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거리

01 다카치호 신사 高千穂神社  이천 년 전에 창건됐다고 전해지며 다카치호 지역의 88개 
신사 중에 총사인 만큼 규모와 위엄이 있다. 본전과 더불어 철로 만들어진 고마이누(狛犬/신

사의 경계 영역을 나타내는 상상 속의 짐승)는 일본 지정 중요문화재이다. 입구부터 늘어선 

햇볕을 가릴 만큼 오래된 삼나무들이 인상적이다. 치치부스기(秩父杉) 삼나무는 가마쿠라 막

부시대(1180~1333)의 장군 미나모토 요리토모(源頼朝)가 봉납한 것이다. 또한 메오토스기

(夫婦杉)라 불리는 두 그루의 거대한 삼나무 주위를 소중한 사람과 손을 잡고 3번 돌면 오래

도록 애정이 식지 않는 다고 전해진다. 한편, 본전 옆 카구라전(神楽殿)에서는 매일 밤 다카

치호 카구라(高千穂神楽)라는 전통공연이 열린다.(시간 : 저녁 8:00~9:00, 요금 500엔)

02 다카치호 협곡 高千穂峡  다카치호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9만년 전과 12만년 전 아소산 
대 분화 때에 흘러나온 화쇄류가 긴 세월에 걸쳐 침식되어 깊은 계곡에 아름다운 주상절리(단

면의 형태가 육각형이나 삼각형의 기둥처럼 형성되어 늘어선 바위절벽) 단층을 만들었다. 협

곡의 하일라이트 ‘마나이 폭포’는 일본의 폭포 100선에도 뽑힐 만큼 관광객의 사랑을 듬뿍 받

는 폭포이다. 보트를 빌려 주상절리 단층 사이의 협곡에 가까이 다가가 부서져 내리는 폭포

수를 직접 맞을 수도 있다. 보트를 따라오는 오리 떼와의 놀이는 옵션.  

03 무코우야마 신사 참배길(옵션) 向山神社参道  큰 토리이(大鳥居/신사의 시작을 알리
는 문의 역할을 하는 양식) 에서 무코우야마 신사의 본전에 향해 걷는 길은 500m 정도 되는

데, 삼나무와 낙엽수가 늘어서 있으며 세 번의 계단을 오른다. 울창한 나무들이 떨군 나뭇잎 

밟는 소리를 들으며 고요히 걸으면 양 옆에 늘어선 석등과 인왕상이 호위를 하고 있는 느낌이

다.  20여 개의 석등 중 7개의 석등에는 칠복신(七福神)을 2개는 원숭이신을 표현하고 있다.  

04 마루오노 녹차밭 丸小野地区の茶園  다카치호의 대표적인 녹차 생산지로서 약 11ha 
규모에서 재배되고 있다. 가마솥에서 녹차를 덖는 흔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산되는 이곳의 녹

차는 일본에서 예로부터 사랑 받았으나 점차 그 생산량이 줄고 있다. 

  숙박

이마쿠니 료칸 今國旅館  TEL 0982-72-2175  西臼杵郡高千穂町三田井 803-4(1박2식 

10,500~21,000엔) 

민예료칸 카미노야 民芸旅館かみの家  TEL 0982-72-2111  西臼杵郡高千穂町三田井 806-
5(1박2식 12,600엔~)  http://kaminoya.jp
호텔 다카치호 ホテル高千穂  TEL 0982-72-3255  西臼杵郡高千穂町三田井 1037-4(1박2식 

11,050~15,795엔)  www.h-takachiho.com
료칸 스에히로 旅館末廣  TEL 0982-72-4751 西臼杵郡高千穂町三田井 983-7(1박2식 

10,500~12,600엔)  www15.plala.or.jp/takachihosuehiro
호텔 그레이트풀 다카치호 ホテルグレイトフル高千穂  TEL 0982-72-4111  西臼杵郡高千
穂町三田井 1352-1(식사없이 숙박만 6,500엔)  www.h-hikari.co.jp
료칸 신센 旅館神仙  TEL 0982-72-2257  西臼杵郡高千穂町三田井 1127-5(1박2식 

26,250~52,500엔)  www.takachiho-shinsen.co.jp 
모리노야도 호텔 시키미 杜ノ宿 ホテル四季見  TEL 0982-72-3733  西臼杵郡高千穂町三田
井 729-29(1박2식 12,600~18,500엔)  www.shikimi.jp
카나야 비지니스 호텔 かなやビジネスホテル  TEL 0982-72-3881  西臼杵郡高千穂町三田
井 8-ロ(식사 없이 숙박만 4,200엔) http://h-kanaya.jp

다카치호 코스의 마루오노 녹차밭다카치호 코스의 마루오노 녹차밭

마음을 흩뿌리고 거두지 못한 채 돌아선 것처럼 마음에 새겨진 섬들 아마쿠사. 5개

의 다리들로 연결되어 큰 섬들은 더 이상 섬이 아니지만, 호수처럼 고요히 머물러 

있는 바다 위에 봉긋봉긋 키 재기 하는 수 많은 작은 섬들은 그대로다. 지역 주민들

한테 사랑 받아온 치쥬관음상(知十観音様)이 있는 강과 바다가 교차하는 곳에서 코

스는 시작된다. 옛부터 섬 답지 않게 먹거리가 풍부했음을 짐작케 하는 광활한 논 

사이로 점점 산이 눈앞에 가까워 진다. 호흡을 한번 정리하고 오르는 산은 험하지 

않지만 숨이 서서히 차오르는 오르막이다. 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발걸음을 조금 

느리게 하다 보면 어느새 불쑥 등장하는 정상. 마츠시마는 많은 섬들이 군무를 추듯 

흩어져 있는 모습을 일컫는 말로 이곳은 일본의 3대 마츠시마 중 한 곳으로 꼽힌다. 

360도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은 거대한 바위가 아름다운 센겐노모리다케(千元
森嶽). 아마쿠사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났을 때 지휘자였던 16세 소년 ‘아마쿠사 시

로(天草四郞 1621~1638)’가 축연을 열고 술잔을 돌렸다고 전해지는 센간잔(千
巌山)으로 코스는 이어진다. 어른들이 더 즐거워 하는 숲속놀이터를 지나 거대한 돌

덩이 사이를 가까스로 통과하면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깊은 숲길을 걷게 된다. 숲을 

빠져나오면 고요하고 평화로운 소박한 어촌 마을이 이어지고 발걸음은 종점의 족탕

에 다다른다. 다도해의 풍광과 더불어 곳곳에 드러나지 않게 남아 있는 역사를 생각

하게 하는 코스다.

코스경로  거리 11.1㎞｜4~5시간｜난이도 중

치쥬관음상 知十観音 → 치쥬해안 知十海岸(1.7㎞) → 산길입구 山道入口(4.3㎞) 
→ 센겐노모리다케 千元森嶽(5.5㎞) → 구마모토현립아마쿠사 청년의 집 熊本県
立天草青年の家(6.1㎞) → 센간잔 정상 千巌山山頂(7.3㎞) → 거석 巨石(7.8㎞) 
→ 마츠시마 관광호텔 미사키테이 松島観光ホテル岬亭(9.3㎞) → 류노아시유 족

탕 龍の足湯(11.1㎞)

전형적인 일본의 소도시 다카치호의 중심 버스센터 옆 관광안내센터가 시작점이다. 안

내센터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가능하며 지역특산물과 간단한 요기거리도 있다. 길을 시

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곧바로 나타나는 ‘다카치호 신사’는 입구에서부터 깊게 드리워진 

거대한 나무들의 그림자 때문에 범상치 않게 느껴진다. 우거진 나무 사이로 다리운동에 

충분할 만큼 내려가는 계단으로 이어지는 길은 지역의 절경인 다카치호 협곡으로 이르

는 과정이다. 협곡은 거대한 주상절리를 누군가 살짝 틈새를 벌려 놓은 것처럼 생겼다. 

육각형 바위들이 세로로 죽죽 늘어선 협곡 아래엔 녹색빛이 감도는 맑은 물이 좁게 흐르

고, 산산이 부서져 쏟아 내리는 폭포가 점점 다가온다. 쉽게 뒤로 두고 지날 수 없는 협

곡과 폭포의 그림이다. 이어지는 길은 산길로 거대한 산맥의 실루엣을 멀리 바라보며 숲

으로 이어진다. 숲의 한 켠에 숨어 있는 ‘무코오야마 신사’까지 고요한 명상을 하며 다

녀올 수 있다. 숲을 빠져 나오자마자 온 동네가 녹차 밭이다. 녹차 밭집 앞마당을 지나

다 여든 넘은 인심 넉넉한 주인할머니를 만나면 깊은 맛을 내는 마루오노 녹차 한잔을 맛

볼 수도 있다. 표고 차 100~200m의 계곡 길을 내리고 다시 오르다 등줄기에 땀이 흐

를 무렵, 마을의 풍광이 드러나고 시작점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종점에 이른다. 종점의 

가마다세 시장에선 현지 재료로 만든 요리들을 먹을 수 있고, 다카치호의 각종 특산물을 

판매한다. 자연이 빚어낸 범상치 않은 풍광과 마을과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올레다.

코스경로  거리12.3㎞｜5~6시간｜난이도 중

다카치호 안내소 まちなか案内所 → 다카치호 신사 高千穂神社(0.9㎞) → 다카치

호 협곡, 신바시(다리) 高千穂峡・神橋(1.5㎞) → 다카치호 협곡, 마나이노 폭포 

高千穂峡・真名井の滝(2.0㎞) → 다카치호 타로 묘 高千穂太郎の墓(3.3㎞) → 나

카야마 산성터 캠프장 仲山城跡キャンプ場(3.5㎞) → 무코오야마 신사 참배길 입

구 向山神社参道入口(6.1㎞)(옵션:신사까지 왕복 1㎞) → 마루오노녹차밭 丸小野
地区の茶園(7.0㎞) → 구 무코야마키타 초등학교 旧・向山北小学校(8.8㎞) → 오

토노타니 현수교 音の谷吊り橋(10.6㎞) → 가마다세 시장 がまだせ市場(12.3㎞)

일본 근대화의 초석을 다진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1836~1867)가 그의 부인 오
료(お龍)와 신혼여행을 왔던 곳으로 유명한 길이다. 료마 스스로 ‘허니문’이라는 영어
단어로 언급했던 두 사람의 여행은 일본 최초의 신혼여행으로 알려져 있다. 기리시마
산은 일본100대 명산중의 하나로 이름이 높고, 운젠 등과 함께 일본에서 최초로 국
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다. 시작점의 묘켄 온천은 깊은 골
짜기 사이에 자리잡은 유명한 온천지대이다. 아모리강 위로 놓인 현수교 아래의 계곡 
양쪽에는 온천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온천에서 피어 오르는 김들이 강물소리와 섞여 
사라지는 것을 뒤로 하고 다리를 건너면 본격적인 트레일이 시작된다. 깊은 숲이 코
스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진다. 온전히 트레킹을 위한 길이다. 걷는 길 내내 물
소리와 숲의 향기가 따라와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코스이다. 초여름이면 등나무 꽃이 
뒤덮기도 하고 가을이면 낙엽과 밤송이들이 발 아래에 밟힌다. 그 중에서도 하늘을 
향해 거침없이 뻗어 자라는 곧은 삼나무 숲들이 가장 인상적이다. 숲속에서 만나는 
‘이누카이노타키 폭포(犬飼滝)’와 ‘와케신사(和氣神社)’는 모두 마음을 맑게 하는 곳
이다. 도착 지점에는 무료 족탕이 있어서 지친 발의 피로를 풀 수 있으며 사카모토 료
마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살펴 볼 수 있는 기념관 등이 있다. 온 몸에 피톤치드를 가
득 흡수할 수 있는 삼나무 숲길과 역사속 인물의 여정을 따라 갈수 있는 코스.

코스경로  거리11㎞｜4~5시간｜난이도 중

묘켄온천가 妙見温泉街 → 와케유 和気湯(1.0㎞) → 이누카이노타키 폭포 犬飼滝
(2.0㎞) → 산길, 강길(5.0㎞) → 와케신사 和氣神社(7.0㎞) → 료마의 산책길(산
길) 龍馬の散歩道(山道) → 시오히타시 온천 료마 공원 塩浸温泉龍馬公園(11㎞) 

  볼거리

01 묘켄온천거리 妙見温泉街  옛부터 일본식 전통 료칸과 탕치湯治(온천으로 치료하는 
방법, 온천요법)숙박지 등 숙박 시설이 많이 있던 곳이다. 바로 옆을 흐르는 아모리강(天

降川)에는 현수교와 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으며 다리 건너 소박한 일본식 찻집도 있다. 근

처에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석조 발전소가 있으니 시작 전에 잠시 둘러보는 것도 좋다. 

02 와케유 탕 和気湯  나라시대(710~794) 후기부터 있었다고 전해지는 온천이다. 기
리시마를 방문한 사카모토 료마가 입욕했다고 전해지는 욕조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나라시대의 관료였다가 유배되어 이 지역에 체류하던 와케노키요마루(和気清麻呂)공이 

체류하는 동안 자주 들어갔다고 해서 ‘와케유 탕’이라고 불린다.  

03 이누카이노타키 폭포 犬飼滝  높이 36m, 폭 22m의 호쾌하게 물이 흘러내리는 모
습이 장관. 또,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봄과 가을의 오후에는 폭포에 무지개가 걸

린 것을 볼 수 있다. 

04 와케신사 和氣神社  와케키요마로(和気清麻呂)공을 기린 신사이다. 학문, 건축, 건
강 등 어떤 바램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성취된다고 한다. 근처의 와케 공원에선 매년 

  볼거리

01 섬에 있는 넓은 논  유명한 아마쿠사의 조기미 벼를 키우는 6만 평방미터 이상의 논. 널찍
한 전원풍경은 두꺼운 사암층으로 병풍처럼 둘러쌓여 있다. 모내기(4월초)와 추수철(8월경)에

는 전형적인 논농사의 풍경을 볼 수 있고, 코스를 따라 흐르는 강에서는 잉어와 붕어, 자라, 장

어 등이 살고 있다. 먼 옛날 바다였던 이유로 주택들은 모두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02 센겐노모리다케 千元森嶽  정상에 오르면 사방팔방으로 펼쳐져 있는 섬들의 잔치를 즐길 
수 있다. 바다는 마치 비닐을 깔아 놓은 듯 평평하고도 고요하고, 수없이 흩어진 섬들 사이사이

로 아마쿠사를 육로로 연결한 5개의 다리들을 차례로 찾아볼 수 있다. 

03 센간잔 千巌山  센간잔 산은 1637년의 농민반란 때 반란군의 지휘자였던 16세의 소년 아
마쿠사 시로 도키사다(天草四郎時貞)가 산정상에서 잔치를 열고 동료들과 국자로 술을 떠 먹었

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카톨릭박해와 가혹한 공물징수로 벌어진 반란은 하라성의 함락과 함께 

마무리 되었으나, 섬 곳곳에 그의 자취가 남겨져 있다. 이름 그대로 기암, 괴암이 늘어선 바위 

사이엔 노송과 철쭉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1935년 6월 국가에서 지정한 명승지가 된 센간

잔의 벚꽃도 이른 봄에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04 용의 족탕 龍の足湯  마츠시마 지역에 전해지는 이케지마 용의 전설을 바탕으로 설계된 
족탕으로 아마쿠사 5호 다리를 바라보면서 피로를 풀 수 있다. 

  숙박

아마쿠사에서의 하룻밤은 아스라히 보이는 섬들의 풍광과 온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마츠시마 관광호텔 미사키테이 松島観光ホテル 岬亭  TEL 0969-56-1188  上天草市松島町合
津 4710(산파루(さんぱーる)까지 송영서비스 / 1박 조식 6,300엔, 1박2식 10,500엔 / 영어가

능 / 온천있음)  www.misakitei.co.jp
호텔 쇼센카쿠 로만칸 ホテル松泉閣ろまん館  TEL 0964-56-3000  上天草市松島町合津 
6215-21(마에시마 버스정류장(前島バス停)까지 송영 서비스 / 1박 조식 6,300엔, 1박2식 

10,500엔 / 영어가능 / 온천있음)  www.romankan-s.com
가메야 호텔 하나츠바키 亀屋ホテル華椿  TEL0964-59-0211  上天草市大矢野町中 4463-2(1
박조식 6,300엔, 1박2식 10,500엔 / 영어가능 / 온천있음)  www.kameyahotel.co.jp
코마츠야 나기사칸 小松屋渚館  TEL 0964-59-0111  上天草市大矢野町中 10044-3(산파루さん
ぱーる까지 송영서비스 / 1박 조식 6,300엔, 1박2식 10,500엔 / 영어가능 / 온천있음)  www.
komatuya-nagisakan.jp
아이노미사키 료칸 旅亭 藍の岬  TEL 0964-59-0010  上天草市大矢野町中字野牛島 5700-
1(숙박자에 한해 시작점, 종점 송영 서비스 / 1박 조식 6,300엔, 1박2식 10,500엔 / 온천있음) 

www.ainomisaki.co.jp
민숙 세류소 民宿 清流荘  TEL 0969-56-1004  上天草市大矢野町上 7101-1(산파루さんぱーる
까지 송영 서비스 / 1박 조식 4,200엔, 1박2식 6,000엔)  www.seiryusou.jp
나카시마소 なかしま荘  TEL 0969-56-0542  上天草市松島町合津 6466(송영서비스 / 1박조식 

5,400엔, 1박2식 9,500엔 / 온천있음)   www.nakashimasou.jp
료칸 텐쇼 旅館天松  TEL 0969-56-0119  上天草市松島町合津 4343-3(1박조식 5,400엔, 1박2
식 8,550엔 / 온천있음)  www.amakusa-matsushima.jp

아마쿠사 나기사테이 天草渚亭  TEL 0969-56-3232  上天草市松島町阿村 5650-2(송영서비
스 / 1박조식 7,500엔, 1박2식 10,650엔 / 온천있음)  www.amakusanagisatei.jp
료칸 메구미소 旅館恵荘  TEL 0969-28-3355  上天草市松島町合津 6136-13(1박조식 4,200
엔, 1박2식6,450엔 / 온천있음) www.megumisou.com
고쿄엔 五橋苑  TEL 0969-56-1417  上天草市松島町合津 6053-5(1박조식 7,500엔, 1박2식

10,650엔 / 온천있음)  www3.ocn.ne.jp/~gokyo

  식당 

대부분 종점 부근에 있다. 

맞쨩 松ちゃん  TEL 0969-56-2039  上天草市松島町合津 7913-14(짬뽕 700엔)

카이센야 후쿠신 海鮮家福伸  TEL 0969-56-0172  上天草市松島町合津 6003-1(보리새우 덮
밥 1,300엔)

마츠시마관광호텔 미사키테이 레스토랑 松島観光ホテル 岬亭 レストラン  TEL 0969-56-
1188 上天草市松島町合津 4710-2(해산물 6종 덮밥 1,470엔)

후쿠다 선어점 福田鮮魚店  종점 부근. 그 자리에서 각종 해산물 활어회를 떠준다. 초장을 
준비하는 것도 아이디어

  아마쿠사에서 놓치면 아까운 것들

보리새우 덮밥 VS 아마쿠사 대왕 닭고기덮밥(車海老丼vs天草大王丼)  짜장면과 짬뽕의 
고민과 흡사하다. 선택이 어렵다. 

보리새우 센베(車海老せんべい)  아마쿠사의 명물 보리새우로 만든 짭조름하면서 감칠 맛 
나는 과자

아카마키(あか巻)   팥과 찰떡이 들어간 카스텔라

아마쿠사 소주  유명한 아마쿠사의 쌀로 만든 일본 소주. 뒤끝이 깨끗하기로 정평.   

  교통편

01  후쿠오카공항/하카타항 福岡空港/博多港 → ＜하카타역에서 신칸센＞ → 구마모토역 熊本駅 → 

＜쾌속 아마쿠사호 快速あまくさ号> → 치쥬 버스정류장 하차 知十バス停下車
02  아소 구마모토 공항 阿蘇くまもと空港 → ＜공항 리무진＞ → 구마모토시 교통센터 熊本市交通セ
ンター → ＜쾌속 아마쿠사호 快速あまくさ号＞ → 치쥬 버스정류장 하차 知十バス停下車
03  JR구마모토역 熊本駅 → ＜JR아마쿠사 미스미 라인 あまくさ三角線＞ → JR미스미역 三角駅 → 

＜노선버스＞ → 산파루 경유 치쥬 버스정류장 さんぱーる経由知十バス停
택시 

마츠시마 택시 松島タクシー TEL 0969-56-1160
아무라 택시 あむらタクシー TEL 0969－56－0252

미야자키는 숙소에 온천이 없고 다카치호쵸가 운영하는 온천 시설 2군데를 이용해야 한다. 

다카치호 온천 高千穂温泉  TEL 0982-72-7777  高千穂町大字三田井 3214-1(입욕료 70세이
상 300엔, 고교생 이상 500엔, 중학생 300엔, 초등학생 200엔 / 매주 목요일 휴관)

아마노이와토 온천 天岩戸温泉  TEL 0982-74-8288  高千穂町大字岩戸 58(입욕료 70세 이
상 200엔, 고교생 이상 300엔, 중학생 200엔, 초등학생 100엔 / 매주 수요일 휴관)

  식당 

딩동 ディンドン TEL 0982-72-2665  西臼杵郡高千穂町三田井 796-1(트위스터 280엔)

소바도코 텐앙 そば処 天庵  TEL 0982-72-3023  西臼杵郡高千穂町三田井1180-25(소바세트 

1,200엔) 

킷사 메르헨 喫茶メルヘン  TEL 0982-72-2439  西臼杵郡高千穂町三田井1101-12(함박카레 

880엔)

마라손테이 まらそん亭 TEL 0982-72-4590  西臼杵郡高千穂町三田井1265-13(고기우동 

520엔)

아라라기노챠야 あららぎ乃茶屋 TEL 0982-72-2201  西臼杵郡高千穂町三田井 1245-1(닭요
리 1,050엔~)

치호노이에 千穂の家 TEL 0982-72-2115  西臼杵郡高千穂町三田井965-2(치킨 정식 1,050엔) 

오노코로챠야 おのころ茶屋 TEL 0982-72-3931 宮崎県西臼杵郡高千穂町三田井 965-1(산천
어 정식 1,300엔)

쿠츠로기도코 코니와 くつろぎ処 神庭 TEL 0982-72-2257  西臼杵郡高千穂町三田井 1127-
5(런치세트 1,000엔)

다카치호규 레스토랑 나고미 高千穂牛レストラン和 TEL 0982-73-1109  宮崎県西臼杵郡
高千穂町三田井 1099-1(다카치호 소 스테이크 런치 1800엔~)

  다카치호에서 놓치면 아까운 것들

다카치호 녹차  일본에서도 드물게 가마솥에 덖어서 만든다. 깊고 그윽한 향이 난다.  

다카치호 소주  쌀을 원료로 만든 소주로 목 넘김이 좋다.

다카치호 소고기  다카치호에서 자란 흑우는 일본 농림수산청에서 인정한 A4 이상의 품격
을 받은 부드럽고 깊은 맛의 소고기.   

  교통편

01  구마모토공항 熊本空港 → ＜특급버스 特急バス＞ → 다카치호 버스센터 高千穂バスセンター
02  후쿠오카공항/하카타항 福岡空港/博多港 → 하카타 버스터미널 博多バスターミナル → ＜고속버

스(예약제)＞ → 다카치호 버스센터 高千穂バスセンター
03  후쿠오카 공항/하카타항 福岡空港/博多港 → 하카타역 치쿠시구치 博多駅筑紫口 요카로 버스 정류

장 → ＜요카로버스＞ → 가마다세 시장 がまだせ市場（다카치호 코스 종점. 시작점까지는 도보 10분）

요카로버스(YOKOROバス) : 연간4,000엔을 내고 회원이 되면 일 년 동안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데, 규슈올

레의 오쿠분고 코스, 히라도 코스, 다카치호 코스로 갈 수 있다. 사전 인터넷예약 필수 http://yokaro.info
04  후쿠오카공항/하카타항 福岡空港/博多港 → JR하카타역 JR博多駅 → ＜신칸센 新幹線＞ → JR

구마모토역 JR熊本駅 → ＜특급버스 特急バス＞ → 다카치호 버스센터 高千穂バス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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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쥬 버스정류장
知十バス停
치쥬 버스정류장
知十バス停

오쵸즈노타키(폭포)
御手洗滝

치쥬해안
知十海岸

류노아시유(족탕)
龍の足湯

센겐노모리타케
千元森嶽

현립 아마쿠사청년의 집
県立天草青年の家

千厳山 센간잔

巨石 거석군

마츠시마 전망대
松島展望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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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18

다카치호 관광안내소
まちなか案内所

다카치호 신사
高千穂神社

다카치호 협곡
高千穂峡

丸小野地区茶園
마루오노 녹차 밭

向山神社
무코야마 신사

옵션루트(왕복1킬로)
オプションルート(往復 1km)

高千穂がまだせ市場
다카치호 가마다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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塩浸温泉 龍馬公園
시오히타시온천 료마공원

와케유
和気湯

이누카이노타키(폭포)
犬飼滝

료마의 산책 길
龍馬の散歩 道

와케신사
和気神社

산길
林道

공중화장실
公衆トイレ

妙見温泉
묘켄온천

구마모토현熊本県 : 아마쿠사天草·마츠시마松島코스 미야자키현宮崎県 : 다카치호高千穂코스 가고시마현鹿児島県 : 기리시마霧島·묘켄妙見코스

기리시마·묘켄 코스의 삼나무 숲길360도 펼쳐지는 섬들의 군무 마츠시마 전망 기리시마·묘켄 코스의 삼나무 숲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