상）
중학생 이하

효고현 거주 65세 이상
장애인

개인
단체

30~99명
600엔 540엔 480엔 420엔

100~299명 300명 이상

무료

대상

대상기간

3월~10월
11월~2월

개원시간

오전9:00
오전 9:00

폐원시간
（마지막 입장시간）
오후 5:00 (오후 4:30)
오후 4:30 (오후 4:00)

휴원일
매주 수요일(공휴일의 경우는 개원)
12월 29일~1월 1일
 (봄 방학·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임시로 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동물들에게 장난을 하거나 음식을 
주지마세요.

　■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 공 등의 놀이기구나 장난감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원내에서의 음주·흡연은 금지입니다.

주의

http://www.kobe-ojizoo.jp

왕자 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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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羽 램프 (灘浜東 도시)

한신 전철

마야 램프한신 고속 코베 선生田川 램프교 바시 램프

하버 고속도로 (한신 고속 해안선에서 환승)

주변 지도
N

春日野道

春日野道 동굴 西灘

나다

○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
　■ 한큐 「오지코엔」역에서 서쪽으로 도보3분 
　■ JR 「나다」역에서 북쪽으로 도보5분
　■ 한신 「이와야」역에서 북쪽으로 도보10분
　■ 고베버스 90·92계통 「오지동물원앞」 버스정류장 하차
　■ 신칸센 「신고베」역에서 택시10분, 또는 「누노비키」 버스정류장 시버스 90·92계통 

입원 안내

코알라 가이드 일요일 만남 시간 매일

북극곰의 눈 놀이12월∼2월, 토·일·공휴일

※예고없이 변경 · 중지 할 수 있습니다.동물 가이드 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
락

토·일·공휴일은 매우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