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UKIMODOSHI”                 ・・・

아와지섬의 추억의 장난감 공장 및 체험 시설

일          본

미          국

스    페   인

브    라   질

중          국

대          만

Makitori/Makibue/PiropiroBue/pi-hyarabue/hebibue

그 밖에도・・・

 그 밖에도

(직역하면 시어머니 살인자라고 합니다. 무섭네요)

(시어머니의 혀라는 뜻이래요)

“FUKIMODOSHI NO SATO”의 캐릭터
“FUKUNEKO” 복(불다)고양이

오시는 길오시는 길

제작 체험 안내

자동차

버스

Higashiura I.C. 　　약 8분

Hokudan I.C.        　약 16분

Kobe Airport           약 55분

Kansai I.A.  　　 　　약 1시간 50분

Sumoto City       　  약 40분

Kobe City          　　약 45분

Osaka City       　　 약 1시간 20분

고속버스( Honshinii 버스정류장 경유) 고속버스 Ooiso (Higashiura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경유)
Sannomiya 역→ 버스 약45분 →
고속 Maiko　 → 버스 약 15분

Shin Kobe 역→  버스 약 1시간 10분
Sannomiya 버스터미널 →버스 약 55분
고속 Maiko→ 버스 약 25분

“FUKIMODOSHI NO SATO” 버스정류장 (운행 기간 있음 에서 )바로
  Kouchi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약 5분

Honshinii

Awa jin Awa Hime 버스 (커뮤니티 버스)

Higashiura 버스터미널 

Awajin Awa Hime  버스

※쇼핑만 원하시는 분께서는 
직영점 “YUME NO HAMA” 이용하세요

접수 시간

입장료
제작 체험료 포함

1월 1일
휴일

어린이 (만3세~중학생까지) 300엔
성인 (고등학생 이상)           500엔

개인 예약 불필요

단체 20인 이상 또는 버스
입장은 예약 필요
※ 대형버스 주차 4대 가능

 용지는 WEB에서
 다운로드

推荐使用

각종 신용 카드, QR 코드 결제, 전자 화폐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MATASUEGRAS

BLOWOUTS

LINGUA-DE-SOGRA

吹龍、吹巻 (불면 용이 길게 뻗는다 !?)

　　　　　　　　　　　　　   “Party Blowouts”,  “Party horn”,  “Party Blowers”
                                         “Paper Blowers” ,  “Party Noisemakers”

세계의“FUKIMODO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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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상황을 확인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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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KIMODOSHI NO S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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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dan Earthquake 
Memorial Park
Hokudan Earthquake 
Memorial Park

Toshima
Honshinii Bus StopHonshinii Bus Stop

Hyogo Prefectural 
Awaji High School
Hyogo Prefectural 
Awaji High School

Hokudan I.C.Hokudan I.C.

Prefectural Route 71

Prefectural Route 71

Kuruma

Road Station
Higashiura 
Terminal Park

Sales of various kinds
of souvenirs

Heisei HospitalHeisei Hospital

“YUME NO HAMA”

(동쪽방향 운행 약 12분
 Kouchi 버스정류장 하차 도보 5분)

→ 도보 약 20분 택시 약 8분



“FUKIMODOSHI(코끼리 피리)”를 사려면？“FUKIMODOSHI(코끼리 피리)”를 사려면？

Q“FUKIMODOSHI”  가 뭐야?

A 입에 물고 후~하고 불면 술술 뻗은 후 끝부터 동글동글 말리며 되돌아 오는 
    일본의 옛날 장난감이야

A 1900년대 초반 무렵에는 이미 일본에서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잘 몰라
   하지만 옛날부터 마쓰리의 노점이나 그림 연극의 경품 등으로 인기가 있어서, 일본 
   전역에서 유명했던 장난감이야

A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FUKIMODOSHI”  를 부는 
　습관이 있어 그리고, “FUKIMODOSHI NO SATO”(옛 “YAHATA KOUNDO”)의 
   “FUKIMODOSHI”  는 BLOWOUTS 라는 이름으로 1960~70년대에 미국, 캐나다, 
   유럽, 러시아, 브라질 등  많은 국가로 수출을 했대

A “FUKIMODOSHI NO SATO”의 코끼리 피리는 일본 업체의 재료와 부품을 사용하고
    있고, 아와지섬 사람들의 수작업으로 만들어 품질이 좋아 게다가다양하고 재미있는 코끼리
    피리나 의료, 간호, 미용 등 여러 목적에 맞는 코끼리 피리를 만들고 있는 데, 그런 곳은
    세계적으로 “FUKIMODOSHI NO SATO” 뿐이야

추천 상품추천 상품
불면 말리며 돌아오는 단순한 장난감이지만,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완전 긴 코끼리 피리(3개입)
600엔
보통 코끼리 피리의 약 2배(약 80cm)
인 슈퍼 사이즈! !

지옥의 삐햐라
1,200엔
궁극의 코끼리 피리. 
최대 19개의 코끼리 피리를 조인트로 연결했어요

이제 분다! 하고 불지 않으면 바위. 조금 불면 가위. 
끝까지 다 불면 보

가위바위보 삐햐라
600엔

수염 안경
600엔
누구나 할 수 있는 순간 변신. 
뒤돌아 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인기인!

1 · 2 · 3 세트
600엔
1번째 나오는 건 코끼리 코! 2번째 나오는 
건 토끼 귀! 3번째 나오는 건?

※ 가격은 모두 세금 별도입니다

“FUKIMODOSHI NO SATO” 에서는 누구나 코끼리 피리 공장 견학이나 제작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코끼리 피리를 불어보고 싶지 않나요? (체험 시간 30분~60분)

1.입장 2.설명 및 재료 선택 3.코끼리 피리 제작
“FUKIMODOSHI NO SATO”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접수대에서 직원에게 입장료(체험 비용 포함)
을 지불해 주십시오
나만의 코끼리 피리를 만들어 보아요

4.비법 소개
완성된 코끼리 피리를 사용한 재미있는 불기 방법을 
2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꼭 도전해 보세요!

5.시설 견학, 쇼핑
비매품 스페셜 코끼리 피리나 코끼리 피리를 
사용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쇼핑 코너에서는 기념품으로 코끼리 피리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직원이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비디오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후, 원하시는 색상과 디자인의 종이와 
통을 선택하세요

재료를 선택하셨다면 드디어 코끼리 피리 
제작 시작! 한 사람당  6개까지 코끼리 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6.퇴장
많은 기념품과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삐로삐로 축구

코끼리 피리를 사용하여 공을 골대로!

스페셜 코끼리 피리스페셜 코끼리 피리

이곳에만 있는 특별한 코끼리 피리가 가득! ! 많이 즐겨 주세요!

“FUKIMODOSHI NO SATO” 에서는 재미있는 상품이나 건강 굿즈, 제작 체험 세트 등 다양한 상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코너 외에 인터넷 쇼핑몰이나 아와지섬 기념품점, 전국 취급 매장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인터넷 쇼핑몰
“FUKIMODOSHI NO SATO” 직영

기념품점 “YUME NO HAMA”

657 Ura, Awaji-shi, Hyogo Prefecture Michi no Eki Terminal Park
※ 혼잡시에는 히가시우라 버스터미널 주차장으로(주차 2시간 무료)

기타 전국 양판점 및 
장난감 매장 등

“FUKIMODOSHI”란？

Q 옛날이라면 언제부터 있었어?

Q 다른 나라에도  “FUKIMODOSHI”  가 있어?

Q “FUKIMODOSHI NO SATO”의  “FUKIMODOSHI(코끼리 피리)”  는 다른 곳의 피리와 뭐가 달라?

체험 시설 “FUKIMODOSHI NO SATO”체험 시설 “FUKIMODOSHI NO SATO”

超ロング吹き戻し
CHO RONGU FUKIMODOSHI

ヒゲめがね
HIGE MEGANE
ヒゲめがね
HIGE MEGANE

地獄のピーヒャラ
ZIGOKU NO PI-HYARA

じゃんけんピーヒャラ
JANKEN PI-HYARA

1・2・3 セット
1・2・3 SET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