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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 오즈 역에서의 소요 시간: 차로 5분, 걸어서 15분

오즈죠(성)

오미 국(시가 현)에서 태어났으며, 일본 

양명학의 시조로 알려진 나카에 토주는 카토 

가문의 신하였던 조부와 함께 10세 때 

요나고에서 오즈로 왔습니다. 27세에 오즈를 

떠나 오미로 귀향하였으나, 그 후로도 많은 

오즈  한시(영주  휘하  무사)가  토주의 

가르침을 받아 오즈 한(영주 통치령)에 

학문을 중시하는 기풍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지토쿠도(지덕당)는 오즈에 살았던 100섬 

녹봉 무사의 가옥을 본떠서 토주 저택 터에 

세운 서원으로 지금은 오즈 고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토주와 공자의 목조가 안치되어 

있으며, ‘나카에의 물’이라 불리는 오래된 

우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목조 2층 주택은 타이쇼 14년(1925년)에 

구 한슈의 자손인 카토 야스미치 씨가 세운 

것입니다. 2층의 세 방향을 덧문 대신 ‘유리 

장지’라 불리는 유리창으로 만든 개방적인 

모습이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곳곳에서 구 

영주 가문다운 높은 격식을 느낄 수 있으며, 

영화  「남자는  괴로워」의  촬영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부지는 ‘오토노사마 공원’

으로 정비되었고, 병설 시설인 ‘매장 문화재 

센터’에는 오즈죠 성터에서 출토된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요 지역 8개 한 중에 최초로 한이 설립한 

학교인 ‘시젠쇼인메이린도’는,  나카에 

토주의 백회기인 엔쿄 4년(1747년)에 

창설되었습니다. 한슈의 죽음과 재정난으로, 

계획 후 3년 후에야 완성되었습니다. 무사 

계급 이상의 자제를 교육하는 장으로,  

양명학자 카와다 유킨도 지도에 힘썼습니다. 

메이지 5년(1872년)의 학제 발포에 의해 

폐지되었으나,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조(흙벽 

석회 건물)가 한이 설립한 학교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795-8601)에히메 현 오즈 시 오즈 690-1(Ehimeken Ozushi Ozu 690-1)

TEL 0893-57-9993　FAX 0893-23-5760　E-mail bunkasportska@city.ozu.ehime.jp

오즈 시 교육위원회 문화스포츠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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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즈 한 초대 한슈 카토 사다야스가 아버지인 

미츠야스(소케이인덴)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하였고, 이후 역대 한슈의 보제를 기원하는 절이 

되었으며 임제종묘심사파의 말사입니다. 창건 

당시는 시즈키야마 소케이인이라 불렀으나, 텐메이 4

년(1784년)에 료고잔 소케이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내에는 한의 선조 미츠야스, 초대 사다야스, 6대 

야스미치, 8대 야스유키, 10대 야스즈미, 11대 

야스모토, 13대 야스아키의 묘소가 있습니다.

오즈죠 주변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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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노마루의 외해자 남쪽 

모퉁이에 위치하며 현존하는 

오즈죠  망루  중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  창건  

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쿄호 

7년(1722년)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44년 후인 

메이와 3년(1766년)에 

재건하였습니다. 중요한 

곳에는 솔송나무를 사용하고 기둥에는 소나무를 사용하였으나, 한의 

재정난 때문에 공사에 관리들이 동원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해 힘썼던 

사실을 무나후다(현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부는  타이코  벽(벽을  두껍게  한  부분 )에  대나무관을  안에  넣고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흙벽으로  덮은  좁은  틈인 카쿠시자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 배지붕 에  혼 가 와 라 부 키

(평기와와 둥근기와를 맞물려 

끼워넣음) 방식을 택한  창고형 

건축물로, 내부는 일부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건 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오즈죠 내에 남아 있는 유일한 창고 건축물입니다.

건물 외부는 뒤쪽까지 석회칠이 되어있으며, 성 내의 식량고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지 이후는 감옥, 제사 공장의 창고 등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니노마루의 동쪽 모퉁이에 

독립해 있는 망루로, 히지카와 

강에 접해 있어 강의 상하류를 

샅샅이 살필 수 있는 요지로서 

성 동쪽의 방어를 맡았습니다. 

창건 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텐포  1 4 년( 1 8 4 3년 )에  

재 건 되었 습 니 다 .  외 부  

모퉁이에는 하카마(주름치마 

모양의 일본 전통의상) 모양의 낙석 장치를 달았으며, 그 일부를 

격자창으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잦은 홍수 피해로 훼손이 심하여, 쇼와 34년(1959년)에 해체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 지반의  돌담을 약 2.6m 높였습니다.

오즈죠는 히지카와 강 주변에 있는 야트막한 언덕에 세워진 평산성으로, 뒤에 흐르는 히지카와 

강을 천연의 해자로 이용하고, 남쪽을 향해 니노마루와 산노마루를 배치하여, 내해자와 

외해자로 에워싼 제곽식의 성곽입니다. 별칭으로 지장 산성, 거북이 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오즈죠의 축성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중세 무렵 오즈 지방의 영주였던 시모츠케 국(토치기 현) 

출신의 우츠노미야 씨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시코쿠를 평정한 

후에, 코바야카와 타카카게, 히데요시의 충복 무사 토다 카츠타카, 축성의 명수 토도 타카토라, 

시츠가타케 전투 칠본창(맹활약한 일곱 무사) 중 한명인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어서 

입성하였으나, 근세 성곽으로 본격적으로 정비된 것은 토도·와키자카 시대로 추정됩니다. 겐나 3

년(1617년), 카토 사다야스가 호키 국(톳토리 현) 요나고로부터 입성한 이후, 메이지 2년(1869

년)의 판적봉환(영주 통치령의 국가 환수)이 있기까지 오즈 한 카토 가문 6만섬의 거성이 

되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 18 채나 있던 망루가 차례로 없어지고 메이지 21년(1888년)에는 천수각까지 

철거되었지만, 헤이세이 16년(2004년)에 4층 4계의 천수각이 목조로 복원되었습니다.

혼마루의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와타리 망루로 북쪽의 

천수각과 이어져 있습니다.

안세이 4년(1857년)에 대지진으로 크게 파괴되었으나 3년 

후인 만엔 원년(1860년)에 재건되었습니다. 그 때 외벽이 

시타미이타바리(판자벽)에서 싯쿠이(석회벽)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층 지붕에는 당파풍 처마, 남서쪽 

모퉁이에는 하카마 모양의 낙석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창 바깥으로 나오기 위한 마와리엔

(툇마루)에 의보주가 붙은 난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망루에 

이러한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아주 보기 드문 경우로 천수각 

다음 가는 격식 높은 망루로 여겨집니다.

오즈죠에 현존하는 4채의 망루 중 가장 큰 건물이며 

와타리 망루로 천수각과 이어져 있습니다. 천수각에 

버금가는 규모로 ‘소 천수각’이라 할 만큼 위용있는 

모습입니다.

에도 시대 전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안세이 4년

(1857년)의 대지진으로 크게 파괴되어 2년 후에 

재건되었습니다. 부엌의 기능을 겸비한 보기 드문 

건물입니다. 농성시에는 병사를 위한 부엌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1층의 3분의 1이 흙마루이며 배연용 격자창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 북측에 있는 천조파풍(삼각형 

모양) 지붕의 중앙에는 화두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천수각 주춧돌(이설) 4망루 밑 문 터 5산노마루 북서쪽 모퉁이 망루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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