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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야츠시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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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나구

미나마타 역

(가이드북 내의) 지명 뒤 괄호 안의 표시는 

지도상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세로의 알파벳과 가로의 숫자가 교차하는 칸 

안에서, 찾고자 하는 장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지명 : 구사센리(세로열C – 가로열1)

국도 고속도록 JR전철

(사) 구마모토현 관광연맹

구마모토현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지인 아소산이 있는 곳으로, 

현주민들의 환대의 마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물도 음식도 정말 맛있는 고장입니다.

구마모토현 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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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한 자연에 도취
세계 최대급의 칼데라가 있는 아소를 비롯해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는 

아마쿠사 섬들과 볼거리가 가득, 호기심에 이끌리는 데로 둘러보자!!자연
   체험 

아소(阿蘇)
아소는 불의 나라·구마모토(熊本)의 심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세계 최대급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웅장한 

칼데라를 배경으로 온천, 패러글라이더, 열기구 등 각종 스포츠와 

어뮤즈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타마나·야마가·기쿠치(玉名·山鹿·菊池)

구마모토 중앙지역

고적과 사적이 점재해 있는 기쿠치가와(菊池川) 강 일대에 

수많은 온천과 레저 시설들이 있습니다. 

야츠시로·미나마타(八代·水俣)

인구 약 73만 명을 자랑하는 구마모토시는 구마모토현 현청 

소재지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근대적인 거리 경관과 더불어 성시 마을로서의 옛 모습도 곳곳에 

남아 있어 깊은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강의 모든 놀이와 맛을 즐길 수 있으며 

가을에는 단풍의 명소로서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규슈 산악지대로 둘러싸인 산골짜기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겐지군

(源氏軍)에게 패한 헤이케(平家) 후손들이 숨어 살았다는 전설이 남아 있는 

곳으로서도 유명합니다.

구마(球磨)

아마쿠사(天草)
크고 작은 12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마쿠사는 

동중국해와 시라누이해를 마주 보고 있는 풍광명미한 

명승지입니다.

신선하고 풍부한 해산물에 온천, 마린 스포츠, 낚시 등을 즐길 

수 있으며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 높은 곳입니다.

에보시다케(烏帽子岳)산 중턱에 펼쳐져 있는 대초원으로 말을 타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과 아소 화산 박물관도 있습니다.

구사센리(草千里)(C-1)

아소 팜랜드(C-1) 가도리 도미니언(C-1) 아소 오사루노사토(猿之里)
사루마와시 극장   (C-1)아 소 산  중 턱 에  있 는  

건강테마파크로 동물들과 직접 
접촉 체험을 할 수 있는 동물 
왕국이나 대정원 노천탕 등
「건강과 활기」를 테마로 한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곰을 비롯해 
다양한 동식물 90종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재미있는 
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린랜드 리조트(B-1)

약 80종류의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는 규슈 
최대의 유원지,  식사 및 숙박 시설도 
갖추어진 체재형 레저 시설입니다.

다카세우라카와 강가의 꽃창포
(B-1)

매년 5월 말부터 6월 중순에 걸쳐 
타 마 나 시  중 심 부 에  있 는  
다카세우라카와  강가  녹지  
일대에는  약  6 6 , 0 0 0개의  
꽃창포가 아름답게 만발하여 
꽃구경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역사공원 기쿠치 성(鞠智城)(B-1)
7세기 후반(약 1300년 전) 야마토(大
和)조정이 위신을 걸고 축성한 고대 
산성 중 하나, 팔각형 탑과 쌀 창고를 
비롯한 유구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노면 전차와 시내 중심지의 풍경(B-2)

스이젠지 공원(水前寺公園)(B-2)

구마모토 시내를 둘러보는데 편리하고 재미있는 시영 노면 전차.
일본 최초로 도입한 전차의 턱을 해소한 초저상 차량(超低床車輌) 
전차가 미끄러지듯 시내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약 380년 전 영주였던 호소카와 다다토시(細川忠利)가 조영한 회유식의 모모야마(桃山) 양식 
정원입니다. 맑은 샘물이 흘러드는 연못에는 잉어가 헤엄치고 있으며 옛 주요 도로였던
도카이도(東海道)의 53곳의 역참을 본뜬 잔디섬과 후지산을 연상시키는 인공산 등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비경이었던 고카노쇼. 
깎아놓은 듯한 산들이 단풍으로 물드는 모습은 정말 
볼만한 구경거리입니다.

일본 3대 급류 중 하나인 
19km에 이르는 구마가와 
강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 
스릴 만점의 뱃놀이입니다.

기쿠치(鞠智)　계곡(C-1)
규슈 제일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계곡으로 기쿠치가와 강 원류 근처에 
있습니다.
주위는 떡갈나무,  모밀잣밤나무,  
단풍나무 등이 빽빽하게 들어선 
원시림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Ｖ자형으로 
깊이 팬 계곡은 크고 작은 폭포가 이어져 
있어 청량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전통의 원숭이 곡예를 즐길 
수 있는 극장, 원숭이와 
조련사가 한마음이 되어 죽마 
타기 등 장기를 선보입니다. 

아소 나카다케(阿蘇中岳)　화구(C-1)
주위 4km, 깊이 150m에 이르는 다이나믹한 경치, 화구에서 분출되는 용암 
온도는 1,000℃ ~ 1,200℃나 됩니다.
흰 연기를 내뿜으며 지금도 분화 활동 중인 제1화구는 그 주변에 용암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풀 한 포기도 없는 별세계를 연출합니다.

돌고래 워칭(A-2)

아마쿠사 5교와 아마쿠사 마츠시마(松島) 섬
(B-2)
규슈(九州) 본섬과 아마쿠사 도서지방을 잇는 5
개의 다리인 아마쿠사 5교,
다리 위에서는 마츠시마 섬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마쿠사 서해안(A-2~A-3)

동중국해의 거친 파도가 깎아낸 기묘한 바위와 해안 절벽이 
이어져 있는 주산부츠 미사키(十三仏岬) 공원과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묘켄우라(妙見浦)　바위 등, 절경으로 불리는 
경치가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이 바위에 비치는 석양의 
아름다움은 일본 석양 100선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구마가와(球磨川)강타기
(B-3)

고카노쇼(五家荘)의 단풍(B-3)
시라누이해에 낯익은 저인망 어선의 일종으로 조수와 파도에만 
의존하는 전통 어로법을 오늘날까지 전해주는 풍물시이기도 합니다.
관광선인 우타세 배가 있어 이를 타볼 수 있습니다.

우타세부네 배(B-3)

아마쿠사 츠지시마 섬(通詞島)  
해안에는 야생 돌고래가 200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약 20~40분 정도 바다로 
나가면 거의 1년 내내 돌고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것이
이곳에 있습니다.
역사에는 수많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낭만을 자극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구마모토에 남아 있는 역사의 산물은 여러분의 마음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역사
사쿠라노 바바 죠사이엔(B-2)

야마가(山鹿)등롱제(B-1)

아소(阿蘇)의 불축제(C-1)

야츠시로 묘켄사이(八代妙見際)　축제
(B-2)

세이와분라쿠(清和文楽)(C-2)

야부사메(流鏑馬)　행사(C-1)

구마모토현립 미술관(본관)

야치요자(八千代座)(B-1)

시마다(島田) 미술관(B-2)

나카에이와토 가구라(中江岩戸神楽)행사
(C-1)

미야모토 무사시(宮本武蔵)
와 레이간도(B-1)

구마모토성과 혼마루어전(B-2)

오에(大江)천주당(A-3)

츠준교(通潤橋)(C-2)

레이다이교(霊台橋)(C-2)

아마쿠사 시로(天草四郎)
와 기독교 신자(A-2~A-3)

구 마 모 토 성  밑 에  위 치 한  
구마모토의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 는  시 설 과  에 도 시 대 의  
거리풍경을 재현한　“사쿠라노 
고지(桜の小路)”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구마모토의 특산물과 
기념품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일본 종이(和紙)와 풀만을 가지고 
제작한  등롱을  머리에  이고 ,  
유카타를 입은 여인들이 춤을 
춥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구마모토의 
여름 축제, 매년 8월 15일과 16
일에 개최됩니다.

약 320년 전부터 시작된 축제. 머리는 뱀 
모양, 몸은 거북이 모양을 한 가공상의 동물 
기다(龜蛇)가 춤을 춥니다.　규슈 3대 축제의 
하나입니다. 매년 11월 23일 개최됩니다.

세이와분라쿠는 세이와 촌락의 향토예능 
으로서 계승되어온 농촌 예능의 하나입 니다. 
인 형  조 루 리 ( 人 形浄 瑠 璃 인 형 극 ) 는  
1848~1853년에 세이와 촌락에 전해졌다 고 
합니다.

참배하는 길목 세 곳에 과녁을 설치 
하고,야부사메 사수가 말을 타고 달리
면서 직경 60cm~40cm의 세 종류의 
과녁을 향해 활을 쏩니다.
매년 9월 아소 신사에서 개최됩니다.

구마모토성 니노마루공원 서쪽에 
위치하여,  관내는 구마모토의 
전통예술품  및  고대의  장식  
고분실이 있습니다.

1910년에 건립된 에도시대의 
전통을 뚜렷하게 남기고 있는 
국가 중요문화재의 가부키(歌
舞伎) 극장입니다.
5년 동안 헤이세이(平成)의 
대수리를 마치고, 눈부시도록 
화려했던 전성기의 모습이 
그대로 복원되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宮本武蔵 )와  
관련된 역사적 문화물과 예술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세(伊勢) 가구라, 이즈모(出雲) 가구라 
다카치오(高千穂 )  가구라 등, 나아가 궁중 
아악을 도입하여 창세된 무(舞)입니다.

구마모토에 봄을 알리는 아소의 불축제, 
겨울 동안 말라버린 들판에 불을 붙여 들풀들의 
성장을 돕고 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들판 태우기와 아소 신사 경내에서 신의 결혼을 
축하하며 크고 작은 수많은 불덩이를 휘두르며 
거행되는 히후리신지(火振り神事)로 축제의 
분위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매년 3월에 
개최됩니다. 

간류지마 섬(巌流島)에서 사사키 
고지로 (佐々木小次郎 ) 와의  
결투로 유명한 검호 미야모토 
무사시.
그는 영주 호소카와 다다토시(細
川忠利)의 초빙을 받아 만년 5년 
간을 구마모토에서 보냈습니다.
수묵화, 다도 그리고 선(禪)의 
세계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레이간도에서는 검술서인 「고린쇼
(五輪書)」를 집필했다고 전합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오에 
천주당. 근처에는 기독교의 전래부터 포교 금지 
그리고 이 조치가 해금된 때까지를 소개하는 
아마쿠사 로자리오관이 있습니다.

1847년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시라이토(白糸) 지역에 물을 
보 내 기  위 해  야 베 ( 矢 部 ) 의  
이장이었던 후타 야스노스케(布田保
之助)가 사재를 털어 만든 아치형 
돌다리입니다.
높이 20ｍ 다리에는 3개의 석관 
수 로 가  만 들 어 져  있 으 며  역  
사이펀의 원리를 이용하여 낮은 
토지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끌어 
올립니다. 
중앙  부근에서  물을  뿜어내는  
모습은 정말 멋지고 장엄합니다.

1847년에 지어진 아치식 다리로서는 
일본 최대 규모의 석교.　녹음 울창하고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다리 사이로 
아름다운 아치선이 한눈에 보입니다.

400여 년 전, 이곳에는 남만(南蛮)  
문화가 꽃핀 가운데 자신들의 정체를 
숨겨야만 했던 기독교 신자들의 애사가 
점철되어 있습니다. 가혹한 세금과 
탄압 그리고 흉작에 따른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던  농민들이  1 6살의  
아 마 쿠 사  시 로 를  총 대 장 으 로  
「아마쿠사·시마바라(島原)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3대 명성의 하나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７년이라는 세월을 
걸쳐 세운 성으로서 닌자나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무샤가에시(武者返し:무사도 
돌려보낸다는 뜻)라는 돌담이 유명합니다.
또 지방 영주의 주거지였던 혼마루어전이 2008
년에 복원되어 화려한 맹장지 그림 등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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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물에 담근 느긋한 시간 구마모토의 특산물

여행의 추억을 담아

구마모토에는 지하수가 풍부하여 현내 각지에는 양질의 온천이 샘솟고 

있습니다.

많은 노천탕이 산재해 있으며 소박한 풍치를 간직한 온천 치유장으로도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온천
명수

맛자랑
탐방

여행선물

야마가(山鹿) 온천(B-1)

구로카와(黒川) 온천(C-1)

유노코(湯之児) 
온천(B-3)

시라카와(白川) 수원(C-2)

이케야마(池山) 수원(C-1)히토요시(人吉) 
온천(B-3)

타마나(玉名) 온천(B-1)

기쿠치(菊池) 온천(B-1)

구마모토 라면

말고기 육회(馬刺)

히고(肥後) 쇠고기 가리시렌코(견자 연근)

구마(球磨) 소주

히고 상감(肥後象嵌)

구타미(来民) 부채
도예품

야마가(山鹿) 등롱

하나테바코(花手箱)

풍요로운 대자연이 신선한 해산물과 야채, 과일을 
키워냅니다. 구마모토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는 천연의 창고입니다.

다이피엔(太平燕)

우치노마키(内牧) 온천(C-1)

지금부터 약 800년 전, 산속의 늪에서 사슴이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발견하였다는 온천입니다.
수량이 풍부하며 수질은 약알칼리성.  라듐을 포함한 
무색투명하며 피부 감촉이 부드러운 온천수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족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색채도 선명한 장식 고분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등 고대의 
낭만으로  둘러싸인  온천  
거리입니다

돼지뼈와 닭뼈를 푹 고아 만든 짙은 맛의 
수프와 면발이 조금 굵은 면이 특징인 라면. 
시내에는 각각의 비법을 담은 전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름이 잘 올라 마치 서릿발이 
낀  것처럼  보이는  고기를  
생강, 마늘 등을 넣은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혀끝에서  녹는  듯한  맛은  
각별합니다.

초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아소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자란 히고의 황소(赤牛). 저지방으로 
건강에 좋은 쇠고기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연근 뿌리의 구멍에 겨자 된장을 채워 넣고 
튀김 가루를 묻혀 살짝 튀겨낸 것. 아삭아삭한 
촉감과 코를 톡 소는 매운맛이 특징입니다.

맑은 물과 질 좋은 히고(肥後) 쌀로 빚은 본격 
증류주로 독특한 풍미와 감칠맛이 특징으로 
숙취가 없이 뒤끝이 깨끗한 점이 자랑입니다.

400년의 전통을 지닌 구마모토의 특징 있는 
수공예 기술로 쇠 위에 금과 은을 두드려 넣어 
다양한 문양을 묘사하는 기술입니다.
목걸이와 넥타이핀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스러운 멋을 간직한 일본 전통 화지를 
바르고 감물을 살짝 들인 우아한 색이 
특징입니다.

구마모토에는 코우다야키(高田焼)
와 쇼다이야키(小岱焼) 도자기 등 
호소카와번(細川潘)의  비호를  
받았던 많은 가마가 있습니다.

나무나 금속 물질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떠낸 일본 전통의 화지와 
풀만 사용해 만드는 전통 
공예품입니다.

히토요시 지역(人吉地方)을 대표하는 
민예품으로 붉은색, 녹색, 노란색 등 
화려한 색채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구마모토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요리로 닭뼈 수프를 사용한 
당면요리입니다. 많은 맛을 내고 
건더기를 많이 얹은 것이 특징입니다. 
더욱이 건강에 좋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기쿠치 계곡이 있으며 물이 맑기로는 구마모토현 
내 제일입니다. 
피부 감촉이 순하고 부드러운 온천수입니다.

조용히 위치해 있는 정취 넘치는 온천 
거리. 온천 자유이용권 「뉴토테가타(入湯
手形 ) 」로  온천탕  순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라누이해와 접해 
있는 바다의 온천지.
각 여관들이
자랑하는 동굴탕과 
전망탕 등 다양한 
노천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매분  6 0톤의  용출  수량을  
자랑하는 1급 하천인 시라카와 
강의 수원지.
일본  명수백선(名水百選)에  
선정되어 있으며 시라카와 수원이 
있는 미나미아소무라에서는 11곳의
수원 탐방을 비롯해 도롯코열차로 
불리는 관광 열차, 온천센터 등의 
관광도 즐길 수 있습니다.

수령 200년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목들로 둘러싸인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환경성이 선정한 일본 명수백선 
중의 한곳입니다.

이 지역 곳곳에는 
온천물이  샘솟는  
원천지가 많이 있어 
히토요시 시내에만20
여 곳의 공중목욕탕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아소 지방의 웅장한 경치에 이끌려 수많은 문호들이 
방문하였던 온천입니다.　소설과 노래 등 이 지역을 
무대로 많은 작품들이 탄생하였습니다.

타마나・
야마가・
가쿠치

히토요시
·

미나마타

아소

타마나・
야마가・
가쿠치

히토요시
·

미나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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