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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시마공항 신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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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아리아케

사가공항

오이타공항

후쿠오카공항

하카타항

미야자키공항

아소구마모토공항

큐슈에는 7개 현이 있어요!

큐슈는 일본 열도 중 가장 남서쪽에 위치한 섬이다. 면적은 44.256㎢이며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오이타, 구마모토, 미야자키, 가고시마 7개 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다에 둘러싸인 섬 지형으로 인해 특징 있는 해안선과 

많은 섬들이 있으며, 매우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다. 

‘불의 나라–큐슈’라고 불릴 정도로 훌륭한 온천들이 각 지역에 산재하고 있으며, 

연 평균 기온이 16℃ 정도로 한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따뜻하고 온난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일년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사가현
도자기 왕국 ‘사가현’은 큐슈의 서북부에 위치한다. 

도자기 명산지로 유명한 아리타와 이마리 지역과 

아름다운 해변 가라츠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후쿠오카현
큐슈 여행의 관문, 큐슈 최대의 중심가. 

캐널시티와 텐진, 나카스 등에서 

다양한 쇼핑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오이타현
세계적인 온천 밀집 지역인 ‘오이타’. 

일본 최고의 용출량을 자랑하는 벳푸와 

아기자기한 온천 테마마을 유후인 등 

일본 전통 료칸에서 편안하고 

릴렉스한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미야자키현
푸르른 대지와 탁 트인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진 바다. 남국 내음이 

물씬 풍기는 미야자키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감상하면서 골프, 스키, 온천 등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구마모토현
일본의 3대 성곽 중 하나인 구마모토성과 

현재도 활동 중인 칼데라호 아소산으로 

유명하다.

나가사키현
일본에서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 ‘나가사키’.

이국적인 정서가 물씬 풍기는 하우스텐보스도 

이곳 나가사키에 있다.

가고시마현
일본 최초의 문명을 꽃피운 역사의 고장. 

일본 유일의 천연 모래찜질과 

사쿠라지마 화산의 영향을 받은 

온천들이 즐비하여 추운 겨울철 여행지로 

각광 받고 있다.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

미야자키현

오이타현

후쿠오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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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큐슈로 떠나기! 2014년 6월 현재

- 선박편 -

- 항공편 -

인천  비행시간 약 1시간 20분

인천→ 후쿠오카 (매일)

대한항공 08:00/14:05/18:35

아시아나항공 9:10/14:00/17:00

제주항공 15:30

티웨이항공 10:05

후쿠오카→ 인천 (매일)

대한항공 10:30/16:25/21:05

아시아나항공 11:30/16:20/19:20

(금 12:35/16:20/19:20 일 11:50/16:20/20:10)

제주항공 17:35

티웨이항공 12:25

부산  비행시간 약 50분

부산→ 후쿠오카 (매일)

대한항공 09:15/17:55

에어부산 10:00/18:00

후쿠오카→ 부산 (매일)

대한항공 11:05/19:45

에어부산 11:40/19:40

제주  비행시간 약 1시간 10분

제주→ 후쿠오카 (금·일·화)

아시아나항공 10:05 (금)/11:00 (일)/19:50 (화)

후쿠오카→ 제주 (수·금·일)

아시아나항공 10:00 (수)/12:05 (금)/13:00 (일)

후쿠오카공항

비행시간 약 1시간 30분

인천→ 구마모토 (월·목·토)

아시아나항공 09:50 (목·토)/15:00 (월)

구마모토→ 인천 (토·월·목)

아시아나항공 12:20 (목·토)/17:30 (월)

아소
구마모토공항

비행시간 약 1시간 35분

인천→ 오이타 (금·일)

대한항공 13:10 (금)/16:20 (일)

오이타→ 인천 (금·일)

대한항공 15:45 (금)/18:55 (일)

※ 현재 일시 운행 정지

오이타공항

비행시간 약 1시간 35분

인천→ 가고시마 (수·금·일)

대한항공 09:30 (수·금)/13:00 (일)

가고시마→ 인천 (수·금·일)

대한항공 12:10 (수·금)/15:55 (일)

가고시마공항

비행시간 약 1시간 40분

인천→ 미야자키 (수·금·일)

아시아나항공 10:00 (수·금)/16:00 (일)

미야자키→ 인천 (수·금·일)

아시아나항공 12:50 (수·금)/18:50 (일)

미야자키공항
    _후쿠오카공항에서 시내로
▶︎버스 
후쿠오카 공항 국제선터미널에서 시내로 바로 가는 방법은 
니시테츠 버스 A번을 이용한다. 하카타역까지 약 18분 
(260엔), 텐진까지 약 33분 (310엔) 소요된다.

▶︎지하철 
공항셔틀버스를 이용해 국내선터미널로 이동해 (약 15분) 
후쿠오카시영 지하철을 이용한다. 하카타역까지 약 10분, 
텐진까지 약 20분 소요된다.

    _하카타항에서 시내로
▶︎하카타항 국제터미널에서 니시테츠 버스를 이용한다. 하카타 
역까지 11, 19, 50, 80번 버스로 약 20분 (230엔), 텐진까지는 
55, 80, 151, 152 버스로 약 15분 (190엔) 소요된다.

※ 하카타역 → 하카타항 88번  /  텐진역 → 하카타항 80번
하카타역이나 텐진에서 하카타항으로 들어가는 

버스 번호와 정거장을 미리 알아 놓자!!
정거장 위치는 10, 11페이지를 참고하세요.

Tip

인천→ 가고시마 (수·금·일)

대한항공 09:30 (수·금)/13:00 (일)

가고시마→ 인천 (수·금·일)

대한항공 12:10 (수·금)/15:55 (일)

나가사키공항

비행시간 약 1시간 25분

인천→ 나가사키 (수·금·일)

진에어 08:30 (수·금)/17:10 (일)

나가사키→ 인천 (수·금·일)

진에어 10:50( 수·금)/19:30 (일)

아리아케

사가공항

비행시간 약 1시간 20분

인천→ 사가 (수·금·일)

티웨이항공 14:50 (수·금·일)

사가→ 인천 (수·금·일)

티웨이항공 17:10 (수·금·일)

도착항 출발항 소요 시간 편수 운행 회사

하카타항

부산(고속선) 2시간 55분 1일 5~8편
JR큐슈고속·미래고속
www.mirejet.co.kr

부산(훼리) 약 6시간 1일 6편
카메리아 라인

www.koreaferry.co.kr

시모노세키항 부산(훼리) 약 13시간 매일
간부 훼리·부관 훼리
www.pukwan.co.kr

이즈하라
(쓰시마)

부산(고속선)

약 2시간

약 2시간 10분

주6편

매일

미래고속
www.mirejet.co.kr

대아고속해운
http://intlkr.daea.com/

히타카츠
(쓰시마)

부산(고속선) 약 1시간 10분 매일

미래고속
www.mirejet.co.kr

대아고속해운
http://intlkr.daea.com/

※ 계절에 따라 스케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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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노세키

카라토

모지항

나카마

치쿠호

요부코

히라도
이마리 고속 키야마마츠우라

가라츠

마에바루 노가타

나카츠

벳푸

우스키

히타

쿠루메

오무타

아소

오니이케항

구로카와

운젠

혼도

이즈미

아쿠네

센다이

쿠시키노

카노야

시부시 니치난

유노모토

사쿠라지마

이부스키

타니야마

야마가와

마쿠라자키·카세다

오쿠치
아야사

기리시마

사이토

미야코노조

미나마타

히토요시

쿠라노모토

신야츠시로 다카치호 노베오카

우시부카

쿠치노츠항

이사하야 시마바라

사세보

하우스텐보스

우레시노
유후인츠에타테

타카츠카

유쿠하시

기타큐슈(고쿠라)

기타큐슈 공항

오이타 공항

오이타

후쿠오카

하카타항 국제터미널

후쿠오카 공항

사가

사가 공항

구마모토

구마모토 공항

가고시마

가고시마 공항

미야자키

미야자키 공항

나가사키 공항

나가사키

패스를 이용해 여행하자!
큐슈 전역의 버스를 마음대로!!
SUNQ 패스 노선도<철도 패스>

큐슈전역을 여행하려면!!

JR큐슈레일패스

: 큐슈신칸센 전구간과 큐슈 지역 전체의 JR특급, 보통 열차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레일패스이다. 

3일권 : 14,400엔 / 5일권 17,490엔

사용방법 : 패스구입 후 교환권을 JR역의 미도리노마도구치에서 큐슈레일패스로 교환해서 사용한다.

판매대상 : 해외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여행객

구입처 : 한국 내 레일패스 취급 여행사 (일본현지에서는 구입 불가)

교환처 : 하카타, 구마모토, 나가사키, 가고시마, 미야자키, 오이타, 고쿠라, 사가의 각 JR큐슈여행지점

            이나 모지코(여행센터 포함), 고쿠라(여행센터 포함), 하카타, 사가, 나가사키, 벳푸(여행센터 

            포함), 오이타, 구마모토, 가고시마중앙, 미야자키, 미야자키공항의 각 역.

북큐슈만 여행하려면!!

JR북큐슈레일패스

: 큐슈신칸센 중 JR하카타역에서 JR구마모토역 구간과 후쿠오카,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사가현 내의 

JR특급, 보통 열차를 기간내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레일패스이다. 큐슈의 북쪽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

는 북큐슈레일패스이다.

3일권 : 7,200엔 / 5일권 9,260엔

※사용방법, 구입처, 판매대상은 JR큐슈레일패스와 동일하다.

교환처 : 하카타, 구마모토, 나가사키, 오이타, 고쿠라, 사가의 각 JR큐슈여행지점이나 모지코(여행센터 포함), 

             고쿠라(여행센터 포함), 하카타, 사가, 나가사키, 벳푸(여행센터 포함), 오이타, 구마모토의 각 역.

큐슈 당일버스 여행이라면 

  쿠루쿠루버스!!

쿠루쿠루버스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큐슈의 주요관광지를 보다 즐겁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게 태어난 현지 투어버스입니다.

쿠루쿠루란? 일본어로 「くるくる」라고 표기하며 뜻은 [뱅글뱅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쿠루쿠루버스는 후쿠오카를 기점으로 큐슈 전체를 연결하는 총 7개의 코스로 운행할 예정이며  

유일한 한국인 전용 투어버스입니다.

http://www.kurukurubus.com/

<버스 패스>

산큐(SUNQ)패스

: 큐슈 지역과 시모노세키를 포함한 지역에서 

공항버스, 고속버스, 일반노선버스, 일부 선박을 

기간 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이다.

북부큐슈 3일 : 6,000엔 (일본 구입 8,000엔) 

전 큐슈 3일 : 10,000엔 / 전 큐슈 4일 : 14,000엔

  구입처 : 한국 내 전문 여행사, 큐슈 내의 

              여행 안내소 및 버스센터

  http://blog.daum.net/nnr_haruka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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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야후 재팬 돔

오호지
공원

호크스 타운몰

후쿠오카 성터 스미요시 신사
하카타역

토초지

후쿠오카시 미술관

후쿠오카시 
박물관

후쿠오카
타워 나카스카와바타

캐널시티
하카타

후쿠오카 福岡

Hello!!

후쿠오카현은 큐슈 전체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지역이다. 그 중 후쿠오카시는 

큐슈의 정치, 문화, 경제, 패션이 집중되는 큐슈 최대의 중심 도시이다. 후쿠

오카는 후쿠오카 국제공항과 하카타항 여객터미널로 편리하게 연결되어 우

리나라 여행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유명 백화점과 각종 쇼핑몰들이 늘어서 

있는 텐진 구역, 화려한 네온사인과 전통 있는 요리전문점들이 즐비한 나카

스 등 화려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큐슈의 관문,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후쿠오카의 더 자세한 정보는

www.crossroadfukuoka.jp

하카타

Tip

Access

전철 

후쿠오카공항(福岡空港)→하카타역

(博多駅)　(무료셔틀을 이용하여 국내

선 터미널로 이동) 시영지하철 10분

(260엔) 텐진(天神)까지는 20분

버스 

후쿠오카공항(福岡空港) 국제선 버스

터미널 1층 2번 승차장→하카타역(博
多駅) 니시테츠 A번(310) 8분 260엔

텐진(天神)까지는 33분

공항 → 시내

항구 → 시내

버스
하카타항(博多港)→하카타역(博多駅) 

11,19, 50, 80번 20분(230엔)

텐진 방면 : 55, 80, 151, 152번 15분

(190엔)

스페이스월드

JR
신칸
센

가라쓰 방면

하카타항

도스

다자이후

구루메

야나가와
오무타

구마모토 방면

기타큐슈공항

후쿠오카공항

모지코

고쿠라

가라츠

니지노 마쓰바라

히젠유메카이도
사세보

히젠야마구치

하카타,혼슈 방면

도스
요시노가리 유적

요시노가리 공원

사가공항

하도미사키

나가사키 방면

다쿠세이보

요부코

우레시노

다케오온천

유후인 방면

사가현 방면

츠시마 방면 (대마도) 구로가와온천
오이타 방면

다카모리

다카치호 방면

신미나마타

야츠시로

신야츠시로

아소 구마모토공항

다테노

츠에다테온천

히타

우토
미스미

아마쿠사공항

하카타 방면

아소

본토

구마모토

노베오카

미야자키공항

니치난
시부시기리시마온천

고바야시

기리시마, 에비노

하야토

요시마쓰

다카모리

미야자키

사가, 하카타 방면

미야자키 방면

신야츠시로 방면

시마바라

가즈사

이사하야

나가사키공항

사가, 하카타 방면

하이키

JR
마츠우라철도
시마바라철도(시마테츠)
버스

히라도
타비라히라도구치

이마리,아리타 방면

사세보

구주쿠시마

나가사키

하우스텐보스

운젠

신칸센
JR
미나미아소철도
버스
항로

JR
신칸센
니시테츠
지하철

버스
항로

아리타

이마리
사가

JR
마츠우라철도
버스

가라츠본선

사세
보선

치쿠히선

가고시마주오

고바야시

기리시마,
에비노

기리시마 신궁

하야토

이부스키마쿠라자키

지란
사쿠라지마

센다이

이즈미

가고시마공항

요시마쓰 

오이타

오이타공항

우스키

사이키
분고타케다

구주

호센지온천

분고모리
히타

유후인

혼야바케이

나카쓰 분고타카타

벳푸지역순례

우사

히지

벳푸

JR
오렌지철도
신칸센
버스

아소·구마모토 방면

JR
버스

텐진

하카타

유노마에히토요시

하카타항에서 

버스로 20분!

공항에서 
지하철로10분!

        그린버스 グリーンバス

후쿠오카 시내의 관광 명소를 순환하는 승

하차가 자유로운 버스.

토, 일, 공휴일, 방학 등 장기 휴가시즌에 주

로 운행을 한다.

1회 승차 요금은 260엔.

http://blog.daum.net/nnr_haruka/965

 노선: ❶하카타 버스터미널→❷하카타 에키 마에 A→❸스
미요시 진자 이리구치→❹캐널시티 하카타 마에→❺쿠시다 
진자·하카타 마치야 후루사토칸 마에→❻하카타자, 후쿠오
카 아지아 비주츠칸 마에→❼텐진 코아 마에→❽텐진·케
고 진자 미츠코시 마에→❾고코쿠 진자·NHK 호소센터 이
리구치→❿후쿠오카죠시·후쿠오카시 비주츠칸 히가시구치

→11 오호리 코엔 마에→12토진마치→13호크스 타운 마에
→14힐튼 후쿠오카 시호크→15후쿠오카 타워·마리존 미나
미구치→16후쿠오카시 하쿠부츠칸·보사이 센터 마에→17

오호리 코엔 마에→18헤이와다이·코로칸 마에→19니시테
츠 그랜드 호텔 마에→20텐진 후쿠긴 혼텐마에→21하카타
자, 후쿠오카 아지아 비주츠칸 마에→22기온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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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카타 버스터미널

텐진 버스센터

나카스 포장마차거리

포장마차거리

포장마차거리

포장마차거리

포장마차거리

포장마차거리

지하철 텐진역

치쿠시 출구

와타
나베
 도
리

엔순환버스외선순환

엔순환버스내선순환 그린버스

하카타버스터미널

호텔 닛코
후쿠오카

센터빌딩앞
E정거장 88번 탑승

하카타에키마에
하카타에키마에

캐널이스트비루마에

덴진솔라리아
스테이지 앞
2A정거장에서
80번 탑승

츠

츠

그린버스노선

100엔 버스 내선순환노선

100엔 버스 외선순환노선

후쿠오카시 하카타·텐진역 주변

지하철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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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슈의 현관 

하카타 & 나카스 博多＆中州

하카타 리버레인

구찌, 루이비통 등 고급 브랜드 숍과 레스토랑,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호텔 등이 문화와 여

유를 테마로 약 22,000㎡의 광대한 부지에 모

여있는 복합시설이다. 하카타 중심 지역에 위

치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10:00~20:00 (매장에 따라 다름)

·www.riverain.co.jp/

·나카스가와바타역(中洲川端駅) 6,7번 출구 연결

구찌, 루이비통 등 고급 브랜드 숍과 레스토랑,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호텔 등이 문화와 여

유를 테마로 약 22,000㎡의 광대한 부지에 모

여있는 복합시설이다. 하카타 중심 지역에 위

博多リバレイン

쇼핑과 문화를 한번에

JR하카타시티

2011년 JR하카타 역 건물을 확장하면서 백화

점은 리뉴얼 오픈하고 매장이 확장된 아뮤플

라자 건물에 도큐핸즈가 첫 입점했다. 도큐핸

즈와 아뮤플라자는 20대 커리어우먼을 타깃으

로 한 옷가게와 서점, 취미용품점과 고급식당 

등이 입점해 있다.

·10:00~21:00 (레스토랑 11:00~25:00)

·www.jrhakatacity.com/

·JR하타카역(博多駅)과 연결

쇼핑은 이곳에서!

JR博多シティ

나카스 포장마차

후쿠오카 3대 야타이 지역 중의 하나인 나카스

는 해가 지면 더욱 활기차지는 후쿠오카의 명

물이다. 나카스 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아름다

운 밤 풍경을 즐기며 명물요리를 맛볼 수 있다. 

캐널시티 하카타와 하카타 리버레인 사이의 골

목길과 나카스 강변을 따라 가게가 밀집되어 

있다.

·18:00~다음날 03:00 (가게에 따라 다름)

·yatai.nakasu-info.jp/

·나카스가와바타역(中洲川端駅) 주변

해가 지면 더 아름다운 거리

中洲屋台

가와바타 상점가
구시다신사

후쿠오카
시티극장

캐널시티 하카타

라멘 스타지움

나카스가와바타 역

포
장
마
차
거
리

포장마차거리

하카타 리버레인

← 텐
진방향

→
하
카
타
역

큐슈 최대 온천 시설

하카타 유후인 다케오온센 만요노유 博多由布院・武雄温泉 万葉の湯
큐슈를 대표하는 온천 마을인 유후인과 다케오 온천의 천연 온천수를 이용해 운영하는 초

대형 온천 시설이다. 관내에는 대형 온천 시설을 비롯해 레스토랑, 에스테틱, 휴게실, PC

방 등의 시설이 있으며 호텔시설도 갖추고 있다. 

·24시간

·어른 1,890엔/ 초등학생 940엔/ 미취학아동 730엔/ 3세미만 무료

·www.manyo.co.jp/hakata/

·JR하카타역(博多駅) 치쿠시 출구 센트라자호텔 로손 앞 무료 셔틀버스 (10:00~25:00, 매시 정각 출발) 이용

Tip 야타이 100배 즐기기

1. 가격표가 있는 야타이로 가자. 

2. 먹고 싶은 메뉴를 한자로 알고 가자. ex)카라아게唐揚げ(닭튀김요리)/야키토리焼き鳥(닭꼬치구이)

3.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은 필수! 포장마차 근처에는 화장실이 없다. 근처 공동 화장실을 미리 이용하자.

4. 일행이 많다면 피하자. 일행은 3~4명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라멘스타디움

캐널시티 5층에 위치한 라멘 집합소! 라멘 마

니아가 선정한 8곳의 라멘가게가 입점되어 있

다. 여러 맛집이 한 곳에 있기 때문에 후쿠오

카에서 라멘을 먹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맛도 편리함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강력 추천!

·11:00~23:00

·www.canalcity.co.jp/ra_sta/

·캐널시티 5층

라멘 마니아가 선정한 라멘 집합소! 

쇼핑은 이곳에서!

ラーメンスタジアム

캐널시티 하카타

먹고, 즐기고, 쇼핑하는 즐거움을 한 곳에서 해

결이 가능한 복합 쇼핑타운 캐널시티 하카타.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는 이곳은 도시 속 또 

하나의 도시다. 빌딩 사이에 180m에 이르는 

인공 운하도 빼 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10:00~21:00 (레스토랑 11:00~23:00)
·www.canalcity.co.jp/
·전철 : JR하카타역(博多駅) 하타카출구 하카타 

에키마에도오리 방면 도보 10분
  100엔 버스 : 하카타에키마에(博多駅前) A정류장 - 

  캐널시티 하카타마에(キャナルシテ
  ィ博多前) 하차 (외선 루트)

없는 게 없는 복합 쇼핑타운! 

라멘 마니아가 선정한 라멘 집합소! 

キャナルシティ博多

큐슈여행의 출발지점인 하카타주변에는 대형쇼핑

센터와 호텔, 레스토랑이 자리잡고 있다. 이와 대조

적으로 나카스•가와바타상점가에서는 후쿠오카의 

역사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거리를 만날 수 있다.

Tip   
100엔 버스: 후쿠오카 도심 (텐진 - 하카타역 간) 은 어느 버

스를 타더라도 100엔 ! 도심 주요 에어리어 (텐진, 캐널시티 

하카타, 하카타역, 하카타 리버레인)을 순환해주니 완전 편하다!

※100엔 순환 버스는 내선 순환 루트와 외선 순환 루트가   

나누어져 있어 승차장소도 다르므로 주의! 

(10~11p 지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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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시청
IMS

와타나베도리

다이마루

로프트

텐진 역

텐진 지하상가

미츠코시

니시테츠 후쿠오카텐진 역

호크스 타운몰

2000년에 문을 연 복합 쇼핑몰로 후쿠오카를 

본거지로 하는 프로 야구단 소프트뱅크 호크

스의 홈구장인 야후돔을 중심으로 패션, 액세

서리, 생활잡화 등의 가게와 다양한 종류의 식

당가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11:00~21:00 (토·공휴일 10:00~21:00)

·www.hawkstown.com/mall/

·버스 : 텐진버스센터마에(天神バスセンター前) 

   1A 버스정류장에서 300, 301, 303번 버스로 야후

   오쿠돔마에(ヤフオクドーム前) 버스정류장 하차

※ 그린버스 호크스타운마에 하차

야구도 함께 즐기는 쇼핑몰

후쿠오카의 남쪽, 하카타만과 접한 지역. 

심볼 후쿠오카 타워를 비롯하여 후쿠오카

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박물관이 있다. 호

크스타운과 가까워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

하기 때문에 함께 구경하는 코스를 추천.

큐슈 최고의 번화가

텐진 天神
후쿠오카의 필수 방문지

시사이드모모치 シーサイドももち

야구도 함께 즐기는 쇼핑몰

후쿠오카 시내가 한눈에

텐진 이무즈빌딩

후쿠오카 젊은이들의 최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이무즈빌딩은 복합 상업건물로 젊은 층

을 타깃으로 한 개성 있는 쇼핑몰이다. 그 외 

문화시설, 레스토랑 등이 입점해 있으며 4층에 

위치하고 있는 도요타, 닛산, 미츠비시의 자동

차 전시장은 남성들에게도 인기다.

·10:00~20:00 (레스토랑은 23:00까지)

· www.ims.co.jp

·텐진역(天神駅) 도보 3분

개성있는 쇼핑몰

天神イムズ, IMS

텐진 지하상가

와타나베도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지하상가

는 약 590m에 걸쳐서 153개의 매장으로 이루

어져 있다. 텐진의 주요 건물 대부분이 지하상

가로 이어져 있고 19세기 유럽풍의 인테리어

와 젊은 층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많이 입점해 

있어 인기 매장은 백화점보다도 인기가 많다.

·10:00~20:00 (식품관 10:00~21:00)

·www.tenchika.com/

·텐진역(天神駅), 텐진미나미역(天神南駅)

젊은이들의 쇼핑거리

天神地下街

ホークスタウンモール

텐진 로프트

화려하고 편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모토로 하

는 생활잡화 인테리어 전문점 로프트의 큐슈 1

호점이다. 20~30대 여성을 주요타깃으로 7층 

규모의 대형매장 내 7만 개가 넘는 제품을 갖

추고 있다.

·10:00~20:00

·www.loft.co.jp/shoplist/tenjin

·텐진미나미역(天神南駅) 1번 출구 도보 3분

화려하고 편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모토로 하

규모의 대형매장 내 7만 개가 넘는 제품을 갖

생활잡화 인테리어 전문점

天神LOFT

福岡タワー

마리노아시티 후쿠오카

큐슈 최초의 아울렛으로 현재 큐슈에서 가장 

큰 아울렛 몰이다. 마리노아시티를 상징하는 

대형 관람차가 바로 이곳에 있다. 각종 의류, 

아웃도어용품, 스포츠용품 등 약 130여 개의 

매장이 입점되어 있다.

·10:00~21:00 (레스토랑 11:00~23:00)

·www.marinoacity.com/

·버스 : 메이노하마역(姪浜駅) 미나미출구에서 

   쇼와버스를 타고 마리노아시티(マリノアシティ) 

   하차 (약 15분/100엔)

큐슈 최대 아울렛

マリノアシティ福岡

후쿠오카 도시고속

후쿠오카 야후돔

호크스타운후쿠오카 타워

H
하얏트 레지던셜 스위트 후쿠오카

그린버스 
15번정류장

시사이드모모치 
해변공원초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등 수 많은 상업 시설

이 모여 있는 큐슈 최고의 패션가이다. 

메인 스트리트인 와타나베도리를 중심으로 차

별화된 센스있는 선물이나 여기 밖에 없는 카

페나 가게들을 공략하자!!

그린버스 
13번정류장

후쿠오카 타워

전체 높이 234m의 일본에서 가장 높은 해변타워로 시사

이드모모치의 랜드마크다. 전망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높

이 123m의 최상층 전망대에 올라가면 후쿠오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관광객을 위한 이벤트는 7월 은

하수, 12월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화려한 일루미네이션이 

펼쳐진다.

·4월~9월 09:30~22:00/10월~3월 09:30~21:00

·성인 800엔/중고생 500엔/ 4세이상 200엔

·6월 마지막 주 월요일, 화요일

·www.fukuokatower.co.jp/

·버스 : JR하카타역(博多駅)버스터미널 5.6번 정류장 

   306, 312번 후쿠오카타워 미나미구치정류장 (福岡タ
   ワー南)에서 하차(220엔/약 25분)

※ 그린버스 후쿠오카타워, 마리존 미나미구치 하차

텐진 미나미역

와타나베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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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큐슈의 중심지 고쿠라 小倉  역 주변은 기타큐슈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으로 상업시설
이 집중되어 있다. 고쿠라 성과 대형 복합 쇼핑몰 리버워크, 아케이드 상점가가 있어서 짧

은 시간 내 쇼핑과 관광을 함께 즐기기에 적합하다. 

철도 : JR하카타역(博多駅) → JR고쿠라역(小倉駅)  JR특급소닉 약 47분

기타큐슈 3대 항구

모지코 門司港
기타큐슈 지역의 3대 항구 중 하나로 국제 무역항으로 번영했던 메이지 시대 당시의 향수

를 불러 일으키는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철도: JR고쿠라역(小倉駅) → 모지코역(門司港駅) 약 15분 일반열차

모지코의 키워드 "레트로" 
모지코 레트로는 모지코역을 중심으로 한 모

지코 일대의 경관지구 전체를 지칭한다. 국제 

무역항으로 번영했던 시절에 지은 20채 이상

의 서양식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 과거와 현

재가 공존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모지코 레트로 전망실
·09:00~21:30
·어른 300엔/ 어린이 150엔
·www.mojiko.info/3kanko/spot_tenbo.html
·모지코(門司港) 도보 2분

카레와 치즈와 오븐의 조화

야키카레  焼きカレー 
야키카레는 카레 위에 치즈를 올린 

후, 오븐에서 구워낸 것인데 그 독특

한 맛이 생각보다 호평을 받고 있다. 

모지코 관광안내소를 방문하면 맛있

는 야키카레를 소개하는 야키카레 지

도를 구할 수 있다.
·야키 카레 맵 홈페이지

www.mojiko.info/news/topics0209.html 

간몬 해협의 역사

해협드라마쉽  海峡ドラマシップ 

간몬 해협의 과거와 현재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역사 엔터테인먼트 공

간이다. 간몬 해협의 역사에 대한 자

료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직접 선박을 

운항해 볼 수도 있다. 한국어 해설이 

되는 오디오 기기도 무료로 이용 가능

하다.

·09:00~17:00
·어른 500엔/ 초중학생 200엔 

(기타큐슈 산책맵 소지 시 20% 할인혜택)
·www.dramaship.jp
·모지코역(門司港駅)에서 도보 5분

국제우호기념도서관

고쿠라역과 모지코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복합 쇼핑몰과 항구도시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세련된 가게와 레스토랑, 미술관 등이 가득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고풍스러운 관광지

로 인기를 끌고 있다.

기타큐슈 北九州

기타큐슈의 중심지 

고쿠라성 小倉城  

호소카와 다다오키가 1609년 축성한 성

으로 역사자료와 각종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자료관 내에 일본에서 인기 있

는 미야모토 무사시와 관련된 전시물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09:00~18:00 (11~3월 09:00~17:00)
·어른 350엔/ 중고생 200엔/ 초등학생 100엔 
·www.kid.ne.jp/kokurajou/html/index.html
·철도 : JR 고쿠라역(小倉駅) 도보 15분

일본식의 품격있는 정원

고쿠라성 정원  小倉城庭園
아름다운 정원과 품격 있는 건축물로 

유명한 고쿠라성 정원은 일본식 정원

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봐야 

할 필수 코스다. 일본식 전통 녹차와 요

리 등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전통 건

물과 아름다운 산책로가 있어서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09:00~18:00 (11~3월 09:00~17:00)
·어른 300엔/ 중고생 150엔/ 초등학생 100엔 
·www2.kid.ne.jp/teien
·JR 고쿠라역(小倉駅) 도보 약 15분

중심을 가로지르는 

대형 복합 상업시설

리버워크 기타큐슈 リバーウォーク北九州

고쿠라의 중심가를 가로 지르는 강을 

끼고 JR고쿠라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에 있는 대형 복합 상업 시설로 후쿠오

카의 캐널시티 하카타를 설계한 존 저

드의 작품이다. 바로 앞 강에서는 봄부

터 가을까지 보트 놀이도 즐길 수 있다.

·샵 10:00~21:00 / 
레스토랑 (일부 제외) 10:00-23:00 / 
오락 (일부 제외) 10:00-24:00

·www.riverwalk.co.jp
·JR 고쿠라역(小倉駅) 도보 10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Tip 모지코 레트로 산책코스

모지코역(門司港駅) → 큐슈철도기념관 → 구 모지미츠이쿠라부 → 구 오

사카상선 → 구 모지세관 → 국제우호기념도서관 → 모지코 레트로 전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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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인터내셔널 벌룬페스타
전 세계로부터 100여개가 넘는 벌룬이 모

이는 세계 최대규모의 열기구 국제 대회인 

<사가 인터내셔널 벌룬 축제(佐賀インタ
ーナショナルバルーンフェスタ)>.

매년, 약 100만명의 관객이 방문하는 빅 이

벤트로 버너의 불길로 빛나는 벌룬이 밤의 

강 수면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라·몬고르

피에·노크츄(야간 

계류)>와 마지막 

날의 플라이

트 <키·글로

브·레이스>

가 하이라이

트다.

Tip

스페이스월드

덴진

가라쓰 방면

도스

다자이후

구루메

야나가와
오무타

구마모토 방면

기타큐슈공항

모지항

하카타

고쿠라

가라츠

히젠유메카이도
사세보

히젠야마구치

오이타현 방면

도스
요시노가리 유적

시가이아

요시노가리 공원

아리아케 사가공항

하도미사키

나가사키 방면

다쿠세이보

요부코

우레시노

다케오온천

구주 방면

구로가와온천
오이타 방면

다카모리

다카치호 방면

유노마에신미나마타

야츠시로

신야츠시로

아소구마모토공항

다테노

츠에다테온천

히타

우토
미스미

아마쿠사공항

하카타 방면

아소

본도

히토요시

구마모토

노베오카

미야자키공항

니치난

시부시기리시마신궁

고바야시

슈센노모리

기리시마, 에비노

하야토

요시마츠

다카치호

미야자키

사가, 하카타 방면

시마바라

가즈사

이사하야

사가, 하카타 방면

하이키

JR
마츠우라철도
시마바라철도(시마테츠)
버스

히라도
타비라히라도구치

이마리,아리타 방면

사세보

구주쿠시마

나가사키

하우스텐보스

운젠

JR
미나미아소철도
버스
항로

아리타

이마리
사가

JR
마츠우라철도
버스 JR

버스

가라츠본선

사세
보선

치쿠히선

아오시마

선 멧세 니치난

우도신궁

니지노 마쓰바라
하카타,혼슈 방면

신칸센

나가사키공항

사가 佐賀

Hello!!

400년 전 중국과 한국에서 전해 내려온 도자기 제조 기술로 일본을 대표하

는 이마리 ∙ 아리타 자기(磁器)를 탄생시킨 사가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자

기의 고장이다. 특히 아리타는 뛰어난 품질의 도자기를 구경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또한, 고대로부터 시작된 아시아 대륙과의 긴밀한 교류는 이 

지역에 수많은 유적을 남겨 놓았다. 

고대 유적과 온천, 도자기의 고장

사가의 더 자세한 정보는

www.asobo-saga.jp

사가

Access

철도

JR하카타역 → JR사가역(佐賀駅)

JR특급 카모메 약 40분

고속버스

텐진버스센터 →  

사가역 버스센터(佐賀駅バスセンター) 

와카쿠스호 약 1시간 16분

아리아케 사가 공항 → 사가역버스센터

항공기 발착시각에 맞추어 운행 

버스로 30분 600엔

피에·노크츄(야간 

계류)>와 마지막 

날의 플라이

트 <키·글로

브·레이스>

가 하이라이

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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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타 도자기마을은 약 400여년 전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이 도자기를 굽기 시작 

함으로서 아리타 도자기가 생겨났으며 일본최대의 도자기 마을이다.

일본 최대 도자기 마을

아리타 有田

Access 

아리타로 가려면 JR열차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철도 : JR특급 미도리 JR하카타역(博多駅) → 

JR아리타역(有田駅) 1시간 20분

01 아리타 도자기 시장 
有田陶器市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도자기축제 「아리타토

키이치」는 매년 일본의 황금 연휴 기간인 4월 

29일에서 5월 5일까지 100만 명 이상이 모이

는 일본 최대 규모의 도자기 시장이다. JR아리

타역에서 가미아리타역까지 약 5km의 도로 변

에 약 650여 개의 도자기 노점이 들어선다.

·www.arita-toukiichi.or.jp

02 아리타 포세린 파크 
有田ポーセリンパーク

세계의 도자기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

는 테마파크로 바로크 건축 양식의 진수로 손

꼽히는 독일 츠빙거 궁전을 그대로 재현한 궁

전이다. 내부에는 각종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유럽의 거리를 연상케 하는 

시설들이 늘어서 있다.

·www.nonnoko.com

·JR 아리타역(有田駅)에서 택시 8분

03 사가 현립 큐슈 도자기 문화관 
佐賀県立九州陶磁文化館

히젠 도자기를 비롯한 큐슈 도자기의 수집 및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다. 관내에

는 19세기 유럽으로 수출되었던 고이마리를 

수집한 ‘감바라 컬렉션’과 에도시대의 아리타 

도자기를 수집한 ‘시바타 부부 컬렉션’ 등 귀

중한 자료와 함께 현대 도예 작가의 작품 등도 

전시되어 있다. 

·09:00~17:00 

·무료(기획전의 경우 별도 요금 책정)

·JR아리타역(有田駅) 도보 10분

추천 스폿 BEST 3

TIP 도자기 마니아를 위한 추천  이마리 伊万里  

아름다운 도자기 마을, 이마리. 에도시대에 아리타도기의 선적항으로 번영했던 항구도시이다. 화려하진 않지

만 공방이 쭉 이어진 아름다운 도자기 마을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곳이다. 

·철도 : 마츠우라철도 아리타역(有田駅)　→　이마리역(伊万里駅) 25분

소나무 절경을 이룬

니지노 마츠바라 

겐카이 국립지정 공원 안에 있는 니지노 마츠바

라는 5km에 달하는 해안을 따라 100만 그루의 

소나무가 늘어선 경승지다. 일본 3대 마츠바라

(소나무가 늘어선 벌판)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니지노 마츠바라 뒤로는 6세기경 한 병사와 마

을 처녀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사요히메 전

설’이 남아있는 산 ‘가가미야마’가 있다. 이 산 정

상에서 내려다 본 니지노 마츠바라는 절경이다.

·www.karatsu-kankou.jp 

·철도 : JR사가역（佐賀駅） → 가라츠역(唐津駅)

/75분 → JR치쿠히선 니지노마츠바라역

（虹の松原駅）/10분 하차

虹の松原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흔적

나고야성 박물관 
16세기 후반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출

병의 기지로 축성한 곳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돌담과 넓적하고 큰 돌을 깔아 만든 길들이 지

나간 세월의 흔적을 보여준다. 현립 나고야성 

박물관에는 이 성터에서 나온 출토품과 한일

관계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09:00~17:00 (입장은 16:30까지)

·무료 (단, 특별기획전 개최기간 중은 유료)

·월요일, 12월 29일~31일, 1월 1일 (4일간)

·www.pref.saga.lg.jp/web/nagoya.html

·철도 : JR사가역(佐賀駅) → 가라츠선 가라츠역 

            （唐津駅）/75분 → 택시 30분

名護屋城博物館

역사와 문화의 향기로 가득한 해변 성곽도시

가라츠 - 가라츠성  

가라츠만(湾)을 접하고 있는 성곽도시로 운치있는 거

리의 모습과 풍요로운 자연의 조화가 아름다운 곳. 

가라츠성을 중심으로 역사적 건물들이 다수 남아 있

다. 가라츠의 심볼로 불리우는 가라츠성은 7년에 걸

쳐 1608년에 건축한 성으로 가라츠만을 내려다보는 

절경으로 유명하다. 각종 무기와 가라츠야키의 자료 

등 전시공간이 있으며 최상층에서는 니지노마츠바

라까지 360도 파노라마로 전망할 수 있다.

·9:00~17:00

·12월29일~12월31일

·철도 : JR사가역(佐賀駅） → 

          JR가라츠역(唐津駅）에서 도보 20분 

·9:00~17:00

唐津城

명품브랜드의 집합

소나무 절경을 이룬

鳥栖プレミアム・アウトレット

도스프리미엄 아울렛  
JR하카타역에서 큐슈신간센을 타면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 후쿠오카에서 가깝다. 100여 개의 명

품 브랜드가 입점해 있어 천천히 둘러보기에 좋다.

·10:00~20:00

·연 1회 (2월 3째주 목요일) 

·www.premiumoutlets.co.jp/tosu

·철도 :·특급카모메 JR하카타역 - JR도스역（鳥栖駅） 

 하차 20분 소요. 환승 후 노선 버스로 15분.

       ·텐진버스센터에서 직행고속버스 타고 45분. 

              (주말·공휴일만 운행)

  SAGA  20 / 21    KYUSHU GUIDE BOOK



 매끈한 피부를 만드는

 우레시노 온천 嬉野温泉
우레시노 온천은 8세기 초 저술된 역사서 <히

젠풍토기>에도 그 이름이 등장할 만큼 유서 깊

은 곳이다. 에도시대에 나가사키로 가는 길목

의 경유 도시로 번성했던 곳이며 지금도 우레

시노 강 주변에는 수많은 전통 료칸들이 줄지

어 늘어서 있다. 특히 우레시노 온천은 일본 3

대 미인탕으로 나트륨 성분이 대량 함유되어 

있어 온천 후 피부가 매끈해져 여성들에게 특

히 인기가 높은 곳이다.

·우레시노온천 관광협회 : www.kankou.spa-u.net

·버스 : 고속버스 큐슈호 - 하카타버스터미널 -  

            텐진버스센터 - 후쿠오카공항 국제선터미널-  

            우레시노 버스센터(嬉野バスセンター) 하차  

            택시 3분

   철도 : JR사가역(佐賀駅) →  

            JR다케오온천역(武雄温泉駅) → 버스 30분

사가의 온천 - 우레시노 온천 (嬉野温泉) & 다케오 온천 (武雄温泉)

에도시대로 타임머신

히젠유메카이도   
거리 풍경은 물론이고 종업원들의 복장까지 

에도시대를 그대로 재현한 테마파크다. 닌자쇼

(1일 5회 공연)를 비롯해 각종 길거리 퍼포먼

스와 쇼가 펼쳐진다.

·09:00~17:00 

·어른 1,600엔/ 중고생 1,000엔/ 소인 500엔 

·www.hizenyumekaidou.info 

·버스 : 다케오온천역(武雄温泉駅)에서 JR버스 

우레시노 온천행 승차 → 고카이도마에

(公会堂前)하차 도보 5분
肥前夢街道

공자를 모시는 사당

다쿠세이뵤  

1708년에 만든 화려한 중국식 건물로 공자를 

모신 사당이다. 현존하는 공자 사당 중 가장 오

래된 곳으로 매년 봄과 가을에 공자의 덕을 기

리는 제를 올린다.

·www.ko-sinosato.com/

·철도 : JR 가라츠선 사가역(佐賀駅) → 다쿠역

(多久駅) → 택시 10분多久聖廟

일본 최대 규모의 취락 유적

요시노가리 유적

1800년 전의 환상 취락 유적으로 1986년에 

발굴된 일본 최대 규모의 취락 유적이다. 한반

도에서 전래된 벼농사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일대의 중추 취락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더

듬어 볼 수 있다. 국가의 특별 사적으로 지정되

어 있다.

·www.yoshinogari.jp 

·철도 : JR 나가사키본선 사가역(佐賀駅) → 

간자키역(神埼駅)/９分 → 도보 15분
吉野ヶ里遺跡

사가현에도 역사 깊은 온천이 두 곳이 있다. 

다른 분위기를 가진 우레시노 온천과 다케오 온천에서 여행의 피로를 풀어보자.

 황후도 다녀간

 다케오 온천 武雄温泉
1,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온천지로 신공 황

후가 요양을 위해서 입욕했다고 전해진다. 수

령 3,000년이 넘는 고목이 남아 있어 마을 전

체에 운치를 더해준다. 선명한 주홍빛의 누문

을 빠져 나가면 그 안쪽이 공중 목욕탕인데, 나

베시마번의 영주 전용이었다는 대리석으로 된 

도노사마유(영주탕)를 추천한다. 수질은 약 알

칼리성 단순 천으로 무색무취 촉감이 좋고 특

히 피로회복, 위장병, 신경통 등에 탁월하다고 

한다.

·다케오시 관광협회 : www.takeo-kk.net

·철도 : JR사가역(佐賀駅) → 

JR다케오온천(武雄温泉駅) 하차 → 도보 10분

철판으로 즐기는 소고기

키라 

사가규(佐賀牛)를 철판에 구워먹는 곳으로 양

식 스타일은 아니지만 스테이크 같은 소고기

를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두툼하게 나오는 고기

를 철판에 구워 바로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 일품이다.

·점심 11:00~15:00, 저녁 17:00~22:00

·사가규 스테이크런치 4,900엔, 

   와규 스테이크 런치 3,900엔 

·매월 2째주 수요일 휴점

·jasaga.or.jp/kira/honten

·사가역(佐賀駅)에서 도보 5분 

季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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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월드

덴진

가라쓰 방면

도스

다자이후

구루메

야나가와
오무타

구마모토 방면

기타큐슈공항

모지항

하카타

고쿠라

가라츠

히젠유메카이도
사세보

히젠야마구치

오이타현 방면

도스
요시노가리 유적

시가이아

요시노가리 공원

아리아케 사가공항

하도미사키

나가사키 방면

다쿠세이보

요부코

우레시노

다케오온천

구주 방면

구로가와온천
오이타 방면

다카모리

다카치호 방면

유노마에신미나마타

야츠시로

신야츠시로

아소구마모토공항

다테노

츠에다테온천

히타

우토
미스미

아마쿠사공항

하카타 방면

아소

본도

히토요시

구마모토

노베오카

미야자키공항

니치난

시부시기리시마신궁

고바야시

슈센노모리

기리시마, 에비노

하야토

요시마츠

다카치호

미야자키

사가, 하카타 방면

시마바라

가즈사

이사하야

사가, 하카타 방면

하이키

JR
마츠우라철도
시마바라철도(시마테츠)
버스

히라도
타비라히라도구치

이마리,아리타 방면

사세보

구주쿠시마

나가사키

하우스텐보스

운젠

JR
미나미아소철도
버스
항로

아리타

이마리
사가

JR
마츠우라철도
버스 JR

버스

가라츠본선

사세
보선

치쿠히선

아오시마

선 멧세 니치난

우도신궁

니지노 마쓰바라
하카타,혼슈 방면

신칸센

나가사키공항

나가사키 長崎

Hello!!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 나가사키는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남긴 역사적인 볼거리들이 가득하다. 하우스텐보스와 같은 리조트시

설, 등불축제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다.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채로운 음식을 맛보며 나가사키를 마음껏 즐겨보자.

아름다운 야경과 이국적인 분위기가 매력적인 곳

나가사키의 더 자세한 정보는

www.nagasaki-tabinet.com

나가사키

Access

철도

JR하카타역(博多駅)→JR나가사키역(長崎駅)

JR나가사키본선 특급 카모메 

약 1시간 55분

버스

하카타버스터미널 / 텐진버스센터  → 

나가사키현영터미널(長崎県営ターミナル)
큐슈급행버스 약 2시간 15분

노면전차 路面電車

나가사키 시내를 대표하는 교통수단으로 가

격이 저렴하고 주요 여행지와 연계성이 좋

아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현재 1, 3, 4, 

5호선 4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 

간격은 5~8분으로 자주 있는 편이다. 요금

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1회 승차 기준 균

일 120엔(어린이 60엔)이고 노면전차를 이

용할 때는 뒷문으로 타고 앞문으로 내리면 

된다. 요금은 하차할 때 운전석 옆에 있는 

요금함에 넣으면 된다. 그리고 나가사키 여

행계획을 세울 때 하루에 5번 이상 노면전

차를 이용하게 될 것 같으면 ‘전차 1일 승차

권’(어른 500엔, 어린이 250엔)을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나가사키의 대표 교통수단

Tip

www.naga-den.com

마츠야마초

나가사키에키마에

츠키마치

오우라텐슈도시타

쇼가쿠지시타

시안바시

오하토

로프웨이마에

1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버스

나가사키 공항 → 나가사키역

공항연락 버스로 43분  800엔

나가사키 공항 → 하우스텐보스

버스로 60분  1,150엔

노면전차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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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 위치한 하우스텐보스는 도쿄 디즈니리조트와 비슷한 규모로 ‘일본 

속의 네덜란드’라 불리며 17세기 네덜란드의 왕궁과 거리를 완벽하게 재현한 일본 굴지의 

리조트형 테마파크다. 40만 그루의 나무와 30만 송이의 꽃이 자라고 전체 길이 6km에 달

하는 운하가 있어 어디를 둘러봐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매일 밤 펼쳐지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레이저쇼를 관람하거나 직경 22m의 거대한 열기구를 타고 공중에서 파크를 

내려다 보는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네덜란드 궁전의 재탄생 

팰리스 하우스텐보스 
パレスハウスンボス
네덜란드 여왕 베아트릭스가 사는 궁전을 

재현한 왕궁. 뒤 뜰에는 환상의 정원이라 불

리는 바로크 양식의 정원이 펼쳐져 있어서 

훌륭한 조형미를 보여준다.

네덜란드 교회 종탑에서 바라보는 하우스텐보스

돔토른 & 전망대 
ドムトールン＆展望台
네덜란드의 교회 종탑을 모델로 만든 하우

스텐보스의 상징으로 높이 105m의 타워. 

또한,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하우스텐보스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앞뒤가 다른 유리미술관

기어만뮤지엄
ギヤマンミュージアム

일본 굴지의 유리미술관으로 네덜란드 헤

이그시의 구 시청(1459년)을 재현해 놓았으

며 유럽 유리예술을 전시하고 있다. 건물의 

앞뒤 모습이 다르므로 전체를 다 둘러보자. 

 네덜란드에 온 듯한

하우스텐보스 ハウステンボス

클래식 택시

1,500엔

유럽의 옛 정취를 떠오르
게 하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택시, 패스포트와는 별도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대여 자전거

1인승 1,500엔/2인승 2,000엔/
2~4인승 3,500엔 

브뢰켈렌 버스 정류장 앞에 
대여 자전거 숍 핏츠가 있
다. 일반 자전거 뿐 아니라 
2~4인승의 다양한 자전거
가 대여된다. 대여 시 보증

금 500엔은 별도.

커낼 크루저

600엔(초등학생 300엔), 
패스포트 소지시 무료. 

하우스텐보스에서 가장 인
기 있는 교통수단으로 운
하를 따라 하우스텐보스를 
10~15분 동안 유람할 수 

있다.

하우스텐보스 내 교통수단

입장권 종류 18세 이상 중고생 4세~초등학생 내용

1일 
패스포트

6,100엔 5,100엔 3,800엔
대상 유료시설 

1일 이용+입장 1일

문라이트4 
입장 티켓

4,600엔 3,600엔 2,600엔
16시 이후 입장+유료시설 

이용 (4시 이후 이용)

 고속버스

하카타버스터미널→ 텐진버스센터→ 후쿠오카 공항→ 고속 기야마→ 하우스텐보스 

약 1시간 56분

JR열차

JR하카타역→하우스텐보스역 하우스텐보스호 1시간 45분

JR하카타역에서는 JR특급 하우스텐보스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JR패

스, 큐슈레일패스, 북큐슈레일패스 소지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

Acce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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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바엔  
오페라 <나비부인>의 배경으로 아름다운 나가

사키 항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자리잡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목조건물 등 19

세기에 나가사키에서 활약한 외국인들이 생활

하던 서양식 저택이 모여있다. 돌이 깔린 원내 

바닥 중 두 곳에 하트 모양 돌이 있는데, 그 돌

을 만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08:00~18:00/ 20:00/ 21:00/ 21:30 

  (기간에 따라 변경 있음) 

·어른 610엔/ 고교생 300엔/ 초중생 180엔

·www.glover-garden.jp/

·전철 : 노면전차 5호선 오우라텐슈도시타역

(大浦天主堂下駅) 하차  도보 8분

* 도중 츠키마치역에서 환승

오우라천주당 

1865년 프랑스 선교사가 세운 성당으로 나가

사키에서 순교한 26성인을 모셨다. 일본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고딕 양식 교회로 

서양식 건축물 중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유일

한 건축물이다. 정식 명칭은 일본 26성인 순교

성당으로 구라바엔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있다. 

이곳에 가게되면 스테인드글라스는 꼭 보도록 

하자.

·08:00~18:00 

·어른 300엔/ 중고생 250엔/ 초등학생 200엔

·www1.bbiq.jp/oourahp/

·전철 : 노면전차 5호선 오우라텐슈도시타역

(大浦天主堂下駅) 하차  도보 5분

* 도중 츠키마치역에서 환승

グラバー園

大浦天主堂

소후쿠지

17세기 나가사키에 살던 중국 푸젠 성 출신의 

중국 사람들이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며 세운 

절로 고후쿠지, 후쿠사이지와 함께 나가사키

를 대표하는 중국 양식의 절이다. 국보를 포함

해 20종이 넘는 문화재가 있는 명소로 강낭콩

과 녹차를 일본에 전한 명나라의 고승 인겐이 

처음 입산한 사원이기도 하다. 중국의 우란분

재 때가 되면 일본 전역에서 화교들이 몰려들

어 대성황을 이룬다.

·08:00~17:00

·어른 300엔/ 중고생 200엔/ 초등학생 100엔

·www.at-nagasaki.jp/foreign/korea/spot/018.html

·전철 : 노면전차 1,4호선 쇼가쿠지시타역

(正覚寺下駅) 하차 도보 3분

崇福寺

오페라의 배경이 된 

일본 국보로 지정된 순교성당

대표적인 중국양식의 절

운젠은 일본 유수의 온천지로 유명한 곳이다. 

이 온천마을의 중심에 있는「지옥순례」라는 관

광지는 수많은 바위틈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

면서 유황냄새가 나서 운젠지고쿠(지옥)라 불

리며 사랑받고 있다. 세련된 리조트와 운젠 골

프장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무궁무진하다. 

또한 「운젠 스파하우스 비드로 미술관」은 온천 

시설인 ‘운젠 스파하우스’와 19세기 유리 예술

품을 모아 놓은 ‘비드로 미술관’을 병설한 복

합 시설로 온천도 즐기고 유리 불기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다. 

·JR역 이사하야(諌早) - 시마테츠 버스

1시간 20분 소요 - 운젠오야마노조호칸마에

(雲仙お山の情報館前) 하차 도보 5분

이나사야마전망대　

해발 333m의 이나사야마 정상의 전망대에 

오르면 1,000만 달러짜리 야경이라는 찬

사를 받는 나가사키 야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이나사야마 전망대에서의 나가사

키 야경은 하코다테, 고베와 함께 일본 3대 

야경으로 유명하다.

·09:00~22:00

·www.city.nagasaki.lg.jp/

·버스 : 나가사키버스 3,4번 로프웨이마에

(ロープウェイ前) 하차 → 로프웨이 탑승 5분

TIP
로프웨이마에 정류장에서 내려 후치진자(淵神社)에서 5분 만에 도착하는 나가사키 로프웨이를 이용해서 

올라가자. 15~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09:00~22:00 (12월 1일~2월 말 09:00~21:00) 왕복 1,230엔 (중고생 920엔, 어린이 610엔)

운젠지옥순례  雲仙地獄めぐり

稲佐山展望台

평화공원 & 평화기념상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

는 맹세와 함께 세계 평화를 염원하여 원폭 낙

하 중심지 북쪽에 조성한 공원이다. 국제평화

공원 안에는 나가사키 출신의 조각가 기타무

라 세이보가 5년의 작업 기간을 거쳐 1955년 

8월에 완성한 높이 9.7m, 무게 30t의 청동상이 

있다. 오른손은 원폭의 위협, 왼손은 평화를 상

징하며 감은 눈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있

다. 

·24시간 

·무료

·www.at-nagasaki.jp/archives/001/

36.html?css=area.css

·전철 : 노면전차 1,3호선 

마츠야마초역(松山町駅) 하차 도보 1분

있다. 오른손은 원폭의 위협, 왼손은 평화를 상

징하며 감은 눈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있

) 하차 도보 1분

平和公園＆平和祈念像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일본 3대 야경

특별한 온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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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 카스텔라　長崎カステラ

16세기 포르투갈인들이 나가사키에 전수해 준 것으로 달걀과 설탕을 원료로 한 카스텔라

는 당시로써는 보기 드문 음식이었으나 몇 대를 이어 내려 오면서 일본 특유의 맛으로 승

화되어 이제는 나가사키를 대표하는 명물로 사랑받고 있다. 시내 어디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나가사키 짬뽕　長崎ちゃんぽん

나가사키에서 탄생한 향토 요리로 닭고기와 돼지 사골을 배합해서 만든 뽀얗고 걸쭉한 국

물로 유명하다. 채소, 고기, 어패류 등 산해진미와 함께 계절을 대표하는 굴, 조개, 죽순 등

의 재료가 더해진다. 빨간 국물에 얼큰한 맛을 내는 우리나라의 짬뽕과는 달리 희고 순한 

국물이 특징이다. 한 때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던 나가사키 짬뽕의 원조가 바로 여기다.

나가사키 대표명물 Ⅰ

나가사키 짬뽕의 원조
시카이로　四海楼

나가사키의 명물인 짬뽕의 원조인 유명한 중국 음식점. 2층에는 나가사키 짬뽕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짬뽕 뮤지엄
이 있다(무료).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음식점답게 맛과 양도 일품이다.·런치 11:30~15:00 디너 17:00~21:00

·www.shikairou.com·전철 : 노면열차 5호선 오우라텐슈도시타역(大浦天主堂下駅) 하차 도보 2분 

나가사키 대표 카스텔라 전문점

분메이도　文明堂

나가사키를 대표하는 카스텔라 전문점

으로 1900년대에 창업했다. 전통 카스

텔라에 개성을 더해 독창적인 맛을 만들

어 나가사키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 수많

은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08:30~19:30 

·www.bunmeido.ne.jp

·전철 : 노면전차 1호선 오하토역

 (大波止駅) 하차 도보 1분

가장 오래된 카스텔라 전문점

후쿠사야　福砂屋

박쥐 모양의 상표

로 유명한 후쿠사야

는 1624년 창업한 

일본을 대표하는 가

장 오래된 카스텔라 전문점이다. 전통 기

법으로 만든 후쿠사야의 카스텔라는 향

기가 좋고 부드럽다. 840엔의 가장 작은 

사이즈부터 다양한 사이즈의 카스텔라

가 있다.

·08:30~20:00

·www.castella.co.jp

·전철 : 노면전차 1,4호선 시안바시역

(思案橋駅) 하차 도보 2분

사세보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해군이 관아를 설치하면

서 군항으로 급속히 발전한 곳이다.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

는 창구 역할을 하여 일본 최초의 햄버거가게가 생기기도 

했다. 앞으로 시원한 바다가 펼쳐지고 뒤로는 멋진 전망을 

자랑하는 구주쿠시마가 있어서 자연을 만끽하는 여행객들

에게 매력적인 도시이다. 

Access   철도: JR하카타역(博多駅)　→　JR사세보역(佐世保駅) 1시간 55분
JR나가사키역(長崎駅) → JR사세보역(佐世保駅) 1시간 40분

버스: 하카타 버스터미널 → 사세보BC 2시간 23분

햄버거는 여기가 최고

히카리본점　ヒカリ本店
사세보에서 가장 유명한 햄버거 가게. 주말이

면 가게 앞에 자동차가 줄지어 기다리는 진풍

경도 볼 수 있다. 입에서 살살 녹는 고기와 독

특한 소스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추천메뉴 : 스페셜 버거 560엔
·10:00~21:00 (일요일 10:00~20:00)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hikari-burger.com
·버스 : 

햄버거의 명소

로그킷 사세보 본점　LOG KIT 佐世保本店
커다란 햄버거와 뛰어난 맛에 놀라게 되는 사

세보 햄버거의 명소. 아메리칸 스타일의 인테

리어가 돋보이는 매장은 활기가 넘친다.
·추천메뉴 : 스페셜 버거 880엔
·10:00~21:00 (일요일 10:00~20:00)
·logkit.jp/free/honten
·버스 : JR사세보역 → 모토마치•시립종합병원
           마에 하차 도보 2분

* JR사세보역에도 지점이 있음.

JR큐슈가 운영하는 복합 상업시설로 2002년 

11월 1일에 문을 열었다. 음식점, 카페, 슈퍼마

켓, 약국, 빵집, 도시락 가게, 편의점, 서점, 악

기점, 패션숍, 생활 잡화점 등 다양한 숍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 나가사키 카스텔라의 대명

사인 분메이도(文明堂)와 기차 여행에서 빼놓

을 수 없는 에키벤역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으

로 유명한 쇼키켄멘야(松僖軒麺屋)도 이곳에 

입점해 있다. 2006년 3월에는 사세보역 동쪽 

출구에 9층 규모의 JR큐슈 사세보 빌딩이 새

롭게 들어서 사세보 최고의 쇼핑가로 거듭났

다. 사세보 빌딩 1~3층에는 프레스타 사세보 

주니어가 들어서 있다.

·10:00~21:00
·www.friesta.com
·철도 : JR사세보역(佐世保駅)에서 도보 1분

사세보 최고의 쇼핑가

프레스타 사세보
FRIESTA SASEBO

Tip 미국 햄버거를 뛰어넘다
사세보 햄버거

사세보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먹을거리인 사세보 햄버거는 미국 정통 햄버거보다 

더 푸짐한 양과 풍성한 맛을 자랑한다.

바다를 체험하는

구주쿠시마 펄 시 리조트　
九十九島パールシーリゾート

구주쿠시마 관광의 기

점이 되는 펄 시 리조

트는 구주쿠시마 유람

선 선착장을 비롯해 아

담한 수족관과 선박전

시관, 아이맥스 돔 극장 등 바다를 테마로 한 

체험형 리조트 시설이다.

·www.pearlsea.jp
·버스 : JR사세보역(佐世保駅)에서 

버스 이용 25분 6번 정거장

서양문화의 창구

사세보 佐世保

나가사키 대표명물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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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깃한 맛이 일품인

구마모토 바사시 熊本馬刺し

구마모토는 

말이 유명한 

곳으로 말과 

함께 바사시

(말고기 회)

가 유명하다. 

바사시는 간

장과 생강에 

찍어 먹는데 흔히 생각하는 말고기의 

냄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쫄깃한 

맛이 일품이다. 한번 먹어보면 말고기

에 대한 생각이 바뀔 정도다.

구마모토 시티투어

구마모토시 
시로메그린버스  しろめぐりんバス

시로메그린버스는 구마모토 시내의 유

명한 관광지를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

는 일종의 시티투어 버스이다. 특별한 

설명을 따로 해주진 않지만 관광지 앞

에서 바로 내려주기 때문에 편리하다.

·어른 150엔~, 어린이 80엔~ (1회)

·1일 승차권 어른 400엔, 어린이 200엔

·08:30~17:10

주요관광지를 책임지는

구마모토시 전차
熊本市市電

구마모토시를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

는 전차로 2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

다. 카미구마모토역 앞에서 출발하여 

켄군마치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타사

키바시에서 출발하여 켄군마치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있다. 구마모토성 앞

과 스이젠지 조주엔, 시립체육관, 동

물원 등 주요관광지를 지난다. 

·어른:150엔~

·시전차와 시로메구린버스도 이용 

가능한 1일 승차권 : 전노선 

어른:500엔~, 어린이:250엔~

Access

철도

JR하카타역 → JR구마모토역(熊本駅)

신칸센 35분

고속버스

하카타버스터미널 / 텐진버스센터 → 

구마모토교통센터(熊本交通センター)

히노쿠니호 2시간 10분

Tip

스페이스월드

덴진

가라쓰 방면

도스

다자이후

구루메

야나가와
오무타

구마모토 방면

기타큐슈공항

모지항

하카타

고쿠라

가라츠

히젠유메카이도
사세보

히젠야마구치

오이타현 방면

도스
요시노가리 유적

시가이아

요시노가리 공원

아리아케 사가공항

하도미사키

나가사키 방면

다쿠세이보

요부코

우레시노

다케오온천

구주 방면

구로가와온천
오이타 방면

다카모리

다카치호 방면

유노마에신미나마타

야츠시로

신야츠시로

아소구마모토공항

다테노

츠에다테온천

히타

우토
미스미

아마쿠사공항

하카타 방면

아소

본도

히토요시

구마모토

노베오카

미야자키공항

니치난

시부시기리시마신궁

고바야시

슈센노모리

기리시마, 에비노

하야토

요시마츠

다카치호

미야자키

사가, 하카타 방면

시마바라

가즈사

이사하야

사가, 하카타 방면

하이키

JR
마츠우라철도
시마바라철도(시마테츠)
버스

히라도
타비라히라도구치

이마리,아리타 방면

사세보

구주쿠시마

나가사키

하우스텐보스

운젠

JR
미나미아소철도
버스
항로

아리타

이마리
사가

JR
마츠우라철도
버스 JR

버스

가라츠본선

사세
보선

치쿠히선

아오시마

선 멧세 니치난

우도신궁

니지노 마쓰바라
하카타,혼슈 방면

신칸센

나가사키공항

Hello!!

큐슈 중앙에 위치한 구마모토현은 세계 제일의 복식 화산인 '아소'와 다도해

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아마쿠사'로 대표되는 웅장한 대자연을 자랑한다. 끝

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과 광야는 감동 그 자체이며 일본 특유의 정취 넘치는 

산골짜기의 수많은 온천과 큐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본식 정원인 스이젠지

조주엔 또한 마음을 사로잡는다.

웅대한 자연과 전통이 숨쉬는 곳

구마모토의 더 자세한 정보는

www.kumanago.jp

구마모토

구마모토 熊本

아소 구마모토 공항 → 구마모토 역 

리무진버스로 50분~60분  67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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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후의 격투지

구마모토성

성곽도시 구마모토의 상징인 구마모토성은 1601

년 당시 영주였던 가토 기요마사가 7년에 걸쳐 

축성했다. 그 규모가 장대하고 축성 기술이 뛰어

나 일본의 3대 성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1877년 

일본 최후의 내전인 '세난노 에키'에서는 정부군

이 진을 치고 격렬한 전투를 펼치기도 했다. 천수

각 꼭대기에는 전망대가 있고 한국어 통역 이어

폰을 대여해준다.

·8:30~18:00 (12월~2월은 17:00까지)

·어른 500엔/ 어린이 200엔

·www.manyou-kumamoto.jp/castle/

·버스 : 구마모토공항(熊本空港) 정류장 

(670엔/약40분/항공기 도착 15분 후 출발) 

→ 교통센터 (도보 약 5분)

전철 : 시전차 구마모토에키마에(熊本駅前) → 
구마모토죠·시야쿠쇼마에(熊本城・市役所
前) 하차 10분

熊本城

구마모토 대표공원

스이젠지 조주엔

물의 도시 구마모토를 대표하는 공원이다. 약 

360년 전 당시의 영주인 호소카와 가문이 3대에 

걸쳐 만든 별장이다. 모모야마식의 우아한 회유

식 정원은 도카이도 고쥬산츠기(東海道五十三次)

를 연상시키는 모양이며 일본 5대 명원의 하나로 

꼽힌다. 연못에는 아소에서 흘러든 맑은 지하수

에 잉어떼가 헤엄치고 있다.

·7:30~18:00 (11월~2월은 8:30~17:00)

·어른 400엔/ 어린이 200엔

·www.suizenji.or.jp

·전철 : 시전차 구마모토역(熊本駅) →　

스이젠지공원역(水前寺公園駅）하차 3분

水前寺 成趣園

섬들이 모여 이루는 장관

아마쿠사

크고 작은 1,2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마

쿠사는 아소, 구마모토시와 함께 구마모토현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다. 신선하고 풍부한 

해산물과 온천, 마린 스포츠, 낚시 등을 즐길 

수 있으며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다. 큐슈 본 

섬과 아마쿠사 도서 지방을 잇는 5개의 다리인 

'아마쿠사 고쿄'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일

품이다.

·버스 : 산코버스 아마쿠사호 구마모토역 앞

(熊本駅前) → 아마쿠사 혼도버스센터

(天草本渡バスセンター) 2시간30분

天草

구마모토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아소산

은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세계 최대

급의 칼데라 화산으로 매년 600만 명 이

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10만년 

전 화산 대폭발로 만들어진 아소산은 해발 

800m가 넘는 다섯 개의 봉우리인 '아소고

다케阿蘇五岳'로 이루어져 있다. 15~20

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로프웨이를 타고 정

상의 분화구에 이르면 모락모락 피어오르

는 연기와 유황 냄새가 진동한다.

큐슈의 상징

아소 阿蘇

Access 

철도 : 호히본선 JR큐슈횡단특급열차 : JR구마모토역(熊本) → JR아소역(阿蘇) 1시간 10분

버스 : 큐슈산코버스 특급 야마비코 구마모토역 앞(熊本) → 아소역(阿蘇) 앞 1시간 40분

연기 속에 펼쳐진 초원

쿠사센리가하마 草千里ヶ浜
아소역에서 등산 버스를 이용해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는 넓게 펼쳐진 초원으로 아소를 대

표하는 풍경이다. 하얀 연기를 내뿜는 나카다

케를 배경으로 2개의 호수 주변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말과 소떼들이 인상적이다. 화산 박

물관과 레스토랑, 선물 가게가 모여 있는 전망 

휴게소도 있다.

마그마를 볼 수 있는

나카다케 中岳
나카다케에 있는 7개의 분화구에서 현재까지 

활동 중인 것은 제 1화구. 에메랄드 그린의 온

천수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

는 그 모습만으로도 박력 넘치는 풍경을 만들

어낸다. 활화산에 이곳만큼이나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은 일본 전국적으로도 드물다.

다이칸보 大観峰
칼데라를 감싸 안은 키타가이린잔의 최고봉에 위치한 전망대로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야

말로 최고. 360도의 거대한 파노라마에서 눈 앞에 펼쳐지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고메즈카  米塚
1500만년 전에 만들어진 비교적 어린 분화구로 밥그릇을 덮어놓은 

듯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높이 80미터로 비교적 작은 크기이지만 명색이 화산이다. 

봄에서 가을에 걸쳐 푸르른 녹음으로 아름답게 뒤덮인다. 하지만 등산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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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카와 온천의 관광안내소

일본 주요 언론이 선정한 인기 온천에서 랭킹 1~2위에 항상 선정될 만큼 많은 사랑을 받

고 있는 구로카와 온천은 시골 정취가 물씬 풍기는 작은 온천 마을이다. 강을 따라 아담한 

전통 료칸들이 늘어선 고즈넉한 산속 마을로 소박하고 아름다운 자연미를 살린 빼어난 정

취에 반해 관광객이 찾아온다.   ·www.kurokawaonsen.or.jp

Access

버스 : 1) 하카타 버스터미널 → 후쿠오카공항 → 텐진버스센터 → 

구로카와 온천 직행버스 3시간 5분

2) 구마모토역 앞 → 구마모토공항 → 구로카와 온천(黒川温泉) 

큐슈횡단버스 3시간 20분

3) 벳푸역 앞 → 구로카온천 큐슈횡단버스 2시간 26분

버스 : 1) 하카타 버스터미널 → 후쿠오카공항 → 텐진버스센터 → 

야마비코 료칸 

やまびこ旅館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온천 입욕료 500엔 

(08:30~21:00)

·www.yamabiko-ryokan.com

야마노야도 신메이칸 

山の宿 新明館
·체크인 13:00

·체크아웃 10:00

·온천 입욕료 500엔 

(08:30~21:00)

·www.sinmeikan.jp

이코이 료칸 

いこい旅館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0:00

·온천 입욕료 500엔 

(08:30~21:00) 

·www.ikoi-ryokan.com

언론이 인정한 온천

구로카와 온천  黒川温泉

Tip 뉴토데가타  入湯手形

구로카와 온천의 명물로 노천탕이 있는 24개의 

온천 료칸 중 3곳을 선택하여 료칸 내 온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온천 자유이용권'이다.

·요금 : 1,200엔

·횟수 : 1개당 3곳의 온천 이용 가능

·유효기간 : 6개월간 유효

·이용시간 : 08:30~21:00

·구입처 : 구로카와온천 관광여관 협동조합

구로카와 온천 메인 스트리트

가와바타도오리　川端通り
료칸과 음식점, 카페 등이 나란히 자리한 이곳은 온

천을 즐기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체크인 

시간을 넘기면 더욱 많은 사람들로 활기를 띤다.

즐겁게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고자카　いご阪
길의 가운데에 새겨진 좁은 계단이 인상적인 비

탈길 이고자카. 길과 마주한 언덕에는 다양한 기

념품샵이 자리를 잡고 있어 아기자기한 과자에

서부터 잡화, 술까지 즐겁게 고를 수 있다.

카제노야　 風の舎
온천지의 중심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지도와 료칸 팜플렛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온천 자유이용

권도 이곳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안내소 안에 설치된 안내판에서 당일 이용이 불가한 노천온탕 

등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Open 9:00 ~ 18:00

오늘 바로 입욕가능한 료칸 
   - 숙박하지 않아도 온천을 즐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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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TO. 오이타역

전철 : JR하카타역 → JR오이타역(大分駅)  

JR특급 소닉 약 2시간20분

버스 : 하카타버스터미널 / 텐진버스센터 → 

오이타도키하역(大分トキハ駅)  

도요노쿠니호 약 2시간 30분

TO. 벳푸역

전철 : JR하카타역 → JR벳푸역(別府駅)  

JR특급 소닉 약 2시간

버스: 하카타버스터미널 / 텐진버스센터 → 

벳푸 기타하마역(別府北浜駅)  

도요노쿠니호 약2시간 11분

TO. 유후인역

전철 : JR하카타역 → JR유후인역 / JR특급 

유후인노모리 2시간15분

버스 : 하카타버스터미널 / 텐진버스센터 → 

유후인호 2시간 2분 → 유후인역 앞 

버스센터(湯布院駅前バスセンター)

스페이스월드

JR
신칸
센

가라쓰 방면

하카타항

도스

다자이후

구루메

야나가와
오무타

구마모토 방면

기타큐슈공항

후쿠오카공항

모지코

고쿠라

가라츠

니지노 마쓰바라

히젠유메카이도
사세보

히젠야마구치

하카타,혼슈 방면

도스
요시노가리 유적

요시노가리 공원

사가공항

하도미사키

나가사키 방면

다쿠세이보

요부코

우레시노

다케오온천

유후인 방면

사가현 방면

츠시마 방면 (대마도) 구로가와온천
오이타 방면

다카모리

다카치호 방면

신미나마타

야츠시로

신야츠시로

아소 구마모토공항

다테노

츠에다테온천

히타

우토
미스미

아마쿠사공항

하카타 방면

아소

본토

구마모토

노베오카

미야자키공항

니치난
시부시기리시마온천

고바야시

기리시마, 에비노

하야토

요시마쓰

다카모리

미야자키

사가, 하카타 방면

미야자키 방면

신야츠시로 방면

시마바라

가즈사

이사하야

나가사키공항

사가, 하카타 방면

하이키

JR
마츠우라철도
시마바라철도(시마테츠)
버스

히라도
타비라히라도구치

이마리,아리타 방면

사세보

구주쿠시마

나가사키

하우스텐보스

운젠

신칸센
JR
미나미아소철도
버스
항로

JR
신칸센
니시테츠
지하철

버스
항로

아리타

이마리
사가

JR
마츠우라철도
버스

가라츠본선

사세
보선

치쿠히선

가고시마주오

고바야시

기리시마,
에비노

기리시마 신궁

하야토

이부스키마쿠라자키

지란
사쿠라지마

센다이

이즈미

가고시마공항

요시마쓰 

오이타

오이타공항

우스키

사이키
분고타케다

구주

호센지온천

분고모리
히타

유후인

혼야바케이

나카쓰 분고타카타

벳푸지역순례

우사

히지

벳푸

JR
오렌지철도
신칸센
버스

아소·구마모토 방면

JR
버스

텐진

하카타

유노마에히토요시오이타에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온천지인 유후인과 벳푸가 있으며 온천 지

역과 용출량 모두 일본 최고를 자랑하는 온천 천국이다. 오이타에는 녹음에 

둘러싸인 온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온천,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온천 등 

다양한 스타일의 온천이 있으며 바다와 산 등 자연에서 얻어진 식재료도 풍

부하다. 자연, 온천, 음식의 3박자를 갖춘 오이타현은 후쿠오카에서 교통도 

편리해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곳이다.

 큐슈 최고의 온천지역

오이타의 더 자세한 정보는

www.visit-oita.jp

Hello!!

오이타 大分

오이타

구주산 트레킹 九重山トレッキング

큐슈 본토 최고봉인 나카다케를 시작으로 

1700미터급의 산이 8개, 1000미터 이상의 산

이 30개 봉우리들이 줄지은 "큐슈의 지붕"이라

고 불리는 산이다. 특히 구주산은 한국 트레킹 

애호가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오이타 공항 → 오이타 시내  

버스로 60분  1,550엔

오이타 공항 → 벳푸 시내  

버스로 약 45분  1,500엔

오이타 공항 → 유후인역  

버스로 55분  1,55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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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도시

벳푸지역 別府

빠뜨릴 수 없는 벳푸의 인기 온천

다케가와라 온천 竹瓦温泉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벳푸온천의 상징.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르는 곳이라 

다양한 외국인을 만날 수도 있다. 유카타 차림

으로 모래찜질을 하는 '스나유'는 이곳의 명물

로 모래찜질은 금방 온몸에 땀이 나게 해 몸속

의 노폐물들이 빠져나가 상쾌하게 만들어준다.

·06:30~22:30 / 스나유 8:00~22:30

·100엔/ 스나유 1,030엔

·매월 셋째주 수요일 (휴일의 경우 다음날)

·www.city.beppu.oita.jp/01onsen/02shiei/

04takegawara/takegawara.html

·철도  : JR벳푸역(別府駅) → 

동쪽 출구에서 도보 10분

일본 야생 원숭이의 서식지

다카사키야마 자연동물원 
高崎山自然動物園

다카사키야마 자연동물원은 약 2,000여 마리

의 일본 야생 원숭이가 서식하고 있는 산이다.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 원숭이들이 흩어져 있

다가 먹이를 먹을 때가 되면 가장 강한 그룹의 

원숭이들부터 먼저 내려와 광장에서 먹이를 

먹는다. 한꺼번에 700~800여 마리의 원숭이

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08:30~17:00   ·어른 510엔/ 초·중학생 250엔

·연중무휴   ·www.takasakiyama.jp

·버스 : JR벳푸역(別府駅) 오이타역 방면 버스승차 → 

다카사키야마 자연동물원앞(高崎山自然動物園前) 하차 

세계적인 규모의 해양수족관

우미타마고 수족관 うみたまご水族館

벳푸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대형 해양수

족관이다. 거대한 고래가 사람들을 맞이해 주는 

2층 엔트런스 홀에서부터 관람코스가 시작된다. 

2층에 있는 8m 높이의 대형 수조 안에 70여 종 

1,700여 마리의 해양생물들이 생활하고 있다. 

야외 퍼포먼스 에어리어에서는 각종 동물쇼를 

관람할 수 있으며 바다코끼리를 직접 만져 보고 

먹이도 줄 수 있다.

·평일 09:00~18:00/ 특별기간 (정월, 골든위크,

크리스마스등) 09:00~21:00

·어른 (고등학생 이상) 1,950엔/ 초·중학생 970엔/ 

4세 이상 640엔

·연중무휴 (2015년 1월 28일(수)~29일(목) 휴무)

·www.umitamago.jp

·버스 : 벳푸역(別府駅)에서 오이타방면 버스 승차 

→ 다카사키야마(高崎山)  버스정류장 하차

일본 최대 자연동물원

아프리칸 사파리 アフリカンサファリ
아시아에서 가장 큰 자연동물원으로 약 115ha

의 부지 내에 사자, 얼룩말, 기린, 코뿔소 등 약 

69종, 1,300마리의 동물들이 살고 있다. 사방

이 쇠창살로 안전하게 보호된 '정글 버스'를 타

고 사파리 투어를 할 수 있다. 투어 시간은 대

략 50분 정도로 정글 버스 안에서 집게를 사용

해 사자나 코끼리들에게 먹이를 직접 줄 수 있

다. 

·09:00~17:00 (11/1~2/28 10:00~16:00)

·어른 2,500엔/ 중학생 이하 1,400엔

·정글버스 탑승료 : 어른 1,100엔/ 중학생 이하 900엔

·연중무휴

·www.africansafari.co.jp

·버스 : 벳푸역 니시구치(別府駅西口) → 가메노이

버스 40분 → 사파리(サファリ) 정류장 하차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즐기는 테마파크

하모니랜드 ハーモニーランド 

헬로키티, 시나몬, 마이멜로디 등 산리오 캐릭

터들을 만날 수 있는 테마파크다. 온 가족이 함

께 환상적인 꿈의 나라에서 귀여운 캐릭터들

이 펼치는 라이브 쇼를 즐겨보자.
·10:00~17:00 (때에 따라 다름)

·성인 2,900엔 / 어린이 1,500엔

·www.harmonyland.jp

·철도 : JR벳푸역(別府駅) → 히지역(日出駅) → 

오이타 교통버스 하모니랜드(ハーモニーラン
ド)정류장 하차

벳푸의 대표적인 온천지구를 

각각 온천수의 효능과 특징

에 따라 '벳푸 8탕'이라고 부른

다. 탄산천과 산화천으로 이루

어진 '벳푸온천', 온천수에 '광

니'라는 진흙성분이 섞여 있어 

아토피 치료 효과와 여자들의 

피부미용에 탁월하다는 '묘반

(明礬)온천', 유럽풍의 세련된 

온천장으로 온천의학과 운동 

생리학에 기초를 둔 '하마와

키(浜脇)', 이 외에도 '시바세키

(柴石)', '칸나와(鉄輪)', '칸카이

지(観海寺)', '호리타(堀田)', '가

메가와(亀川)'를 벳푸 8탕이라 

부른다.

벳푸 8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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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년 전  츠루미다케 화산 폭발로 시작된 벳푸 지옥 순례는 벳푸 관광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250~300m의 지하로부터 섭씨 100도의 열탕이 제 각각 다양한 형태로 끓어 오르는 모습

이 마치 지옥과 같은 풍경을 연상케 한다 하여 '지옥(地獄)' 이라 부른다. 열탕은 모두 8개로 벳푸 

8탕이라고 불려진다.

·08:00~17:00

·각 지옥 입장료 400엔 (1곳당)

·지옥순례공동입장권 2,100엔 (고등학생 1,350엔/ 중학생 1,000엔/ 초등생 900엔)

·연중무휴

·www.beppu-jigoku.com/

·JR벳푸역(別府駅) 2, 15, 41, 43번 버스 → 우미지고쿠마에(海地獄前)에서 하차 단, '피지옥(血の池地獄)'의 경

우는 가메가와（亀川）에서 26번 버스 → 치노이케지고쿠마에(血の池地獄前)

06

01

02

03

04

05

07

08

벳푸 지옥온천순례 別府地獄めぐり

산 지옥 야마지고쿠 山地獄
산의 여기저기서 증기가 세차게 치솟고 있어   

'산 지옥'이라 부른다. 증기와 온천 열을 이용하

여 세계 각국의 동물들과 희귀한 식물들을 기

르고 있다. 온천수는 90도.

악어 지옥 오니야마지고쿠 鬼山地獄
오니야마라는 지명에서 유래한 '오니야마지옥'. 

1923년 일본에서 처음 온천 열을 이용하여 열

대지방에 서식하는 악어를 사육하기 시작하였

으며 현재도 약 150마리의 악어를 사육하고 

있다. 온천수 98도.

피 지옥 치노이케지고쿠 血の池地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천연온천으로 온천수에

서 산화철을 포함한 점토를 뿜어내기 때문에 

피처럼 붉은색으로 보인다. 이 붉은 점토로 화

상, 무좀 등에 치유 효과가 있는 '치노이케 연

고'를 만든다. 온천수는 78도.

바다 지옥 우미지고쿠 海地獄
지고쿠메구리(지옥순례)는 바다 지옥부터 시작

된다. 벳부 8탕 가운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

옥으로 온천수의 색깔이 짙푸른 코발트 빛을 

띠어 바다를 연상시킨다 하여 '바다 지옥'이라 

부른다. 98도의 열탕에 달걀을 넣으면 5분 만

에 반숙이 된다.

부뚜막 지옥 카마도지고쿠 かまど地獄
예부터 조상신을 모시는 가마도하치만궁 신사

에서 일년에 두차례 지옥에서 뿜어 나오는 증

기로 밥을 지어 신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어 붙

여진 이름이다. 온천수 90도.

백색 지옥 시라이케지고쿠 白池地獄
분출 시에는 무색투명한 열탕이나 물이 열탕

으로 떨어지면서 온도와 압력저하로 인해 청

백색으로 변한다. 원내에는 온천 열을 이용한 

대형 열대어관과 현지정 중요문화재인 '무카이

가하라석탑'과 '쿠니사키도우'가 있다.

용권지옥 타츠마키지고쿠 龍巻地獄
벳푸시 지정 천연기념물인 간헐천이다. 조용하

게 끓어 오르던 열탕이 25분마다 공중으로 20

미터 이상 물기둥을 뿜어 올리며 치솟는 모습

이 마치 용이 승천하는 모습 같다고 하여 '용권 

지옥'이라 부른다. 간헐 주기가 짧은 것으로 세

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스님 지옥 보우즈지고쿠 坊主地獄
보글보글 올라오는 잿빛 온천수의 모습이 꼭 

스님의 머리 모양을 닮았다 하여 '스님 지옥'이

라 부른다. 스님 지옥을 지나 입구 쪽으로 내려

오면 족욕을 즐길 수 있는 족탕이 있다. 여행의 

피로도 풀고 잠깐 쉬어 가기에 알맞다.

01 02

03

05

07

04

06

08

8개의 지옥을 만나다

06

Tip
카메노이

지고쿠메구리 관광버스

벳푸의 가장 유명한 명소인“지옥온천순례-지고쿠메구리”를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는 관광버

스로 JR벳푸역에서 출발한다.

·구입 : JR벳푸역 구내 관광안내소 
·전화 : 0977-24-2838
·요금 : 어른 3,740엔/ 고등학생 3,060엔

중학생 2,750엔/ 어린이 1,740엔

·버스 운행시간 
벳푸역 출발 : 8:45/11:45/14:40
하마버스센터 출발 : 08:50/11:50/14:45
소요시간 : 2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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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함께하는

유후인역 由布院駅
유명 건축가인 이소자키 아리타가 설계해 단아하고 모던한 분위기의 

유후인역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다. 대합실은 미술 전시공간을 

겸하고 있어 100여 개에 다양한 장르의 미술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에는 피로를 풀며 열차를 기다릴 수 있도록 '아시유(족탕)'가 설치

되어 있다.
·족욕요금 : 어른 160엔 / 어린이 80엔

스카보로 노선

츠지마차 노선

버스센터

족탕

동구리노모리

가라스노모리

유후인 미술관

유후인 강아지의 집& 고양이의 집

하치미츠노모리

큐슈우후인 
민예촌

마르크 샤칼 
유후인 긴린코 미술관

긴린코

유노
츠보
거리

유후인 온천 관광안내소
인력겨/츠지 마차/ 

스카보로 버스/자전거 대여

금상고로케

JR유후인역

애완동물의 천국

유후인 강아지의 집 & 고양이의 집 
ゆふいんの犬屋敷＆猫屋敷  
서로 붙어 있는 두 가게는 유후인에서 가장 인

기 있는 숍이다. 강아지와 고양이에 관련된 각

종 캐릭터 상품뿐 아니라 애완용품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여권이 있으면 8%의 

세금 감면 혜택도 있다.

오르골 소리가 흐르는

가라스노모리 ガラスの森
유리와 관련된 다양한 소품을 판매하는 샵이

다. 2층은 오르고루노모리（オルゴールの森）로 

다양한 종류의 오르골을 갖춰 놓았다. 직원에

게 요청하면 80만엔 짜리 대형 원반 오르골을 

직접 틀어준다고 하니 꼭 한번 들어보자.

달콤한 꿀을 맛보다

하치미츠노모리 蜂蜜の森
벌꿀이 들어간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

는 곳이다. 잼 종류뿐 아니라 벌꿀 차, 비누 등

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금빛으로 빛나는

긴린코 金鱗湖

호수의 물고기가 수면 위를 

뛰어오르는 모습이 석양에 

비쳐 그 비늘이 금빛으로 보

인다 하여 긴린코라는 이름

이 붙여졌다. 호수 바닥에서 

온천수가 뿜어져 나와 일교차가 큰 계절에는 호수 주변에 안

개가 자욱하게 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나타낸다.

·자연공원으로 입장제한 없음

·JR유후인역(由布院駅) 도보 20분

오이타현 거의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온천

마을이다. 마을 곳곳에 미술관과 갤러리, 레스토랑, 

아기자기한 잡화점과 카페들이 많아 젊은 여성들의 

취향에 딱 맞는 온천 마을이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캐릭터가 모여있는

동구리노모리 どんぐりの森
'이웃집 토토로'를 비롯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

독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 상품을 모

아 놓은 샵이다. 캐릭터 인형뿐 아니라 도시락, 

달력, DVD 등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 상품을 만

날 수 있다.

전국 대회 수상에 빛나는 고로케 전문점

금상고로케 金賞コロッケ
전국 고로케 대회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는 고

로케 전문점. 160엔 정도의 가격으로 맛있는 

고로케를 즐길 수 있다.

아기자기한 온천마을

유후인 湯布院

츠지 마차 인력거 스카보로 버스 자전거 대여

신선이 따로 없다!

평온한 유후인을 느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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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노리호다이 승차권
(1日乗り放題乗車券)

일반노선버스를 1일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버스카드로 요금은 1,800엔이다. 

버스카드 요금치고는 비싸 보이지만 미야

자키현 내의 모든 노선(일반버스)이 탑승이 

가능하므로 미야자키 관광 시에는 매우 유

용하다. 

·구입처 : 미야자키역 버스센터, 미야코시티 

버스센터 등

·www.miyakoh.co.jp/bus/rosen/ticket/

1day.html

Access

철도

JR하카타역 → JR신야츠시로역(新八代駅)

신칸센 50분 → 미야자키역(宮崎駅)

고속버스 B&S 미야자키 약 2시간

버스 

하카타버스터미널 / 텐진버스센터 → 

미야자키역(宮崎駅) 슈퍼피닉스호 4시간

Tip

스페이스월드

덴진

가라쓰 방면

도스

다자이후

구루메

야나가와
오무타

구마모토 방면

기타큐슈공항

모지항

하카타

고쿠라

가라츠

히젠유메카이도
사세보

히젠야마구치

오이타현 방면

도스
요시노가리 유적

시가이아

요시노가리 공원

아리아케 사가공항

하도미사키

나가사키 방면

다쿠세이보

요부코

우레시노

다케오온천

구주 방면

구로가와온천
오이타 방면

다카모리

다카치호 방면

유노마에신미나마타

야츠시로

신야츠시로

아소구마모토공항

다테노

츠에다테온천

히타

우토
미스미

아마쿠사공항

하카타 방면

아소

본도

히토요시

구마모토

노베오카

미야자키공항

니치난

시부시기리시마신궁

고바야시

슈센노모리

기리시마, 에비노

하야토

요시마츠

다카치호

미야자키

사가, 하카타 방면

시마바라

가즈사

이사하야

사가, 하카타 방면

하이키

JR
마츠우라철도
시마바라철도(시마테츠)
버스

히라도
타비라히라도구치

이마리,아리타 방면

사세보

구주쿠시마

나가사키

하우스텐보스

운젠

JR
미나미아소철도
버스
항로

아리타

이마리
사가

JR
마츠우라철도
버스 JR

버스

가라츠본선

사세
보선

치쿠히선

아오시마

선 멧세 니치난

우도신궁

니지노 마쓰바라
하카타,혼슈 방면

신칸센

나가사키공항

태평양과 접한 큐슈 남동부 해안으로부터 내륙에 걸쳐 펼쳐진 미야자키는 

풍요로운 자연과 함께 신화의 발상지인 남큐슈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이글거리는 태양과 우거진 야자수는 남국의 정취를 자아낸다.

밝은 태양과 아름다운 푸른 바다가 빛나는 파라다이스

미야자키의 더 자세한 정보는

www.kanko-miyazaki.jp/

미야자키 宮崎

Hello!!
미야자키

골프를 즐기기 좋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 공항 → 미야자키역  

전철로 10분  350엔

미야자키 공항 → 미야자키 시내  

버스로 12분  44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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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신궁

미야자키신궁   
일본의 초대 천황인 진무천황과 그 부모를 모

시고 있다. 경내에는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된 수령 600년이 넘는 등나무가 있어서 봄에

는 연보라빛 꽃이 만개한다. 매년 10월 하순에

는 고풍스러운 마차의 행렬이 거리를 장식하

는 미야자키 신궁 축제가 개최된다.

·계절에 따라 다름 

·무료

·miyazakijingu.jp/

·전철 : JR미야자키 진구역(宮崎神宮駅) 하차 

도보 10분

宮崎神宮

아야초의 관광 테마파크

슈센노모리  

풍부한 조엽수림과 전통공예로 유명한 마을인 

아야초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 테마파

크이다. 미야자키의 전통주인 소주의 제조과정

을 볼 수 있는 공장과 와인 견학공장, 지역 맥

주공장, 주조 자료관, 아야 명주의 목공예 죽세

공, 유리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예시설과 

특산품 전시장, 온천,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

어 일 년 내내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kuramoto-aya-shusennomori.jp/

·버스 : 미야자키역(宮崎駅)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백화점 앞 2번 정류장에서 승차 →　

슈센노모리(酒泉の杜) 52분
酒泉の杜

특별 천연기념 식물로 덮힌 섬

아오시마

니치난해안 국정 공원 북단에 위치한 작은 섬

으로 특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226종의 아열

대 식물로 뒤 덮여있다. 파도에 침식되어 빨래

판 모양으로 생겨서 ‘도깨비의 빨래판’으로 불

리는 파상암은 간조 때 볼 수 있다. 1시간이면 

섬 전체를 볼 수 있다.

·www.miyazaki-city.tourism.or.jp/tourism/spot/10.html

·JR아오시마역(青島駅) 도보 10분

青島

모아이 석상이 있는

선 멧세 니치난 

태양의 메시지를 받는다는 의미로 선 멧세라고 

불려지며 니치난해안에 자리하고 있다. 10ha

의 부지에 목장, 모아이상, 공원 등의 다양한 

시설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

이다. 이 석상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태평양의 

모아이상과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09:30~17:00 (첫째, 셋째 수요일 휴관)

·어른 700엔/ 중고생 500엔/ 

   4세 이상 어린이 350엔

·www.sun-messe.co.jp

·버스　: 미야자키역(宮崎駅)앞 버스센터 → 선멧

세니치난(サンメッセ日南) 1시간 20분サンメッセ日南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신사

우도신궁 

태평양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깍아 지른듯

한 절벽에 세워져 있어 일본 최고의 경치를 자

랑한다. 미야자키 신궁에 있는 진무왕의 아버

지를 모시고 있으며 예로부터 부부의 백년해

로를 기원하는 신으로 모셨던 까닭에 신혼부

부들이 많이 찾는다.
·06:00~19:00(10월~3월은 7시~18시)

·www.udojingu.com

·버스 : 미야자키공항(宮崎空港) → 우도신궁이

리구치(鵜戸神宮入口)하차 후 도보 20분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신사

鵜戸神宮

녹음과 단풍으로 물드는 협곡

다카치호 협곡  
용암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주상절리 협곡으로 

길이 약 7km, 높이는 평균 80m, 최고 100m에 

달한다. 협곡 중간에는 일본 폭포 100선에 뽑

힌 높이 80m의 ‘마나이 폭포’가 자리하고 있

다. 봄과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 들어가는 모습이 미야자키 최고

의 관광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3인승 보트 1대당 2,000엔/ 30분

·www.takachiho-kanko.jp

·JR특급 : JR미야자키역 → 노베오카역(延岡駅) 

약 1시간/환승. 노선버스로 다카치호까지 1시간 30분

高千穂峡

미야자키의 대표적인 향토요리 중 하나인 치

킨 난반은 1960년대 미야자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영계의 가슴 살을 튀겨 소스

를 뿌려 먹는 서양식 요리이다. 부드러운 닭가

슴살과 새콤달콤한 소스의 조화가 절묘하다. 

치킨난반  チキン南蛮
닭가슴살의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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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트인 태평양에 면한 히도츠바 해안에 펼

쳐진 최고급 해변 리조트 타운으로 길이 약 

10km, 총면적 700ha에 달하는 거대한 규

모를 자랑한다. 초고층 호텔을 비롯해 골프

코스, 국제 회의장, 테니스 클럽, 동물원과 

식물원 등 남국의 정취가 넘치는 다채로운 

위락시설을 갖춘 명실공히 남큐슈 최대의 

관광단지다.

·연중무휴 (별도의 개장시간 없음) 

·www.seagaia.co.jp

·버스  : 미야자키역(宮崎駅) → 시가이아

（シーガイア） 25분

일본 3대 골프장

시가이아피닉스컨트리 클럽
シーガイアフェニックスカントリークラブ

피닉스 시가이아 리조트 내의 컨트리클럽. 

일본에서 상위 3위 안에 드는 국제적인 골

프장으로 1974년 이후 던롭 피닉스 토너먼

트의 무대로 유명하다. 아름다운 해변과 소

나무숲 사이로 펼쳐진 27홀 코스. 그린피는 

보통 4인 기준 25,000엔 정도.

·버스 : 시가이아 셔틀버스 이용

일본 최초의 생태동물원

피닉스자연동물원 

フェニックス自然動物園

자연에 최대한 가까운 상태로 유지하는 생

태형 동물원으로 기린과 타조가 함께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약 13만㎡에 이르는 부

지에 100여 종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동물  

1,500마리가 살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공

간에는 작은 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 

있게 되어있어 가족 여행지로 좋다.

·09:00~17:00

·어른 830엔/ 중학생 420엔/ 초등학생 310엔/ 

   미취학아동 

·매주 수요일, 연말연시

·www.miyazaki-city-zoo.jp

·버스 : 시가이아 셔틀버스 이용

자연에서 즐기는 온천

쇼센큐 松泉宮
소나무숲 속에서 용출되는 미인온천으

로 2004년 10월에 탄생한 명소다. 지하 

1,000m에서 용출되는 이 온천은 태고적의 

해수가 광물성분을 다량 함유한 화석수로 

피부자극이 적은 약알칼리성 강식염천이다. 

쇼센큐는 효능이 좋은 온천수와 사계절 아

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풍경이 매력적이

다. 

 남큐슈 최대 관광단지

시가이아 리조트 シーガイアリゾート

미야자키 골프장 宮崎ゴルフ場

가메노코 컨트리클럽 

亀の甲カントリー倶楽部
·평일 5,000엔~ 주말 공휴일 7,000엔~

·교통 : JR미야자키역(宮崎駅)에서 택시 20분

기타카타 골프클럽　北方ゴルフクラブ
·평일 5,350엔~ 주말 공휴일 8,800엔~
·연말연시

·교통 : JR노베오카역(延岡駅)에서 택시 20분

노베오카 골프클럽　延岡ゴルフクラブ
·평일 3,040엔~ 주말 공휴일 6,420엔~
·연말연시

·교통 : JR노베오카역(延岡駅)에서 택시 20분 

미야자키 자론바이골프클럽　
宮崎座論梅ゴルフクラブ
·평일 7,485엔~ 토 8,435엔~ 

주말 공휴일 9,395엔~

·교통 : JR다카나베역(高鍋駅） 택시 20분 

미야자키 골프클럽　宮崎ゴルフ倶楽部
·평일 7,397엔~ 주말 공휴일 14,290엔~

·교통 : JR미야자키역(宮崎駅)에서 택시 20분 

*이미지 사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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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스페이스월드

JR
신칸
센

가라쓰 방면

하카타항

도스

다자이후

구루메

야나가와
오무타

구마모토 방면

기타큐슈공항

후쿠오카공항

모지코

고쿠라

가라츠

니지노 마쓰바라

히젠유메카이도
사세보

히젠야마구치

하카타,혼슈 방면

도스
요시노가리 유적

요시노가리 공원

사가공항

하도미사키

나가사키 방면

다쿠세이보

요부코

우레시노

다케오온천

유후인 방면

사가현 방면

츠시마 방면 (대마도) 구로가와온천
오이타 방면

다카모리

다카치호 방면

신미나마타

야츠시로

신야츠시로

아소 구마모토공항

다테노

츠에다테온천

히타

우토
미스미

아마쿠사공항

하카타 방면

아소

본토

구마모토

노베오카

미야자키공항

니치난
시부시기리시마온천

고바야시

기리시마, 에비노

하야토

요시마쓰

다카모리

미야자키

사가, 하카타 방면

미야자키 방면

신야츠시로 방면

시마바라

가즈사

이사하야

나가사키공항

사가, 하카타 방면

하이키

JR
마츠우라철도
시마바라철도(시마테츠)
버스

히라도
타비라히라도구치

이마리,아리타 방면

사세보

구주쿠시마

나가사키

하우스텐보스

운젠

신칸센
JR
미나미아소철도
버스
항로

JR
신칸센
니시테츠
지하철

버스
항로

아리타

이마리
사가

JR
마츠우라철도
버스

가라츠본선

사세
보선

치쿠히선

가고시마주오

고바야시

기리시마,
에비노

기리시마 신궁

하야토

이부스키마쿠라자키

지란
사쿠라지마

센다이

이즈미

가고시마공항

요시마쓰 

오이타

오이타공항

우스키

사이키
분고타케다

구주

호센지온천

분고모리
히타

유후인

혼야바케이

나카쓰 분고타카타

벳푸지역순례

우사

히지

벳푸

JR
오렌지철도
신칸센
버스

아소·구마모토 방면

JR
버스

텐진

하카타

유노마에히토요시

가고시마 鹿児島

Hello!!

큐슈 본토의 남서부에 위치한 가고시마현은 남큐슈 지역의 정치 ‧ 경제 ‧ 문
화 ‧ 교통의 중심지이다. 남쪽 바다에는 다네가시마, 야쿠시마 등 200여 개의 

섬이 흩어져있고 곳곳에는 온천이 솟아오르며 화산과 해안선이 멋진 경관을 

이룬다. 가고시마 앞바다에는 지금도 하얀 수증기를 내뿜는 활화산인 사쿠라

지마가 있어 ‘동양의 나폴리’라는 애칭으로도 불린다. 

남큐슈 최고의 온천 지역, 동양의 나폴리

가고시마

Access

철도

하가타역 →  가고시마주오역(鹿児島中央駅)  

JR신칸센 미즈호 최단 약 1시간 17분

사쿠라지마 정기관광버스 
桜島定期観光バス
대중교통 대신 정기관광버스를 이용

하면 가고시마 시내뿐 아니라 사쿠라

지마까지 둘러볼 수 있다. 유료 시설

의 입장료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보다 

경제적이다.

·www.jrkbus.co.jp/teikikanko/
teikikanko.html

가고시마 시내·사쿠라지마 일주 코스
(かごしま市内·桜島一周コース)
·출발시간 : 08:15

·소요시간 : 6시간 30분

·요금 : 4,110엔(어린이 2,060엔)

·출발지점 : 가고시마주오역

(鹿児島中央駅)

웰컴큐트패스(welcome cute pass) 

가고시마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편리한 

통합 교통 패스. 노면전차와 시영버스, 

페리는 무제한으로 탑승 가능한 

이용권으로 1일권과 2일권이 있다. 

이진칸, 가고시마수족관 등 

주요관광시설의 할인 혜택도 있다. 

·대상교통기관 : 가고시마 시티뷰, 시영 버스, 

시영 노면전차, 사쿠라지마 아일랜드뷰, 사쿠

라지마 페리, 요리미치크루즈 (1일 1회), 관광

전차 (토, 일 및 공휴일 운행)

※민영버스 및 페리는 이용불가, 정기관광버스 

이용불가 

·이용요금 : 1일권 어른 1,200엔, 어린이 

600엔 / 2일권 어른 1,800엔, 어린이 900엔

구로부타 (흑돼지)- 가고시마의 명물

가고시마의 특산물인 고구마를 

먹여 기른 흑돼지는 그 맛이 

일품! 특히 흑돼지 샤브샤브가 

유명하며 돈가스로 먹어도 

맛있다.

가고시마의 더 자세한 정보는

www.kagoshima-kankou.com

버스

하카타버스터미널 / 텐진버스센터 → 

가고시마주오역(鹿児島中央駅)  

사쿠라지마호 약 3시간 47분

가고시마 공항 → 가고시마 주오역  

버스로 40분  1,25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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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시마현의 상징

사쿠라지마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활화산으로 손꼽히는 

사쿠라지마는 가고시마 시내에서 긴코만을 사

이에 두고 불과 4km 앞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섬이었지만 1914년 분화 때 유출된 다량의 용

암으로 오스미 반도와 연결되었다. 

·www.sakurajima.gr.jp/

·전철 : 가고시마주오역(鹿児島中央駅) 동쪽

           4,5,6 정류장에서 버스 승차/약15분 → 

           스이조쿠칸마에역(水族館前駅) 하차 

           도보 5분 → 사쿠라지마 페리터미널 ・ 
           가고시마쪽(桜島フェリーターミナル・
           鹿児島港側) → 사쿠라지마 페리 터미널 

           ・ 사쿠라지마항쪽(桜島フェリーターミ
           ナル・桜島港側) 페리 15분

桜島

온천이 있는 협곡

기리시마

기리시마 고원에는 깊은 협곡과 23개의 화산, 

10ha의 화산호가 있으며 곳곳에서 고산식물을 

찾아볼 수 있다. 일본 건국 신화에도 전해지는 

이곳은 온천 경승지로도 유명하다. 

·kirishimakankou.com/

·전철 : JR가고시마주오역(鹿児島中央駅) 

하야토노가세/44분 → JR기리시마온천역(霧島
温泉駅) 하차

35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센강엔

사츠마(가고시마의 옛 이름) 영주 시마즈의 별

장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일본식 정원이다. 

일본 최초의 가스등인 석등롱을 포함해 역사

적인 유물을 보존하고 있다. 정원에는 사쿠라

지마의 긴코만이 한 눈에 들어온다.

·08:30~17:30

·어른 1,000엔, 초중생 500엔

·www.senganen.jp

·버스 : 가고시마주오역(鹿児島中央駅)　

가고시마시티뷰 승차/30분 →

센강엔마에(仙巌園前)하차 도보 1분

 * 가고시마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일종의 시티투어 
버스로 가고시마 중앙역 앞에서 30분마다 출발한다.

仙巌園

시민들의 쉼터

시로야마

가고시마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산이다. 500여 종의 식물이 우거진 숲 속

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쉼터를 제공해준다. 특히 전망

대에서 바라본 연기를 가득 품고 있는 사쿠라

지마가 절경이다.

·버스 : 가고시마주오역(鹿児島中央駅)　

가고시마시티뷰 승차/20분 → 

시로야마(城山) 하차
城山

霧島

사무라이의 마을

지란 - 부케야시키 정원

약 250여 년 전 사무라이들이 살던 전통가옥

들과 일본식 7개의 정원 등이 그대로 보존된 

곳. 가지런한 돌담과 잘 가꿔진 나무들이 아름

다운 정원으로 국가 지정 명승지로 지정된 곳

이다.

·09:00~17:00

·7개 정원 공통권 어른 500엔/ 초중생 300엔

·연중무휴

·www.kagoshima-kankou.com/guide/11053/

·버스 : 가고시마주오역(鹿児島中央駅)  지란행 

승차/약1시간15분→부케야시키이리구

치(武家屋敷入口)하차 知覧

스나무시카이칸 사라쿠 

砂むし会館　砂楽
모래찜질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온천 

시설로 이브스키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모래찜질 시 머리를 보호할 타월이 필요한데 

2층 접수처에서 110엔에 살 수 있다. 
·OPEN : 08:30~21:00

·입욕료 : 유카타 포함 어른 920엔/ 어린이 510엔
·www11.ocn.ne.jp/~saraku
·버스 : JR이브스키역(指宿駅) 맞은편 교통센터에

서 버스로 한 정거장

TIP
스나무시(모래찜질) 온천 입욕순서

1. 2층 접수처에서 입욕료 지불 후 유카타를 

받는다.

2. 가운으로 갈아입은 후 지정된 모래에 눕는다.

3. 아주머니에게 모래를 덮어달라고 말한다.

4. 10~15분 정도 모래찜질하면 OK!

5. 모래찜질 후에는 대욕탕에서 샤워로 모래

   를 깨끗이 씻고 입욕한다.

Tip

가고시마가 자랑하는 온천  이브스키 指宿
가고시마주오역 → 이브스키역 특급열차 55분

가고시마 만(湾)의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이브스키는 작

고 조용한 도시로 연중 따뜻한 날씨를 자랑한다. 시 전역

이 기리시마 화산대에 속해 있어 모래찜질 온천과 큐슈 

최대의 칼데라 호수로 유명한 이브스키 온천이 관광 포

인트이다. 특히 이브스키의 해변을 1m 정도만 파면 어

디서나 온천수가 솟아나는데 이렇게 온천 열로 뜨거워진 

모래 속에 몸을 묻는 천연 모래찜질 온천이 널리 알려져 있다. 유카타를 빌려 입고 해변에 나가 

모래사장에 누워 있으면 아주머니들이 뜨거운 모래를 덮어주는데, 온천열로 서서히 몸이 따뜻해

져 사우나를 한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가라쿠니다케 韓国岳
트레킹하기 좋은 4개의 매력적인 코스가 있어 요즘 한

국 트레킹객에게 인기다. 가라쿠니다케라는 이름은 주

변에 산이 적었던 옛날에 정상에서 한국까지 조망할 수 

있어 ‘칸코쿠노미타케(韓国の見岳:한국이 바라다보이

는 산)’라고 불린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2. 야쿠시마 屋久島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원령공주”의 실제 

배경이자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 된 

곳이다. 이 지역 고유의 난온대성 원생림이 남아 있어 

트레킹하기 좋은 장소로 유명하다.

·비행기: 후쿠오카 → 야쿠시마(50분) / 가고시마공항 

   → 야쿠시마공항 (35분)

·고속선(Toppy&Rocket): 가고시마본항 남부두 → 

미야노우라항(宮之浦港)(최단 1시간 50분)

TIP 트레킹 매니아에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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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역사민속박물관

부산에서 쓰시마까지는 배편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부산에서 배편

은 현재 3개사가 운항을 하고 있

다. 

·대아고속해운

부산 → 이즈하라(2시간10분)

부산 → 히타카츠(1시간10분)

·미래고속㈜ / JR 큐슈 고속선

부산 → 히타카츠 (1시간10분)

부산 → 이즈하라(1시간55분)

쓰시마보다는 대마도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쓰시마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
치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49.5km거리에 있어 
맑은 날은 쓰시마 서해안에서 한국의 산과 거리
를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쓰시마는 산림이 시 전체 면적의 89%를 차지하
는 자연이 풍부한 섬이다. 국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원시림이 있으며 리아스식 해안의 아소만은 철새 이동의 중간 경로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찰지이기도 하다. 쓰시마와 부산 사이에 정기항로가 개설
되어 부산에서 배를 타고 당일 관광도 가능하다.
·www.tsushima-net.org/

자연 그대로를 살린

다테라야마 원시림 龍良山原始林 

저지대에서부터 고지대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져 있어 귀중한 자연환경으로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보존 상태와 면적

을 자랑한다. 

·www.nagasaki-tabinet.com/guide/817/

·0920-52-1566 (쓰시마 관광물산협회)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섬

쓰시마 対馬

산과 바다의 웅대한 장관

에보시다케 전망대 烏帽子岳展望台

360도로 탁 트인 시야를 자랑하는 이곳 전망대에서야말로 아소만의 리아스식 

해안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대한해협 너머로 한국 영토가 보인다

는 점도 이곳을 찾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www.nagasaki-tabinet.com/guide/847/

·0920-58-1111 (쓰시마시)

-나가사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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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히라도平戸 코스 
나가사키현 (13km 약 4~5시간)

항구에서 시작되는 코스로 마을 뒤편 언덕

을 거슬러 천천히 오르면 사이카이 국립공원

의 깊은 숲과 만날 수 있다. 또한 약 30ha의 

광대한 초원을 통과하는 것이 제주의 오름과 

꼭 닮은 코스다.

02 다케오武雄 코스 
사가현 (14.5km 약 4시간)

신비한 모습을 지닌 수령 3,000년의 거대 녹

나무들 만큼이나 오래된 역사를 지닌 온천. 

4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도자기 가마 90여 

개를 보유한 다케오는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산세와 주변 풍광이 어울어지는 코스다.

03 오쿠분고奥豊後 코스 
오이타현 (11.8km 약 4~5시간)

오이타현의 분고오노시(豊後大野市) 기차역 

JR아사지역(朝地駅)에서 다케타시(竹田市)

의 성하마을까지 걷는 코스. 일본의 전형적인 

산촌과 농촌마을과 역사적인 고성을 지나는 

길이다. 

04 아마쿠사/이와지마 天草・維和島 코스
구마모토현 (12.3km 약 4시간)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아마쿠사 제도(天草諸
島)의 이와지마(維和島) 섬을 일주하는 올레로 

일본의 전형적인 어촌 마을과 자연을 만날 수 있

다. 아마쿠사 제도의 작은 섬들을 이어주는 다리

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을 보며 걷는 코스다.

05 아마쿠사/마츠시마 天草・松島 코스 
구마모토현 (11.1km 약 4~5시간)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섬 아마쿠사. 이제는 5

개의 다리들로 연결되어 큰 섬들은 더 이상 섬

이 아니지만, 호수처럼 고요히 머물러 있는 바

다 위에 봉긋봉긋 키 재기 하는 작은 섬들은 여

전히 오롯이 섬으로 남아 있다.

06 다카치호高千穂 코스 
미야자키현 (12.3km 약 5~6시간)

우거진 나무 사이로 오래도록 이어지는 계단을 

따라가면 다다르는 다카치호 협곡. 탄식처럼 감

탄사가 절로 나오는 협곡은 거대한 주상 절리를 

누군가 살짝 틈새를 벌려 놓은 것처럼 생겼다. 

07 기리시마/묘켄霧島・妙見 코스
가고시마현 (11km 약 4~5시간)

기리시마 산은 일본100대 명산으로 운젠 등

과 함께 일본에서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

될 정도로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다.

08 이브스키/가이몬指宿・開門 코스 
가고시마현 (19.4km 약 5~6시간)

일본 내 JR최남단 역 니시오야마(西大山駅)

에서 출발하여 밭 길을 사이사이의 길을 지

나 나가사키바나(長崎鼻) 곶에 도착하면 하

얀 등대가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하는 코스다.

09 무나카타/오시마宗像・大島코스
후쿠오카현 (11.4km 약 4~6시간)

페리를 타고 건너가 오시마에서 바다와 대자

연과 함께 역사 그리고 경치를 만낏하는 코

스. 특히 4월에서 5월초까지는 유채꽃이 만

발하며 10월말부터 11월에는 코스모스가 장

관이다. 

10 가라츠唐津코스
사가현 (11.2km 약 4~5시간)

나고야성터 주변을 도는 코스로 “제주 해변 

올레길”과 가장 닮은 길이다. 잘 정비된 산책

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과 함께 걷기 좋

은 길로 코스 후반이 되면 나무 사이로 해안

이 펼져진다.  

11 고코노에/야마나미九重・やまなみ 코스
오이타현 (12.2km 약 4~5시간)

목장과 억새 밭을 통과하는 이 코스는 대부

분이 아소쿠주국립공원(阿蘇くじゅう国立
公園)으로 지정되어 있다. 눈앞에 전망이 좋

아 10km를 걸어도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지

는 코스다.

12 우레시노嬉野코스
사가현 (12.5km 약 4~5시간)

미인온천으로 알려진 우레시노 온천답게 산

책 중에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족욕시설과 

공중 목욕탕이 있다. 질서 정연하게 늘어서 있

는 가옥과 드넓은 녹차 밭을 지나는 코스다.

히라도 코스

가라츠 코스

무나카타·오시마 코스

다케오 코스

우레시노 코스 오쿠분고 코스

고코노에·야마나미 코스

다카치호 코스

아마쿠사·이와지마 코스

아마쿠사·마츠시마 코스

기리시마·묘켄 코스

이브스키·가이몬 코스

제주올레가 일본 큐슈에도 

만들어졌다. 제주도 곳곳을 

걸어서 여행하며 제주의 숨

겨진 매력을 발견하는 제주

올레처럼 큐슈올레는 웅대

한 자연과 수많은 온천을 

가지고 있는 큐슈의 문화와 

역사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트레킹코스다. 

www.welcomekyushu.or.kr

큐슈 올레 12코스

※ 상기 이미지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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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의 축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큐슈의 축제 추천 BEST 3. 

큐슈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이 축제들을 놓치지 말자. 

‘돈타쿠’는 네덜란드의 휴일을 

뜻하는 ZONDAG(존다크)에서 

유래됐다. ‘돈타쿠’ 항만축제는 

매년 골든위크 중인 5월 3,4일 

이틀 간에 걸쳐 열리는 축제로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

이 모여든다. 

기간 중에는 하카타 거리에 무대가 설치되어 춤이나 북 등의 

다양한 이벤트로 시민들과 어울어진다. 축제의 메인이벤트는 

‘돈타쿠 대로’라고 불리는 퍼레이드로 약 580 단체, 3만명이 

다양한 코스튬으로 퍼포먼스를 하며 하카타 거리를 걷는 모

습이 장관을 이룬다.

春
Spring

5월 3~4일
하카타 돈타쿠 항만축제 

博多どんたく港まつり
(후쿠오카현)

일본의 3대 기온 마츠리 중 

하나로 750년 역사의 남자 

마츠리이다. 하카타를 지키는 

신 ‘구시다 신사 櫛田神社’의 

봉납제사로 기간 중에는 다양

한 인형으로 호화롭게 장식된 

‘가자리야마飾り山’를 볼 수 

있다. 또한 거리를 가득 메우는 일본 남성의 웅장함과 묵직함

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 날은 무게 1톤에 달하는 장식 수레인 ‘가자리야마’를 

짊어지고 구시다 신사에서 시청까지 5km를 달려 가는 레이스

로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행사이다.

夏
Summer

7월 1~15일
하카타 기온 야마가사 

博多祇園山笠
(후쿠오카현)

가라츠 신사의 추계 대제(큰 

제사)로 나라 지정 중요 무형 

민속문화재다. 이때 옻나무 칠

로 만들어진 ‘히키야마 曳山’

가 가라츠의 거리를 행진한다. 

현 중요 유형 민속문화재로 지

정된 ‘히키야마 曳山’는 높이 

최대 6.8m, 무게 약 2~3톤으로 사자나 도미 등의 모습을 본

떠 만든것으로 각 마을마다 보유하고 있으며 총 14대가 있다. 

각 마을의 젊은이들이 히키야마를 차례대로 이끄는 행사가 가

장 볼 만하다.

秋&冬
 Autumn
Winter

11월 2~4일
가라츠 군치 

唐津くんち(사가현)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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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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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
Hello!!

후 쿠 오 카

구 마 모 토

미 야 자 키

나 가 사 키

오 이 타

사 가

가 고 시 마

www.welcometojapan.or.kr
일본정부관광국  www.welcometojapan.or.kr

일본관광청 캠페인사이트  www.jroute.or.kr

일본관광청 페이스북  www.facebook.com/joinjro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