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슈올레 九州オルレ

한국의 대표적인 도보여행자 길 제주올

레 브랜드가 규슈로 수출되어 만들어진 

트레킹 코스로 2012년 2월에 첫 4개 코

스가 열렸다. 한국에서 ‘걷는 길’ 혹은  

‘트레킹 코스’라는 일반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제주어 ‘올레’가 그대로 사용되며, 

코스개발자문 및 길 표식 디자인을 (사)제주올레가 제공했다. 두 번째 규슈올레 

4개 코스가 새로이 열리면서 규슈올레는 모두 8개 코스, 총 길이 106.4㎞에 이

르게 되었다. 규슈올레에서는 장엄한 풍광과 온천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우아

하게 더해진 문화와 역사를 속속들이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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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올레 에티켓

규슈올레를 걸을 때는 

! 마을 지날 때 집안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기웃거리지 않는 게 좋죠.

! 현지인의 얼굴(특히 어린이)이나 사유재산을 촬영할 때는 사전동의를 구하세요.

!  오며 가며 만나는 올레꾼 혹은 마을 주민에게 정다운 미소와 인사를 나누면  

더 즐거워 집니다.

올레꾼 에티켓

!  리본을 떼가면 뒤에 오는 올레꾼이 길을 잃어요. 

!  길안내 간세의 등위에 올라타면 간세가 부러집니다.

!  쓰레기는 꼭 가방에 챙겨가세요, 과일껍질까지도요. 

!   농작물 그리고 꽃과 나무들은 모두의 기쁨을 위해 눈으로만 감상해주세요.

!   길에서 만난 야생동물이나 가축들 때문에 지나치게 놀라지 말고, 괴롭히지 마세요.

안전을 위해 

!  규슈올레 길을 이끄는 표식(화살표와 리본 등)을 따라 꼭 정해진 길로 가세요.

!   코스를 벗어난 가파른 계곡이나 절벽 등으로의 모험은 피해주세요.

!   트레킹에 적합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하세요.

!  차도에서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붙어서 걸어가세요.

!  태풍, 호우, 폭설 시에는 걷기를 자제해주세요.

긴급연락처

경찰  110   구급차  119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092-771-0464 
규슈관광추진기구  092-751-2943  
www.welcomekyushu.or.kr     E-mail qtp@welcomekyushu.jp

규슈올레는 자유여행입니다. 길에서도 길을 벗어난 곳에서도 개인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에 꼭 가입하기 바랍니다. 

정갈한 히라도항에서 보이는 바다는 투명하고, 정박한 배들과 항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언덕 위의 건물들은 새침한 소녀처럼 예쁘다. 히라도는 이미 1500년부터 포루투갈, 네

덜란드 등과의 상업적인 교역을 시작한 곳으로 ‘서쪽의 도읍’이라 불릴 만큼 풍요로운 과

거를 지녔다. 다리로 연결되어 더 이상 섬이 아닌 현재의 히라도는 일본 속에 자연스럽

게 스며든 서양의 정취를 풍기는 곳으로 카메라가 쉴 틈이 없다. 항구에서 시작한 코스

는 마을 뒤편 언덕을 거슬러 올라 사이카이국립공원의 깊은 숲을 만나고 약 30㏊의 광

대한 초원에 이른다. 제주의 오름을 꼭 닮은 봉긋한 언덕인 가와치토오게(川内峠)에 서

면 잠시 숨을 멈추고 싶을 만큼 장대한 다도해의 풍광이 360도로 휘돌아 펼쳐진다. 언

덕의 청량하고 거친 바람에 마음껏 몸과 마음을 내버려 두었다가 다시 마을로 내려오는 

길 오래된 카톨릭 교회(平戸ザビエル記念教会)에서 이어지는 경사깊은 언덕길에선 꼭 

뒤를 돌아 보아야 한다. 전통 절의 누각 위로 교회의 고딕 첨탑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

서 보이는 합성장면 같은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항구 저편의 언덕 위로 나타났

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히라도 성은 트레킹을 마치면 들러보지 않겠냐고 손짓 하는 것 

같다. 이국적인 항구가 다시 보이고, 오밀조밀 열을 지어 붙어 있는 이층의 상점가 거리

에서 볼거리와 먹거리 탐험에 잠시 정신을 팔다보면 어느새 종점의 팔탕과 족탕에 이른

다. 유럽의 작은 항구도시 같은 이국적인 정취와 일본스러움이 동시에 있으면서도 장엄

한 풍경이 어울어진 올레다.

코스경로  거리 13㎞｜4~5시간｜난이도 하

히라도항 교류광장 平戸港交流広場 → 사이쿄지 절 最教寺奥之院(1.2㎞) → 가와

치토오게 인포메이션 센터 川内峠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4.7㎞) → 가와치

토오게 캠프장 川内峠デイキャンプ場(6.8㎞) → 히라도시 종합운동공원 平戸市総
合運動公園(9.2㎞) → 아카사카 야구장 赤坂野球場(9.7㎞) → 씨라이프 히라도 수

영장 シーライフ平戸(10.1㎞) → 히라도 자비엘 기념교회 平戸ザビエル記念教会
(11.2㎞) → 쇼주지 절 正宗寺[宗陽公の墓](11.3㎞) → 교회와 절이 동시에 보이는 

지점(11.4㎞) → 히라도 네덜란드 상관 平戸オランダ商館(12.5㎞) → 히라도온천 

팔탕,족탕 平戸温泉うで湯・あし湯(13㎞)

  볼거리

01 사이쿄지 절 最教寺(奥之院)  806년 쿠카이가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좌선등을 했던 자
리에 생긴 절로, 1607년 제26대 히라도 번주인 마츠라 시게노부(松浦鎮信)에 의해 건립되
었다. 매년 절분(2월 3일)에는 “코나키즈모(子泣き相撲)”라는 아기의 울음 소리가 재앙을 내
쫓는다는 지역의 독특한 행사가 열린다.(절은 무료 / 영보관 입장료 : 어른 400엔, 고교생 
300엔, 초중생 200엔)

02 가와치토오게 川内峠  사이카이 국립공원 안에 있는 표고 200m에 펼쳐진 30ha의 초
원. 정상에서는 히라도 내해와 광대한 360도 파노라마에 더해진 대마도까지 눈 안에 들어온
다. 여름에는 녹색의 초원, 그리고 겨울에는 온통 은색의 억새가 바람에 누웠다 일어나는 장
관을 볼 수 있다. 

03 자비엘 기념교회 平戸ザビエル記念教会  일본 최초로 서양에 문을 연 항구 히라도에는 
서양의 물건들과 더불어 종교도 닻을 내렸다. 일본에 카톨릭을 전파한 자비엘 신부를 기념하
여 1931년에 건축된 고딕양식의 카톨릭 교회. 일본에서는 드문 카톨릭 유적지로 한국에서 온 
신자들의 방문도 많다. 

04 쇼쥬지 절 正宗寺(宗陽公の墓)  임제종의 사원으로 제 28대 마츠라타카노부(松浦隆信/
宗陽公)의 유별나게 큰 묘가 세워져 있다. 소요공(宗陽公)의 시대에는 히라도 네덜란드 상관과 
영국 상관이 개설 되는 등 해외무역이 번성해 히라도가 풍성했던 시절로 ‘서쪽의 도읍’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다. 

05 큰 소철나무 大ソテツ  나이 400살의 세월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대 소철나무. 유명한 
무역상의 집에 있던 것으로, 소철나무 주변 마을은 에도시대초기 가장 번화한 무역상들의 부
촌이었다. 아기자기한 마을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 

06 히라도 네덜란드 상관 平戸オランダ商館  1609년에 히라도 항에 설치된 석조 창고로, 
일본 최초의 서양 건축물을 복원하여 2011년 9월에 박물관으로 개관했다. 파랗게 맑은 바다
에 어깨를 이웃하고 있는 흰색의 석조건물 앞에 서면 수백 년 전 항구에 정박한 서양의 범선이 
어른거리기도 할 듯하다.(입장료 : 어른 300엔  고교생 이하 200엔)

  숙박

국제관광호텔 기쇼테이 国際観光ホテル旗松亭  TEL 0950-22-3191  平戸市大久保町 
2520(1박2식 10,500엔~ / 영어 가능 / 온천 있음)  www.kishotei.com
히라도 카이죠 호텔 平戸海上ホテル  TEL 0950-22-3800  平戸市大久保町 2231-3(1박2식 
10,650엔~ / 온천있음)  www.hiradokaijyohotel.co.jp
히라도 센리가하마 온천 호텔 람푸 平戸千里ヶ浜温泉 ホテル 蘭風  TEL 0950-23-2111 平
戸市川内町 55(1박2식 7,350엔(평일)/ 영어, 한국어, 중국어가능)  www.hotelranpu.com
히라도 와키가와 호텔 平戸脇川ホテル  TEL 0950-23-2488  平戸市岩の上町 1123-1(1박2식 
9,800엔~ / 온천있음)  www.wakigawa.com
삼손 호텔 サムソンホテル  TEL 0950-57-1110  平戸市田平町野田免 210-6(1박조식 7,650
엔, 1박2식 9,150엔 / 온천있음) http://samson-hotel.jp
비지니스 호텔 히라도 ビジネスホテル平戸  TEL 0950-22-4477  平戸市新町 95-1(1박조식 
5,300엔)  http://bhotel-hirado.jp
료칸 타노우라 온천 旅館 田の浦温泉  TEL 0950-22-2241  平戸市大久保町 201-125(1박2식 
10,650엔~ / 온천있음)  http://hirado-onsen.com
아오야나기 별관 우메야시키 카이라쿠엔 青柳別館 梅やしき偕楽園  TEL 0950-23-3791  
平戸市明の川内町 348(1박2식 10,650엔~ / 온천있음)  www.yoogle.jp/i/p420_i03376

  식당 

메시도코로 이치라쿠 めしどころ 一楽  TEL 0950-22-2269  平戸市木引田町 477(히라도 
짬뽕 650엔)

모리토 쇼쿠도 もりとう食堂  TEL 0950-22-2343  平戸市崎方町 824(히라도 짬뽕 650엔)

COFFE&PIZZA 오오와타리쵸쟈 COFFEE＆PIZZA 大渡長者 TEL 0950-23-2549  平
戸市崎方町 870-2(히라도 광어 씨푸드피자 1,200엔)

베이리프 ベイリーフ  TEL 0950-22-2221  平戸市木引田町 474(히라도 소고기정식 1,980엔)

쵸보테이 眺望亭 TEL 0950-22-2236  마츠우라 사료박물관내  平戸市鏡川町 12  松浦史料
博物館内(쉬폰케이크 세트 800엔)

로쿠요칸 六曜館  TEL 0950-22-2335  平戸市木引田町 408(인디언 커리 750엔)

야키니쿠 스즈 やきにく鈴  TEL 0950-23-3808  平戸市木引田町 446-1(야키니쿠 정식 1,100엔)

오오톡쿠리 大徳利  TEL 0950-22-3180  平戸市木引田町 429(광어정식 1,800엔)

센칸 旬鮮館  TEL 0950-22-4857 665-13  平戸市宮の町 655-13(해산물덮밥 700엔)

에비스테이 エビス亭  TEL 0950-23-3244  平戸市戸石川町 7-3(회정식 1,260엔)

  히라도에서 놓치면 아까운 것들

날치(あご)  아고라고 불리는데 안주로도 맛있지만 국물 내는 데 일품. 히라도 짬뽕국물의 
비결.

카스도스(カスドース)  카스테라를 구워 식힌 다음 계란 노른자에 담궈 설탕을 뿌린 디
저트.  

감자 소주  나가사키현의 특산물 감자로 만든 일본 소주로 향이 진하고 맛이 깊다. 

고보모찌(牛蒡餅/우엉떡)  흙설탕을 넣어 갈색을 띄는 떡을 우엉 모양으로 자른 떡.  

히라도 짬뽕  저렴하지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향토요리. 닭뼈나 돼지뼈 국물도 있지만 특
산물인 날치로 만든 히라도 짬뽕에 나가사키 짬뽕도 울고 간다고.   

  교통편

01  후쿠오카 공항/하카타항 福岡空港/博多港 → 하카타역 치쿠시구치 博多駅筑紫口 요카로 버스 

정류장 → ＜요카로버스＞ → 히라도항 교류광장 버스정류장 平戸港交流広場バス停
(요카로버스(YOKOROバス/연간 4,000엔 회원제 무제한 탑승 버스, 자세한 내용 http://yokaro.info)

02  후쿠오카 공항/하카타항 福岡空港/博多港 → 하카타역 博多駅 → ＜특급기차 미도리 特急みど
り＞ → 사세보역 佐世保駅 → ＜마츠우라 철도 松浦鉄道＞ → 타비라히라도구치역 たびら平戸口
駅 → ＜히라도 센바시행 平戸桟橋行き 사이히 버스 西肥バス＞ → 히라도 센바시 버스정류장 平戸
桟橋バス停
03  후쿠오카 공항/하카타항 福岡空港/博多港 → 하카타역 버스 센터 博多駅バスセンター → ＜고

속버스＞ → 사사역 佐々駅 → ＜마츠우라 철도 松浦鉄道＞ → 타비라 히라도구치 역 たびら平戸口
駅 → ＜히라도 센바시행 平戸桟橋行き 사이히 버스 西肥バス＞ → 히라도 센바시 버스 정류장　平
戸桟橋バス亭
04  나가사키 공항 長崎空港 → ＜리무진버스＞ → 사세보역 佐世保駅 → ＜히라도 센바시행 平戸
桟橋行き 사이히 버스 西肥バス＞ → 히라도 센바시 정류장 平戸桟橋バス亭
택시 

실버 택시 주식회사 シルバー・タクシー株式会社 TEL 0950-23-2441
맘보 택시 マンボウタクシー TEL 0950-21-1188
츄부 택시 中部タクシー TEL 0950-28-0040
츠요시 택시 津吉タクシー TEL 0950-5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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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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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도항 교류광장
平戸港交流ひろば쇼쥬지 절

正宗寺

사이쿄지절 最教寺

사키가타 상점가 崎方商店街

オランダ商館
오란다쇼칸(구 네덜란드상관)

平戸温泉うで湯、足湯
히라도온천 팔탕,족탕

히라도성
平戸城

가와치토오게 인포메이션 센터
川内峠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 ンター

가와치토오게 川内峠

ライフカント リー
종합운동공원

平戸ザビエル教会 히라도 자비엘 교회

寺院と教会の見える風景 사원과 교회를 같이 볼 수 있는 풍경

大ソテツ 큰 소철나무

나가사키현長崎県 : 히라도平戸코스
4~5월에 등나무 꽃이 지천으로 피어 등나무 축제가 열린다. 묘켄온천거리와 계곡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05 시오히타시 온천 료마공원 塩浸温泉龍馬公園  일본이 막부시대를 종료하고 왕중심의 
근대 집권국가로 재탄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카모토 료마의 자취를 가장 많

이 살펴 볼 수 있는 곳이다. 신혼여행 중 사카모토 료마가 가장 길게 체류한 곳이 시오히타

시 온천이다. 시오히타시 온천 료마 공원에는 33세의 나이에 결국 암살당하고 격동의 시대

를 살다 간 료마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료마자료관(유료)’과 그가 들어갔다는 욕조, 료마

와 그의 아내 오료의 인연을 이어준 족탕(무료) 등이 있다. 족탕에 발을 담그고 앉아 온천계

란을 까먹다 보면 숲을 지나며 흡수한 피톤치드가 다시 느껴질 정도. 

  숙박

묘켄이시하라소 妙見石原荘  TEL 0995-77-2111  霧島市隼人町嘉例川 4376(1박2식 23,250엔
~ / 영어가능 / 온천있음 / 쿠코택시(空港タクシー) 이용시 반액지원)  www.m-ishiharaso.com
호텔 쿄세라 ホテル京セラ  TEL 0995-43-7111  霧島市隼人町見次 1409-1(1박2식 12,075
엔~ / 영어가능 / 온천있음 / 하야토역 송영서비스)  www.h-kyocera.co.jp
와스레노사토 가죠엔 忘れの里 雅叙苑  TEL 0995-77-2114  霧島市牧園町宿窪田 4230(1박

2식 25,560엔~ / 영어가능 / 온천있음)  http://gajoen.jp
타지마혼칸 田島本館  TEL 0995-77-2205  霧島市牧園町宿窪田 4236(1박2식 6,745엔~, 숙
박만 2,895엔~ / 온천있음)  http://tajima.main.jp/modules/tinyd0
기리시마관광호텔 霧島観光ホテル  TEL 0995-78-2531  霧島市牧園町高千穂 3885(1박2식 

10,500엔~ / 한국어가능 / 온천있음 / 유료송영있음)  www.kirikan.jp
기리시마국제호텔 霧島国際ホテル  TEL 0995-78-2621  霧島市牧園町高千穂 3930-12(1박

2식 10,500엔~ / 영어가능 / 온천있음)  www.kirikoku.co.jp
료코진산소 旅行人山荘  TEL 0995-78-2831  霧島市牧園町高千穂 3865(1박2식 9,800엔~ / 
영어, 중국어가능 / 온천있음 / 마루오 버스정류장(丸尾バス停)까지 송영)  http://ryokojin.com
기리시마호텔 霧島ホテル  TEL 0995-78-2121  霧島市牧園町高千穂 3948(1박2식 13,650엔
~ / 영어가능 / 온천있음)  www.kirishima-hotel.jp
기리시마 이와사키 호텔 霧島いわさきホテル  TEL 0995-78-8888  霧島市牧園町高千穂 
3958(1박2식 11,800엔~ / 영어가능 / 온천있음)  http://kirishima.iwasakihotels.com/index.php
호텔 기리시마 캣슬 ホテル霧島キャッスル TEL 0995-78-2211  霧島市牧園町高千穂 3878-
49(1박2식 8,400엔~ / 한국어·영어가능 / 온천있음)  www.castle.gr.jp
기리시마 로얄 호텔 霧島ロイヤルホテル  TEL 0995-57-2111  霧島市霧島田口 2703-5(1박

2식 10,500엔~ / 영어가능 / 온천있음 / 가고시마공항, 가고시마츄오역, 기리시마신궁역까

지 송영서비스)  www.daiwaresort.jp/kirishima

  식당 

와케챠야 和気茶屋 TEL 080-5209-0671 와케공원내  霧島市牧園町宿窪田 3986(和気公園
内)(우동, 소바/ 화,수 정기휴일 )

타시마 혼칸 오쇼쿠지도코 田島本館お食事処 TEL 0995-77-2205 霧島市牧園町宿窪田 
4236(정식 600엔)

카코우 嘉好 TEL 0995-43-9071  霧島市隼人町嘉例川2871(정식 1,000엔)

  기리시마에서 놓치면 아까운 것들

흑초 くろず  일본에서 유일하게 기리시마에서만 흑초를 생산. 지금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숙성시키고 있으며 필수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해 미용과 건강에 좋아 인기가 많다.    

챠마루 ちゃ~まる  기리시마 녹차를 이용한 만쥬. 챠마루라는 귀여운 이름과 포장지는 기
리시마 지역의 학생들이 붙이고 디자인했다.   

기리시마 소주 霧島焼酎  고구마를 원료로 한 기리시마의 명물 소주. 향이 강하고 깊은 맛
이 난다.  

  교통편

01  가고시마공항 鹿児島空港 → ＜가고시마 코츠 버스 鹿児島交通バス＞ → 묘켄온천 妙見温泉
02  후쿠오카공항/하카타항 福岡空港/博多港 → JR하카타역 博多駅 → ＜규슈신칸센 九州新幹線＞ 
→ ＪＲ가고시마츄오역 鹿児島中央駅 → ＜닛포혼센 하야토노카제 日豊本線はやとの風＞ → ＪＲ카
레이가와역 嘉例川駅 또는 ＪＲ하야토역 隼人駅 → ＜가고시마 코츠 버스＞ → 묘켄온천 妙見温泉
03  후쿠오카 공항/하카타항 福岡空港/博多港 → 하카타역 버스 센터 博多駅バスセンター → ＜고속
버스＞ → 가고시마공항IC 하차 鹿児島空港IC → ※가고시마공항까지 도보10분 ＜가고시마코츠 버
스 鹿児島交通バス＞ → 묘켄온천 妙見温泉

규슈올레 길을 이끄는 길표식

규슈올레의 상징은 다홍색이다. 다홍은 일본 신사의 토리이(鳥居) 색깔로 일본문

화를 대표하는 색. 규슈올레에선 제주올레처럼 길표식 간세와 화살표 그리고 리

본을 따라 걸으면 된다. 파란색의 화살표는 정방향, 다홍색 화살표는 역방향을 가

리킨다. 리본은 파란색과 다홍색이 함께 나뭇가지 등에 달려 있다. 

규슈九州
일본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큰 섬 중에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면적은 남한의 절

반 정도다. 규슈는 인천에서 비행기로 1시간 20분, 부산에서는 비행기로 50분, 배로

는 2시간 55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이웃나라. 인구 1300만의 규슈섬은 후쿠오카, 사

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의 7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슈는 일본 최초의 문명을 꽃피운 ‘역사의 요람’이자 연중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

어 일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서양의 문물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문화의 창’

답게 개방적인 기질의 규슈 사람들은 외국인들과도 쉽게 잘 어울린다. 

1  사가현 다케오올레 14.5㎞ 난이도 중

2  구마모토현 아마쿠사·이와지마올레 12.3㎞ 난이도 중상

3  오이타현 오쿠분고올레 11.8㎞ 난이도 중

4  가고시마현 이부스키·가이몬올레 20.4㎞ 난이도 하

5  나가사키현 히라도올레 13.0㎞ 난이도 하

6  구마모토현 아마쿠사·마츠시마올레 11.1㎞ 난이도 중

7  미야자키현 다카치호올레 12.3㎞  난이도 중하

8  가고시마현 기리시마·묘켄올레 11.0㎞ 난이도 중

国土交通省九州運輸局

히라도코스(나가사키현)

아마쿠사·마츠시마코스(구마모토현)

다카치호코스(미야자키현)

기리시마·묘켄 코스(가고시마현)

KYUSHU
OLLE
규슈올레
 九州オルレ

히라도 코스 가와치토오게사진 김진석·글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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