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올레가 일본 규슈에 
만들어 졌다. 곳곳을 

걸어다니며 제주의 속살을 
발견하는 제주올레처럼, 

규슈올레는 웅대한 자연과 
다양한  온천을 가지고 

있는 규슈의 문화와 역사를 
오감으로 느끼며 걷는 

트레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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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제주올레



제주올레가 일본 규슈에 만들어 졌다. 곳곳을 걸어다니며 

다양한 온천을 가지고 있는 규슈의 문화와 역사를 오감으로 느끼며 걷는 트레일이다.

제주의 속살을 발견하는 제주올레처럼, 규슈올레는 웅대한 자연과 

KYUSHU O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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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올레 완주

규슈 올레 
모델 코스 

미야마·기요
미즈야마 코스 

다케오 코스



 거리 11.4㎞   시간 약 4~5시간 소요   난이도 중 · 상

문의	 무나카타시 상공관광과 ☎ 0940-36-0037, 오시마 관광안내소 ☎ 0940-72-2226
택시	 무나카타 그린 택시 宗像グリーンタクシー ☎ 0940-33-3303
	 미나토 택시 오시마 영업소 みなとタクシー大島営業所 ☎ 0940-72-2345
	 신세이 교통 新星タクシー ☎ 0940-36-2138 

무나카타 ・ 오시마 코스

1.2㎞ 1.1㎞ 1.2㎞ 0.8㎞1.2㎞1.6㎞1.8㎞ 2.5㎞

3~5분 30~40분 30~45분 20~35분 30~40분 20~30분 10~20분 5~10분

오시마항 
페리터미널

미다케산 정상 오키노시마요배소 간스
해수욕장

오시마항 
페리터미널

미다케산 등산로 출구 산책길 풍차전망대 오오시마 
지구 커뮤니티

500m
400m
300m
200m
100m

후쿠오카현에서 가장 큰 섬에 만들어진 코스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깊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오시마섬은,  무나카타시
(宗像市) 고노미나토(神湊)터미널에서 페리로 약 25분이면 도착한다. 항구의 느낌은 소박하지만 섬 뒤로 우뚝 선 미다케
산(御嶽山)의 웅장함이 섬의 깊이를 더해준다. 길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계 문화유산 무나카타대사 나카쓰미야
(宗像大社中津宮)를 만난다. 무나카타 세 여신 중 하나인 다기쓰히메노가미(湍津姫神)가 제신으로 모셔져 있는 곳이다. 
경내에 양쪽에는 견우신사와 직녀신사가 있고, 입구에는 견우직녀 설화가 전해지는 은하수를 의미하는 강이 흐른다. 신
사를 지나면 오시마섬 최고봉인 미다케산의 정상에 이르기 위한 다소 가파른 산길이 시작된다. 산길을 걸으며 내뱉는 기
분 좋은 호흡을 느끼다 보면 정상에 위치한 전망대에 오른다. 섬답게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경관을 바라보며 시원한 바
람을 느끼다 보면 오르막을 올라오며 쌓인 거친 호흡이 깔끔하게 정리된다. 길은 가지런해진 호흡만큼 차분한 숲길로 발
걸음을 이끈다. 숲길을 빠져나오면 와-하고 탄성이 터져 나오는 풍경이 펼쳐진다. 오시마섬의 가장 로맨틱한 장소로 알려
진 풍차전망대까지 이르는 길은 억새와 바다와 하늘이 조합을 이루는 이 길의 하이라이트이다. 풍차전망대를 지나 옛 포
대지에 올라 뒤를 돌아보면 현해탄이 가슴을 탁 트이게하고,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신비로운 오키노시마마요배소에 닿는
다.여기서 종점까지 조용한 마을길이 이어진다.

후쿠오카현福岡県 : 무나카타宗像 · 오시마大島 가는법
● 후쿠오카 공항, 하카타항 5~10분 ▶ JR하카타역 博多駅  ▶ ＜가고시마 혼센 고쿠라행 鹿児島本線小倉行＞ 

35분 ▶ JR 도고역 東郷駅  ▶ ＜니시테츠 버스 코노미나토 하도바행 西鉄バス神湊波止場行＞ 25분 
▶ 고노미나토항 훼리 터미널 神湊港フェリーターミナル  ▶ ＜시영도선 오시마행 市営渡船大島行＞ 25분 
▶ 오시마항 훼리 터미널 大島港フェリーターミナル
● 기타규슈 공항  ▶ ＜공항 버스＞50분  ▶ JR고쿠라역 小倉駅  ▶ ＜가고시마본선 하카타행 鹿児島本線博多行＞45분  ▶ 
JR도고역 東郷駅  ▶ ＜니시테츠 버스 고노미나토 하도바행 西鉄バス神湊波止場行＞25분  ▶  고노미나토항 훼리 터미널 神湊
港フェリーターミナル  ▶ ＜시영도선 오시마행市営渡船大島行＞25분  ▶  오시마항 훼리 터미널 大島港フェリーターミナル
　

간스해수욕장 かんす海水浴場 무나카타대사 나카쓰미야
宗像大社中津宮 

미다케산 전망소 御嶽山展望所 풍차전망대 · 포대지터
 風車展望所 · 砲台跡 

스탬프 위치
오오시마 페리 터미널

 오시마항 페리터미널 大島港フェリーターミナル  ▶ 무나카타 대사 나카쓰미야 中津宮(0.3㎞)  ▶ 
미다케산 정상 御嶽山山頂(1.2㎞)  ▶ 시이다케산 등산로椎茸山登山路(1.6㎞)  ▶ 나카쓰와세 숲길中津和瀬林道(4.6㎞)  ▶ 
풍차전망대 산책로 시작점(5.5㎞)  ▶ 포대지(6.6㎞)  ▶  군도 軍道 (7.2㎞)  ▶  오키노시마요배소 沖ノ島遥拝所(8.2㎞) 
▶ 오시마커뮤니티(9.4㎞)  ▶ 오시마초등학교·중학교(10.4㎞)  ▶ 간스해수욕장かんす海水浴場(10.6㎞)  ▶ 
오시마항 페리터미널 (종점) 大島港フェリーターミナル

RESTAURANT & CAFE

※ 코스 내에 식당이 없다. 	
먹거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낏사 산피에루 喫茶サンピエール 
주소  宗像市大島 1626
전화  0940-72-2003 
면종류, 카레 등 식사가 가능한 카페입니
다. 잠깐 휴식하는데 좋습니다. 	
※부정기 휴일 

민숙 후지시마 民宿ふじ島 
주소   宗像市大島 695-1
전화  0940-72-2631 
메뉴  정식 定食 1500엔

민숙 마나베 民宿まなべ 
주소   宗像市大島 1289
전화  0940-72-2422 
오시마 섬내라면 도시락 택배(예약)가능
합니다. 식사, 도시락 예약 필수 입니다. 
※부정기 휴일 

HOTEL & RYOKAN PLUS UP

오시마 섬내 민숙, 료칸  
大島島内の民宿・旅館
전화  0940-72-2226	
오시마 관광 매점 · 안내소

무나카타 시내, 로얄호텔 무나카타
玄海ロイヤルホテル宗像
주소  宗像市田野 1303
전화  0940-62-4111 
요금  1박 조식 5,775엔 
www.daiwaresort.jp/genkai

고노미나토 스카이 호텔 
神湊スカイホテル
주소  宗像市神湊 651-2
전화  0940-62-3800 
요금  1박 조식 6,800엔

아마나쓰 甘夏젤리
오시마 특산품인 아마나쓰 과즙 100% 젤
리. 파낸 껍질을 용기로 사용하는 등 아마
나쓰를 통째로 사용한 과일 젤리이다. 	
※봄 〮 여름 한정(4월~8월)

다금바리 전골 アラ(クエ)鍋
현해탄의 거친 파도로 살이 단단해진 신선
하고 고급어종인 다금바리를 아낌없이 사
용한 전골을 산지직송 요금으로 제공. 
※겨울 한정(11월~3월) 

흑붕장어 전골
トウヘイ(黒アナゴ)鍋
겨울에 살이 올라 맛있는 흑붕장어를 감칠
맛 도는 된장을 풀어 전골로 만든 전통 로
컬 푸드 중 하나. 
※겨울 한정(11월~3월)

✽세계문화유산

화장실
식당

편의점

지도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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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URANT & CAFE HOTEL & RYOKAN

 거리 11㎞   시간 약 3~4시간 소요   난이도 하

문의	 관광안내소 ☎ 0943-22-6644
택시	 마루호 택시 マルホタクシー ☎ 0943-22-2105, 니코니코 
 택시 ニコニコやめタクシー ☎ 0120-40-3318
	 야메 소고 택시 八女相互タクシー ☎ 0943-32-8484, 다이마루 택시 大丸タクシー ☎ 0943-37-0045 

야메코스

0.6 0.9 0.8 1.1㎞ 1.8㎞2.1㎞ 3㎞
10분

0.7
20분 20분 20분 30분15분

150m

100m

50m

40분

야마노이 
공원

도난잔
고분

이누오 성터 야메중앙대다원 이치넨지절 야메 
재활병원 앞

이와토야마
역사문화교류관 

에자키
식품

마루야마
츠카 고분

후쿠오카현福岡県 : 야메八女 가는법
●  후쿠오카공항 福岡空港  ▶  JR하카타역 JR博多駅 ＜JR규슈가고시마본선하향선 JR九州鹿児島

本線下り＞ ▶  JR하이누쓰카역 JR羽犬塚駅  ▶  ＜호리카와버스 堀川バス＞  ▶  가미야마우치 버스정류장 하차 上山内バス停  
▶  야마노이공원 山の井公園(도보2분)　　
●  후쿠오카공항 福岡空港  ▶  니시테츠후쿠오카역 西鉄福岡駅 ＜니시테츠 전차 西鉄電車＞  ▶  니시테츠구루메역
 西鉄久留米駅  ▶  ＜니시테츠 버스 西鉄バス＞ ▶  후쿠시마 버스정류장 하차 福島バス停   ▶  ＜호리카와 버스 堀川バス＞   
▶   가미야마우치 버스 정류장 하차 上山内バス停   ▶   야마노이공원 山の井公園(도보 2분)

●  후쿠오카공항 福岡空港에서 렌터카 이용  ▶  다자이후 인터체인지 太宰府インター(규슈자동차하향선 九州自動車道下り)  
▶  야메 인터체인지 八女インター 또는 히로카와 인터체인지 広川インター 로 나와 약 20분 소요　

광활한 녹차밭에서 퍼져나오는 초록은 향기롭고, 고대 고분을 동그랗게 감싸는 초록은 따뜻하다. 구릉지의 완만한 곡선
을 따라 걷는 규슈올레 야메 코스는 걷는 내내 초록빛이 따라 다니는 그린 올레다. 후쿠오카현의 남서부에 위치한 야메시
는 최고급 녹차로 꼽히는 교쿠로차의 산지로 딸기, 포도 등도 유명하다. 우리나라와는 경상남도 거제시와 2012년부터 자
매도시를 맺고 활발한 교류를 펼쳐왔다. 길은 호시노강 남쪽이 바라다보이는 야마노이 공원에서 출발해 야메고분군 중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도난잔고분(童男山古墳)으로 발걸음을 이끈다. 야메 지역에는 약 300기의 고분이 있는데 이는 
고분시대(500년대)에 북부 규슈 북부 지방 일대를 차지했던 츠쿠시노키미 이와이(筑紫君磐井)가 야메 지역에서 그 세력
을 넓혔기 때문이다. 약 180m의 능선 위에 1191년에 年に猫尾城主(네고오성주)· 黒木助能(구로키스케요시)의 정부인 
에게서 태어난 장남, 河崎貞宗(가와사키사다무네)에 의해서 축성된 이누오 성터를 지나면 이 길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야메중앙대다원에 이른다. 녹차밭을 빠져나와 마을길을 따라 걷다 보면 따는 방식이 독특한 옛날 스타일의 사이다
(라무네)를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작은 식료품이 나타난다. 길의 종점을 향해 걷다 보면 단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마루야마쓰카고분(丸山塚古墳)을 만난다.

도난잔고분 童男山古墳 야메중앙대다원 八女中央大茶園  야마노이공원 山の井公園 마루야마쓰카고분 丸山塚古墳 

비프테이 야메시요시다 びーふ亭 
주소  八女市吉田 1576-1 
전화  0943-22-2982 
메뉴  점심 850엔부터~, 단체시 예약 필요

야메차 카페 분부쿠 
八女茶カフェぶんぶく 
주소  八女市豊福 269-2 
전화   0943-24-2000 
메뉴  말차세트 540엔, 단체시 예약 필요

야메관광물산관 도키메키 
八女観光物産館ときめき 
야메차 · 쑥만두 등 야메를 대표하는 특산
품이 모여있다. 
주소  八女市本町 2-129 
전화  0943-22-7730 
정기휴일 둘째 주, 넷째 주월요일

구쓰로기노모리 그린피아야메 
くつろぎの森 グリーンピア八女 
주소  八女市黒木町木屋 10905 
전화   0943-42-2400 
요금  1박2식 9,800엔~ (입탕세 150엔 
별도) 10명 이상 숙박시 송영 가능
http://greenpia-yame.com

호시노온천 이케노산소 
星野温泉 池の山荘 
주소  八女市星野村 10780-58
전화   0943-52-2082  요금  1박2식 
10,800엔~, 10명 이상 숙박시 송영 가능 
www.hoshinofurusato.com

야메그린호텔 八女グリーンホテル 
주소  八女市本町 47-1 
전화   0943-22-2156 
요금  1박조식 4,800엔~, 
2명 이상 숙박시 송영 가능
http://yamegreenhoTEL. com

 야마노이공원 山の井公園スタート ▶ 도난잔고분 童男山古墳(0.6㎞)  ▶ 이누오성터 犬尾城跡(1.3㎞) ▶ 
야메중앙대다원 八女中央大茶園(3.4㎞)  ▶ 이치넨지절 一念寺(6.4㎞)  ▶ 에자키식품 江﨑食品(7.3㎞)  ▶ 마루야마쓰카고분 
丸山塚古墳(8.1㎞)  ▶ 이와토야마 역사 문화 교류관 岩戸山歴史文化交流館(11㎞)

스탬프 위치
미니스톱 편의점

화장실
식당

편의점

지도보는법 

50~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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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8.6㎞   시간 약 3~4시간 소요   난이도 중 · 상

문의	 구루메시관광 · 국제과 ☎ 0942-30-9137
택시	 택시 회사가 많이 있으므로, 관광안내소에 문의해주세요. 
	 구루메시 관광안내소 (09:00-19:00 연중무휴) ☎ 0942-33-4422 

구루메 ・ 고라산 코스

후쿠오카현福岡県 : 구루메久留米·고라산高良山가는법
 ●  후쿠오카 공항 福岡空港  ▶  JR하카타역 JR博多駅  ▶  규슈신칸센 ＜九州新幹線18分＞  ▶  

JR구루메역  JR久留米駅  ▶  규다이혼센 보통열차 ＜久大本線普通列車10分＞  ▶   JR구루메대학앞역
●  구루메역 久留米駅 ⇔ 구루메대학앞역 久留米大学前駅  ⇔  미이역御井駅 1시간 1~2편 운행
●  열차시간 문의：JR규슈 안내센터  ☎ 050-3786-1717

JR구루메
대학앞 역

부부신과 
사랑의 아기동백꽃

맹종금명죽림 오쿠미야 구루메 삼림 
철쭉 공원

고라대사 묘켄신사 왕자연못 JR미이역

1.3㎞
25~35분

1.5㎞

35~40분
0.3㎞

5~10

0.6㎞

10~15

0.6㎞
25~35분
1.2㎞

25~35분
1.2㎞

40~55분
1.9㎞

20~25

300m

200m

100m

0m

후쿠오카에서 JR 열차로 불과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구루메시는 인구 50만 명에 달하는 공업 도시다. 구루메 고라산 
코스는 이 회색빛 공업 도시가 조심스레 품고 있는 고라산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보석 같은 길이다. 코스는 JR구루메대학
앞역에서 시작해 시내를 지나 고라산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고라 대사(高良大社)의 석조 도리이를 지나면 해발 310m의 
고라산이 시작된다. 돌계단을 따라 오르는 길이지만, 널따란 돌들로 이뤄진 계단이라 쉬엄쉬엄 오를 수 있다. 걷는 내내 
삼나무와 단풍나무 등이 만들어낸 깊고 커다란 숲 그늘이 포근하게 마음을 감싸준다. 한 발자국을 찍고 나면 발이 가벼워
진다는 말발자국돌과 두 그루 나무의 가지가 연결되어 손을 잡은 부부처럼 보여 부부의 사랑이 깊어지게 한다는 부부신
(夫婦榊)과 사랑의 아기 동백꽃(愛のさざんか) 등 고요한 숲길에 아기자기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이어진다. 연
보랏빛 풍경이 펼쳐질 4천 그루의 수국 정원과 초록색과 진한 황색이 번갈아 나타나는 금명죽, 일본 내 4곳에만 있다는 
맹종죽 등이 자라는 맹종금명죽림(孟宗金明竹林, 국가천연기념물) 등은 고라산이 품은 보물이다. 삼나무를 옆에 두고 걷
는 좁은 둘레길을 따라 신성한 물이 솟아 나오는 성지인 오쿠미야奥宮(오쿠노인奥の院/안쪽신사)를 지나면 구루메 산림 
철쭉공원에 도착한다. 약 100가지 종류의 61,000그루의 철쭉이 심어져있는 곳으로 붉은빛이 절정을 이루는 시즌에는 철
쭉 워킹 행사가 매년 열린다. 철쭉 공원와 더불어 규슈 최대급의 크기를 자랑하는 고라 대신사와 그곳에서 바라볼 수 있
는 치쿠고 강과 치쿠고 평야의 경치는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 이후 시험 합격 기원을 비는 오래된 석단이 있는 묘켄 신사, 
벚꽃 나무로 둘러싸인 왕자연못 등을 지나 길은 JR미이역에서 끝이 난다.

구루메 삼림 철쭉 공원 
久留米森林つつじ公園

부부신, 사랑의 아기동백꽃 
夫婦榊, 愛のさざんか

맹종금명죽림 孟宗金明竹林 고라대사高良大社

스탬프 위치

스탬프 위치

스탬프 위치

PLUS UP

구루메 라멘 
일본의 3대 라멘인 
돈코츠(돼지뼈로 
우러낸 국물) 라멘
의 발상지가 구루메
이므로 꼭 맛 보자. 

구루메 야끼토리
(꼬치구이)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말고기 등 
다양한 종류의 야
끼토리는 이 지역
의 자랑. 

장어찜 덮밥
부드럽고 풍미가 가
득한 장어찜 덮밥.

구루메 사케
메이지 시대부터 명
성이 높은 구루메. 
구루메 사케는 일본 
3대 사케 중 하나다. 

RESTAURANT & CAFE

구루메 삼림 철쭉 공원 매점 
久留米森林つつじ公園売店
주소  福岡県久留米市御井町 299-354 
시간  4월~11월 : 9시 30분~17시 / 
12월~3월 : 10시~16시
정기휴일 매주 월요일
메뉴  멧돼지 스프 350엔, 삼각김밥 100
엔, 구운 삼각김밥 120엔, 단팥죽 350엔, 
우동 350엔, 컵라면 250엔 등   

고라산 차야 보쿄테이 
高良山茶屋 望郷亭
주소  福岡県久留米市御井町 1 
전화  0942-44-0113
시간  오전 10시~17시 연중무휴
우뭇가사리 300엔, 유부초밥 150엔, 
야채 미소 스프 400엔, 카레라이스 450엔, 
단팥죽 450엔, 각종 우동 등 

HOTEL & RYOKAN

스이코엔 호텔 萃香園ホテル
주소  福岡県久留米市櫛原 8
전화  0942-35-5351
요금  1박(조식포함) 9000엔부터
www.suikoyen.co.jp　

하이네스 호텔 구루메
 ハイネスホテル久留米
주소  久留米市天神町 1-６
전화  0942-32-7211
요금  1박(조식포함) 6,200엔부터
www.highnesshoTEL. co.jp

구루메 스테이션 호텔 
久留米ステーションホテル
주소  久留米市中央町 2-14
전화  0942-36-1122
요금  1박(조식포함) 5,700엔부터
http://ksth.com

 
JR구루메대학역 JR久留米大学前駅   ▶  부부신, 사랑의 아기동백꽃 夫婦榊 · 
愛のさざんか (1.5㎞)  ▶  맹종금명죽림孟宗金明竹 (2.1㎞)  ▶  오쿠미야 奥宮 (奥の院)  
▶ 구루메 삼림 철쭉 공원留米森林つつじ公園 (5.2㎞)  ▶ 고라대사高良大社 (6.4㎞) 
▶ 묘켄신사妙見神社 (7.0㎞)  ▶  JR미이역JＲ御井駅 (8.6㎞)

화장실
식당

편의점

지도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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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11.5㎞   시간 약 4~5시간 소요   난이도 중 · 상

문의	 미야마시 상공관광과 ☎ 0944-64-1523
	 (일반사단법인) 미야마시 관광협회 ☎ 0944-63-3955
택시	 세다카택시 瀬高タクシー ☎ 0944-63-5151
	 니코니코히카리택시 ニコニコ光タクシー ☎ 0944-63-4141

미야마 ・ 기요미즈야마 코스

후쿠오카현福岡県 : 미야마みやま· 기요미즈야마清水山コース가는법
● 후쿠오카공항(지하철)   ▶   JR 하카타역 博多駅 ＜ 규슈신칸센＞   ▶   JR 치쿠고후나고야역 筑後船小屋駅 

＜가고시마본선＞   ▶   JR 세다카역 瀬高駅
● 후쿠오카공항(지하철)   ▶   JR 하카타역 博多駅 ＜쾌속 · 보통＞  ▶   JR세다카역 瀬高駅　　
● 사가공항(리무진버스)  ▶  JR세다카역 瀬高駅(약 40분 소요)

● 규슈자동차도 : 토스鳥栖I.C   ▶  미야마 · 야나가와みやま ·  柳川I.C

※ 택시 기본요금 보조 구간 1  JR세다카역 ~ 하치라쿠카이(시작점) 2  미치노에키미야마(종점) ~ 하치라쿠카이(시작점)
※ 미야마시 커뮤니티 버스 <구슷피 호> 가 운행중입니다.
운행일 : 월요일～토요일 ※운휴 : 일요일 및 연말연시(12월29일～1월3일) ※일요일 이외 공휴일은 운행합니다.  

스탬프 위치
미치노에키미야마 道の駅みやま
(특산물 판매점)

스탬프 위치

미야마 코스는 일부러 설계한 듯 역사와 자연이 딱 맞게 안배된 코스다. 올레길은 말굽 모양의 고고이시(神籠石, 돌유적) 
가 3㎞에 걸쳐 흩어진 조야마(女山)산에서 출발한다. 조야마산은 봄에는 벚꽃으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들어 사계절 내 
내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진다. 오르내리는 곳곳에 자리잡은 유적과 꽃들은 걷는 이의 길동무로 부족함이 없고,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광은 오르막의 고단함을 보상하기에 충분하다. 조야마 산을 지나 만나는 작은 마을과 거대한 기요미즈데 
라절로 가는 구간은 미야마 코스의 백미다. 마을 사람 모두가 힘을 합해 만든 석조 다리 메가네바시를 지나면 커다란 은 
행나무가 눈길을 사로잡는 기요미즈데라 혼보정원(淸水寺本坊庭園)이 나타난다. 섬세함과 형식미를 자랑하는 일본 정 
원의 원형을 보여주듯 심자연못(心字池)과 정원석 그리고 작은 폭포 등이 조화로운 정원이다. 정원을 나서 산길을 걷다 
보면 물가 옆에 머리가 잘려있거나, 잘린 머리가 붙여진 흔적이 있는 오백나한(五百羅漢)이 기다리고 있다. 석가모니의 
제자 5백명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모습을 담은 석상들이다. 오백나한을 지나면 비로소 기요미즈데라절을 만난 
다. 천년이 넘은 이 사찰에는 나데(어루만짐)불상(なで仏)이 자리하고 있다. 나데불상을 만진 손으로 자신의 아픈 곳을 만 
지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절을 지나 종점을 향해 가는 길은 전형적인 규슈올레 길이다.

기요미즈데라절 나데(어루만짐） 
불상  清水寺, なで仏

기요미즈데라절 혼보정원 
清水寺本坊庭園

신이 머무는 대나무숲 神宿る竹林 기요미즈데라절 삼중탑 
清水寺三重塔

HOTEL & RYOKANRESTAURANT & CAFE

다케야 TAKeyA　
주소  みやま市瀬高町本吉 954
전화  0944-62-5028 
메뉴  우동과 대나무밥 정식 1,000엔

오소바 나나쿠사 お蕎麦 なな草　
주소  みやま市瀬高町大草 1773-2 
전화  0944-62-7622
메뉴  회석요리(懐石料理) 2,500엔

미치노에키 미야마(특산물 판매점) 
푸드코트　
주소  みやま市瀬高町大江 2328
전화  0944-67-6477

세이류칸 正龍館
주소  みやま市瀬高町下庄 2312-2 
전화  0944-62-2070
요금  숙박만 4,860엔, 조식 포함 5,940엔, 
1박2식 8,640엔) 홈페이지 없음 

PLUS UP

갓나물 절임
큰 통에 소금과 강황을 넣어서 절여, 유산
발효와 숙성을 시킨 세타카 갓나물 절임. 
계약 재배 농가와 로컬 절임 공장이 공동으
로  만들어낸 제품이 전국 각지에 출하 하
여, 식탁을 다채롭게 한다. 

야마카와 밀감
진한 오렌지색의 껍질을 벗기면 	
새콤한 향이 은은하다. 입 속에서 살살 
녹으며 단맛의 여운이 남는다. 

기지구루마(목재꿩인형)
전교대사가 기요미즈데라 절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마리의 꿩이 길안내를 
해주었다는 전설이 유래가 된 공예품. 
운수트임, 인연 맺기, 가정원만의 
부적도으로 사랑받고 있다. 

샐러리
서일본 제일의 출하량을 자랑하며, 
시장에서 평가도 높아 대도시권으로 
출하되고 있다. 미치노에키 미야마에서는 
한 단 씩 샐러리를 판매한다. 
(11월 중순~6월 중순)

 하치라쿠카이八楽会  ▶ 신이 머무는 대나무숲 神宿る竹林(0.6㎞)  ▶ 야마우치고분군山内古墳群(1.3㎞)  ▶ 
조야마사적삼림공원 女山史跡森林公園(1.6㎞)  ▶ 조야마고고이시 女山神籠石(1.7㎞)  ▶ 구로이와저수지 黒岩溜池(2.6㎞)  ▶
메가네바시다리 眼鏡橋(4.1㎞)  ▶  기요미즈데라절 혼보정원 清水寺本坊庭園(4.7㎞)  ▶  오백나한五百羅漢(5.0㎞)  ▶ 
기요미즈데라절 清水寺(5.5㎞)  ▶  기요미즈데라절 삼중탑 清水寺三重塔(5.6 ㎞)  ▶ 제2전망소 第二展望所(5.8㎞)  ▶  
오오다니저수지 大谷溜池(6.8㎞)  ▶  스와신사諏訪神社(7.4㎞)  ▶ 미치노에키미야마(11.5㎞）

하치라쿠
카이교단

신이 머무는 
대나무숲

기요미즈데라 절 
삼층탑

규슈자동차도스와신사 규슈신칸센 미치노에키 
미야마

기요미즈데라 절
혼보정원

오백나한조야마 사적 
삼림공원·전망대

0.6㎞ 1.0㎞ A코스

B코스

50~60분 5~10분 15~20분 15~20분30~40분 30~40분 15~20분30~40분10~15분

3.1㎞ 1.8㎞ 1.0㎞ 2.0㎞ 1.1㎞0.3 0.6
200m

100m

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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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호 ・ 가와라 코스

 거리 11.8㎞   시간 약 4~5시간 소요   난이도 중

문의	 가와라마치사무소 산업진흥과 ☎ 0947-32-8406
　　	 가와라마치관광협회 ☎ 0947-85-8035

가와라 코스는 웅장한 산으로 둘러싸인 사이도쇼역에서 시간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이유인즉, 사이도쇼역
은 1915년 개장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을 빙 둘러싼 산은 풍부한 자원과 계절에 따라 형형색
색으로 변하는 풍광을 선물한다. 특히 봄에 이 코스를 찾는다면 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걷자. 하늘에는 만개한 벚꽃
이, 땅에는 노란 유채꽃이 방긋 웃으며 나를 보라 손짓한다. 마을 사람들은 구리와 금, 석회 등 산에서 많은 자원을 캐며 
살아왔고 지금도 석회는 풍부하게 난다. 코스를 걷다 보면 그 흔적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사이도쇼역에서 시작되는 코스
는 야야마지구의 아기자기한 경관을 따라 야야마언덕으로 향해간다. 가파르고 험난해 보이지만 대나무 숲인가 하면 삼
나무 숲이 펼쳐지는 풍경이 힘들다는 생각을 잊게 해준다. 해발 303m의 야야마언덕에 오르면 비로소 가와라 산의 웅장
한 모습을 제대로 마주한다. 가와라 산은 지쿠호 지역(筑豊)의 명산으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신앙
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길을 따라 내려오면 과거 구리를 캐던 갱도인 간마부(神間歩)를 볼 수 있
다. 사이도쇼(採銅所)라는 이름도 ‘구리를 캐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기찻길도 산에서 나온 다양한 자원을 유용하
게 나르기 위해 발달했다고 볼 수 있다. 미야바루 지구에서는 철도 사진 명소로 알려진 60척 철교가 있으니 잊지 말고 사
진을 찍어 보자. 일본에는 많은 신사가 있지만, 가와라 코스의 가와라 신사(香春神社)는 후쿠오카현의 가장 큰 신사로 알
려져 있다. 신라의 신을 모시는 신사 안에는 하늘로 높이 뻗은 은행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가을이 되면 떨어진 은행잎이 
노란 카펫처럼 깔린다. 종점인 가와라역에 다다르면 뾰족한 산이 칼로 잘려나간 듯 봉우리가 평평한 산의 모습이 보인다. 
석회를 채굴하며 깎여 내려가 그 모습이 지금처럼 사다리꼴 모양을 이루었다. 기찻길을 중심으로 산과 마을을 넘나들며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는 가와라 코스, 사계절 다른 모습으로 당신을 기다린다.

후쿠오카현福岡県 : 지쿠호筑豊 · 가와라香春 가는법
●   후쿠오카공항 福岡空港  ▶ <지하철>  ▶ JR하카타역JR博多駅  ▶ <가고시마혼센鹿児島本線>  ▶ JR고쿠

라역JR小倉駅  ▶ <히타히코산센日田彦山線>  ▶ JR사이도쇼역JR採銅所駅
●   기타큐슈공항 北九州空港   ▶ ＜에어포트버스＞  ▶ JR고쿠라역JR小倉駅  ▶ <히타히코산센日田彦山線>  ▶ JR사이도쇼역
JR採銅所駅

JR사이도쇼역 JR採銅所駅 야야마노오카 언덕 矢山の丘

가와라신사 香春神社가와라산 香春岳 간마부 神間歩

 JR사이도쇼역  ▶ 야야마언덕(1.8㎞)  ▶ 간마부(神間歩)(2.9㎞)  ▶ 60척 철교(6.1㎞)  ▶ 칸논지절(観音寺) (8.2㎞)  ▶ 
큰 녹나무(9.5㎞)  ▶ 가와라신사(10.6㎞) ▶ JR가와라역(11.8㎞)　

스탬프 위치

스탬프 위치

HOTEL & RYOKANRESTAURANT & CAFE

다이오大翁 - 중국요리 전문점
주소  福岡県田川郡香春町高野79-1  
전화  0947-32-6901 

드라이브인가와라다치구이우동  
ドライブインかわら立食いうどん
주소  후쿠오카현 다가와군 가와라마치 가
와라 170-1 전화  0947-32-2573 

규슈지쿠호라면 야마고야 본점 
九州筑豊ラーメン 元祖山小屋 創業店
주소  福岡県田川郡香春町鏡山1929-1 
전화  0947-47-2525

진류켄 珍竜軒- 라면 전문점
주소  福岡県田川郡香春町採銅所5343-1 
전화  0947-32-4700

HOTEL AZ 후쿠오카 가와라점
HOTEL AZ 福岡香春店
주소  822-1406 후쿠오카현 다가와군 	
가와라마치 오오아자 가와라 1052-1
福岡県田川郡香春町大字香春1052-1 
전화  0947-32-7771   
팩스  0947-32-7773

주소  福岡県田川市伊田 5030-1 
전화  0947-42-1168
요금  어른(중학생 이상) 550엔

미치노에키 가와라 道の駅 香春
미치노에키 가와라(휴게소) 내에 2009
년 문을 연 농특산물직판점 「와기에노사
토」에서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 가와라산 
식재료를 사용한 특산품과 도시락 등을 판
매하고 있다.
주소  후쿠오카현 다가와군 가와라마치 
오아자 가가미야마 1870-1
福岡県田川郡香春町大字鏡山1870-1
전화  0947-32-8727
시간  9:00～18:00(농특산물직판점, 
푸드 코너), 7:00～18:00(인포센터) 정기
휴일 매월 셋째주 수요일, 1월 1일～3일
※ 화장실 24시간 개방

PLUS UP

천연온천 마츠바라온천  
天然温泉 松原温泉
피로회복복, 신경통에 효과가 있는 양질
의 알칼리 온천. 높은 지대에 있어어 가와
와라산을 내다 볼 수 있다.

0m
50m

100m
150m
200m
250m
300m

1.2㎞ 1.1㎞ 1.3㎞ 2.1㎞ 2.1㎞ 1.1㎞ 1.8㎞

30분 30분 35분 50분 50분 20분 45분
0.5㎞

20분
0.6㎞

20분

JR 가와라역 JR사이도쇼역가와라신사 모토코간지절의 
큰 녹나무

가미타카노칸논지절 60척 아마기바시 감밭 금산 터 야야마 언덕

화장실
식당

편의점

지도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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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11.9㎞   시간 약 4~5시간 소요   난이도 중 · 하

후쿠오카 ・ 신구 코스 후쿠오카현福岡県 : 후쿠오카福岡 · 신구新宮 가는법
●  스타트 지점까지는, 커뮤니티버스 마린쿠스 (산라이즈 선, 사야 행)을 이용해 주십시오. 커뮤니티 버스  

마린쿠스는, 니시테츠신구역(西鉄新宮駅) 또는 JR훗코다이마에역(JR福工大前駅)에서 내리시면 타실 수 있습니다. 　
●  하카타역에서 JR이용  ▶   JR하카타역 JR博多駅  ▶  ＜쾌속·보통＞  ▶  JR훗코다이마에역 JR福工大前駅 약 20분 280엔　
●  텐진에서 지하철+니시테츠전차 이용  ▶  텐진역天神駅(지하철)   ▶  카이즈카역 貝塚駅  ▶   ＜니시테츠 카이즈카선西鉄貝塚線＞   
▶  니시테츠 신구역西鉄新宮駅 약 40분 530엔
●  후쿠오카공항에서 지하철 + JR 이용  ▶  후쿠오카공항(지하철)  ▶  JR하카타역 JR博多駅  ▶  ＜쾌속·보통＞   ▶   
JR훗코다이마에역 JR福工大前駅 약 30분 540엔 
●  후쿠오카공항에서 지하철 + 니시테츠전차 이용   ▶  후쿠오카공항(지하철)   ▶  고후쿠마치呉服町(지하철)  ▶  
카이즈카역貝塚駅 ＜니시테츠 카이즈카선西鉄貝塚線＞  ▶  니시테츠 신구역西鉄新宮駅 약 50분 570엔　　　　　　　　　　　 
●  고쿠라역에서  JR고쿠라역 ＜쾌속＞  ▶   JR훗코다이마에역JR福工大前 약 70분 1,110엔
●  신구마치 커뮤니티버스 마린쿠스·산라이즈 선  ▶   니시테츠 신구역 앞 西鉄新宮駅  ▶  JR훗코다이마에 JR福工大前  ▶   
사야 버스정류장 佐屋バス停 (종점)  약 40분 100엔
●  스타트 지점 근처에 규슈자동차도가 있음. 고속다치바나산 버스정류장에서 도보 5분.
●  고속버스 후쿠오카 버스센터(노가타행直方行)   ▶  ＜규슈자동차도＞   ▶  고속다치바나산 버스정류장 약 30분 520엔

후쿠오카 도심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바다와 산, 현대적인 마을과 옛 마을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코스다. 마을
의 오래된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해 길을 걷다 보면, 풀냄새 가득한 산길로 이어지고 탐스럽게 익은 주황빛의 귤 나무들이 
반겨준다. 길을 따라, 대나무 숲길을 지나면 부들밭이 드넓게 펼쳐지고, 100년이 넘은 고택들이 늘어선 다치바나구치지구 
오래된 마을이 나타난다.  마을을 지나 ‘신구 사랑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전망대로 가면 후쿠오카 시내와 ‘고양이 섬’으로 
유명한 아이노시마를 볼 수 있다. 길은 상쾌한 솔잎의 향기로 채워진 숲으로 이어지고, 기분 좋은 호흡을 내뱉으며 걷다 보
면 시선의 끝엔 바다가 있다. ‘파라솔 해안’이라고 불리는 신구해안이다. 근처에 있는 수산가공품 직판장에서 후쿠오카의 
명물인 명란젓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평온하고 소박한 풍경을 도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코스이다. 로쿠쇼 신사 六所神社　신구 사랑의 언덕 しんぐう愛の丘  부부 아이 수호신 夫婦子守大明神 다테노 마츠바라 소나무 숲 楯の松原

 신구마치 커뮤니티 버스 사야 버스 정류장  ▶ 산봉마츠야마산(0.8㎞)  ▶ 귤밭과 벚꽃나무, 다치바나산 
조망(1.2㎞)  ▶ 다치바나구치 오래된 마을(3.1㎞)  ▶ 로쿠쇼신사(3.6㎞)  ▶ 돗코지절(3.8㎞)  ▶ 신구 사랑의 
언덕(전망대)(4.7㎞)  ▶ 다이코우스이(5.9㎞)  ▶ 부부・아이 수호신(6.3㎞)  ▶ 오키타중앙공원(8.3㎞)  ▶ 
JR신구추오역(8.9㎞)  ▶ 다테노마츠바라 소나무숲(10.6㎞)  ▶ 신구해안(11㎞)  ▶ 니시테츠신구역(11.9㎞)  　

1.4㎞ 1.7㎞ 1.7㎞ 1.3㎞1.6㎞ 1.2㎞ 3㎞

30m

60m

90m

120m

45~55분 45~55분 50~60분 30~40분 30~40분 30~35분55~60분

사야버스
정류장

산봉마츠야마산 다치바나구치 신구 사랑의 언덕 다이코우스이 JR신구추오역 다테노마츠바라
소나무숲

니시테츠
신구역

지도보는법 

시작점

종점

화장실

버스정류장

스템프

편의점

식당

HOTEL & RYOKAN

HOTEL AZ 후쿠오카 와지로점
주소  〒811-0213 후쿠오카현 후쿠오카
시 히가시구 와지로오카 2 쵸메 3-1 福岡
県福岡市東区和白丘2丁目3-1
전화   092-605-3301

RESTAURANT

나마소바공방 다치하나  
生そば工房たちはな
주소  〒811-0102 후쿠오카현 가스야군 
신구마치 다치바나구치 福岡県糟屋郡新
宮町立花口1088-8 전화  092-515-2802

CIEL BLEL 쉘부르 - 빵집
주소  후쿠오카 가스야군 신구미 시모노후 
5-6-37 福岡県粕屋郡新宮町下府5-6-
37  전화  092-986-9197

PLUS UP

신도상점 進藤商店
수산가공품 직판점. 명란젓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수산가공품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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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오 코스 

 거리 12㎞   시간 약 4시간 소요   난이도 중 · 상 

1.3㎞ 1.2㎞ 0.8㎞ 1.5㎞ 0.7㎞ 1.2㎞1.5㎞

25~30분 15~20분 10~25분 15~20분 10~15분 30~35분30~35분
2.2㎞

50~60분
2.8㎞

30~35분

시라이와 
운동공원

키묘지 절 보양촌모요오시
광장

산악유보도종점 다케오시 
문화회관

다케오 
녹나무

다케오
시청

사쿠라야마
공원 입구(옵션)

9ㅇㅎ

다케오
온천 누문

다케오
온천역

150m

100m

50m

문의	 다케오시 관광과 ☎ 0954-23-9237 / 재단법인 다케오시 관광 협회 ☎ 0954-23-7766
택시 	 다케오 택시 武雄タクシー ☎ 0954-23-1111, 온천택시 温泉タクシー ☎ 0954-23-6161

후쿠오카에서 JR열차 또는 차로 1시간 거리인 다케오는 사방을 에워싼 산들 속에 고요히 자리잡은 오래된 온천마을이다. 
수령 약 3000년의 신비하게 생긴 거대한 녹나무들과 오래된 역사를 지닌 온천들, 400여년 전부터 시작된 도자기 가마 90
여개가 있는 다케오는 전통을 간직하고 산악풍과 의 풍광이 어울어지는 올레중 한곳이다. 다케오온천역 기차역에서 시
작하여 도심을 가로지르면 금방 울창한 대나무숲이 서늘한 아름다운 시라이와 운동공원을 만난다. 공원이 끝나는 지점
에는 키묘지(貴明寺) 절이 위치한다. 벚꽃이 근사한 저수지에는 일반 관광객에게도 잘 알려진 사가 현 우주과학관의 현
대적인 건물이 눈길을 끈다. 상급자코스는 거대한 삼나무들이 그늘을 만드는 산길로 접어들어 산을 오르면 숨을 고를 틈
도 없이 나타나는 인상적인 풍광에 다시 숨이 멎는다. 길은 다 케오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힘을 준다고 믿는 영험하고 거대
한 두 그루의 녹나무들을 차례로 지나면서 지친 발걸음에 다시 신비한 힘을 얻고,작은 산 곳곳에 숨은 작은 불상들이 귀
여운 사쿠라야마공원을 지나 종점인 다케오온천의 랜드마크인 오래된 누문을 향한다.

사가현佐賀県 : 다케오코스武雄コース 가는법
● 후쿠오카 공항, 하카타항 福岡空港 · 博多港 5~10분  ▶  JR하카타역 JR博多駅  ▶ 

＜특급 미도리, 특급 하우스텐보스特急みどり、特急ハウステンボス＞1시간8분  ▶  JR다케오온천역 JR武雄温泉駅
● 사가공항佐賀空港 (리무진 택시, 예약제) 60분)  ▶  JR다케오 온천역 JR武雄温泉駅

3,000년 된 녹나무 두 그루와 다케오시 문화회관 
樹齢3,000年の二本の 大楠と武雄市文化会館庭園

다케오온천 보양촌 武雄温泉保養村

산악유보도 전망대 山岳遊歩道展望所 키묘지절 貴明寺 이케노우치 호수 池ノ内湖

화장실
식당

편의점

지도보는법 

 JR다케오온천역 JR武雄温泉駅  ▶ 시라이와 운동공원 白岩運動公園(1.3㎞)  ▶ 키묘지 절 貴明寺(2.5㎞) ▶ 보양촌모요오
시광장 保養村もよおし広場(4.0㎞)  ▶ 산악유보도종점 山岳遊歩道終点(6.2㎞)  ▶ 다케오시 문화회관 武雄市文化会館(9.0㎞) ▶ 다
케오신사 내 녹나무 武雄神社大楠(9.8㎞) ▶ 다케오 시청 앞 市役所前(11.3㎞)  ▶  사쿠라야마공원 입구 桜山公園入口(옵션)  ▶ 다케
오온천 누문 武雄温泉楼門(12㎞)

RESTAURANT & CAFE HOTEL & RYOKAN PLUS UP

이탈리안레스토랑 SOURCE
イタリアンレストラン SOURCE
주소  다케오시다케오 마치 쇼와 204
佐賀県武雄市武雄町昭和 204
전화  0954-23-6788

카링 椛琳武雄市文化会館店
주소  다케오시 다케오쵸 다케오 5538-1
佐賀県武雄市武雄町武雄 5538-1
전화  0954-23-5287

교토야 KYOTOYA 京都屋
주소  사가현 다케오시다케오쵸오아자
다케오 7266-7 
佐賀県武雄市武雄町大字武雄 7266-7
전화  0954-23-2171
www.saga-kyotoya.jp

나카마스 료칸 
国際観光旅館なかます
주소  다케오시 다케오쵸 다케오 7377
佐賀県武雄市武雄町武雄 7377
전화  0954-22-3118

다케오 온천 武雄温泉
주소   佐賀県武雄市武雄町昭和 805
전화  0954-23-7766
요금  400엔~600엔, 
가족탕 2,000엔~4,000엔
www.takeo-kk.net/

아리타 도자기 마을 有田
가는방법  JR 특급열차 미도리호 이용 	

아리타 역 하차 (15분)

스탬프 위치
다케오온천역 내 
관광안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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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11.2㎞   시간 약 4~5시간 소요   난이도 하

가라쓰 코스

문의	 나고야성터 관광안내소 ☎ 0955-82-5774, 진제이 관광안내소 ☎ 0955-51-1052
	 가라쓰역 종합관광안내소 ☎ 0955-72-4963, 가라쓰시 관광과 ☎ 0955-72-9127
	 ※ 콜센터 도간시타토 SAGA TRAVEL SUPPORT (관광안내, 통역서비스)  ☎ 0952-20-1601 (24시간 365일 OPEN)
택시	 진제이택시 鎮西タクシー  ☎ 0955-82-2121, 쇼와택시 요부코 영업소 昭和タクシー呼子営業所 ☎ 0955-82-3814

2.1㎞ 1.6㎞ 0.8㎞ 1.4㎞ 1.0㎞ 1.7㎞2.6㎞
50~60분 30~40분 20~30분 25~35분 40~50분 15~25분 35~45분

100m

50m

미치노에키
모모야마텐카이치

호리히데하루
진영터

다원
가이게쓰

히젠 나고야성터 
천수대

가라쓰도자기 히나타가마 소라구이 
포장마차

우에스기카게카쓰 
진영터

하도미사키
캠프장

가라쓰는 대륙과의 요충지로 예부터 바닷길을 이용해 사람과 물자, 문화교류가 활발한 항구도시이다. 제주올레가 시작
된 제주도 서귀포시와 1994년부터 자매도시를 체결하여 교류해왔다. 제주를 꼭 닮은 바다가 펼쳐지는 해안올레인 가라
쓰 코스는 나고야 성터와 지금도 남아있는 400년간 이어져 온 옛길을 중심으로 지난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길이다. 
코스의 초반부는 나고야 성터 주변 진영터를 둘러본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위해 나고야성(名護屋
城)을 쌓으며, 그 주변에 전국에서 모은 다이묘(大名, 지방 영주)들이 진영을 건설하게 해 주둔시켰는데 이 곳이 바로 그 
흔적들이다. 이 곳이 전쟁을 위한 곳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분이 든다. 몇 발자국을 옮
겨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인 나고야 성터(名護屋城跡)의 천수대를 보고 나고야성터를 벗어나면 평화로운 마을길로 접어
든다. 마을 안에는 일본의 3대 다기(茶器)로 불리며 일본인의 사랑을 받는 가라쓰 도자기를 구워내는 가마인 ‘히나타요
(炎向窯)’가 있다. 코스의 후반부는 자연이 조각한 주상절리와 푸른 해송이 아름다운 하도 미사키 해안이 펼쳐진다. 종점 
하도미사키 주차장에 있는 작은 실내 포장마차에서 파는 소라구이는 꼭 먹어봐야 할 별미이다.

사가현佐賀県 : 가라쓰唐津コース 가는법
●  후쿠오카공항역, 하카타역(하카타항5~10분), 텐진역 ＜후쿠오카 시영 지하철 JR지쿠히센筑肥線＞ 1시간

30분  ▶  JR가라쓰역唐津駅 ＜도보＞5분  ▶  가라쓰(오테구치) 버스센터 唐津(大手口) バスセンター＜쇼와버스 나고야순환선
昭和バス 名護屋循環線 ＞40분  ▶  나고야성박물관입구 名護屋城博物館入口
●  후쿠오카공항 국내선터미널 고속버스 승차장,하카타 버스터미널(하카타항 5~10분),텐진 고속버스 터미널 

＜쇼와버스 가라쓰호 昭和バス 唐津号＞ 1시간10분  ▶  가라쓰(오테구치) 버스센터 唐津(大手口)バスセンター 

＜쇼와버스 나고야순환선 昭和バス 名護屋循環線＞ 40분  ▶  나고야성박물관입구 名護屋城博物館入口
●  사가공항 ＜액세스버스＞35분  ▶  JR사가역佐賀駅 ＜JR가라쓰선唐津線＞60분  ▶  JR가라쓰역唐津駅 ＜도보＞5분  
▶  가라쓰(오테구치) 버스센터 唐津(大手口) バスセンター ＜쇼와버스 나고야순환선 昭和バス 名護屋循環線＞40분 
▶  나고야성박물관입구 名護屋城博物館入口
●  사가공항＜엑세스버스＞35분  ▶  JR사가역 버스센터佐賀駅バスセンター＜쇼와버스昭和バス＞2시간  ▶  
가라쓰(오테구치) 버스센터 唐津(大手口) バスセンター＜쇼와버스 나고야순환선昭和バス 名護屋循環線＞40분  ▶  
나고야성박물관입구 名護屋城博物館入口

다원 가이게쓰 茶苑海月 호리 히데하루 진영터 堀秀治陣跡 히젠 나고야성터 肥前名護屋城跡 하도미사키 波戸岬

스탬프 위치
미치노에키 
모모야마텐카이치 내 
관광안내소

  미치노에키 모모야마텐카이치(특산물 판매점) 
道の駅桃山天下市 ▶ 마에다 도시이에 진영터 
前田利家陣跡(0.2㎞) ▶ 후루타 오리베 진영터 古田織部陣跡
(1.0㎞) ▶ 호리 히데하루 진영터堀秀治陣跡 (2.1㎞) ▶ 
400년간 이어져 온 구시미치 400年続く道 串道(2.9㎞) ▶ 
다원 ＜가이게쓰＞茶苑＜海月＞(3.7㎞) ▶ 다이코도 太閤道(3.9㎞) 
▶ 히젠 나고야성터 천수대 肥前名護屋城跡天守台(4.5㎞) ▶ 
가라쓰 도자기 공방 히나타가마 唐津焼 炎向窯(5.9㎞) 
▶ 하도미사키 소년자연의 집 波戸岬少年自然の家(7.0㎞) 
▶ 하도미사키 산책로 波戸岬自然遊歩道(9.5㎞) ▶ 
소라구이 포장마차 サザエのつぼ焼き屋台(11.2㎞)

RESTAURANT & CAFE HOTEL & RYOKAN PLUS UP

소라구이 포장마차 
サザエのつぼ焼売店 
주소  唐津市鎮西町波戸岬
전화  0955-82-4774, 0955-82-5972
메뉴  소라구이 한접시 さざえのつぼ焼き 
세금포함 500엔

오테몬 식당 大手門食堂  
주소  唐津市鎮西町名護屋 1935
전화  0955-82-5026
메뉴  짬뽕 ちゃんぽん 세금포함 530엔

센나리 효타 千成ひょう太
주소  唐津市鎮西町名護屋 3479-2
전화  0955-82-2917
메뉴  우와바 짬뽕上場ちゃんぽん
세금포함 700엔

다비야도 요부코 旅宿よぶこ
주소  唐津市呼子町呼子殿ノ浦 1953-2
전화  0955-82-6666
요금  1박2식 세금포함 12,800엔~
www.tabi-yobuko.jp

진제이마치 국민숙사 하도미사키 
鎮西町国民宿舎 波戸岬
주소  唐津市鎮西町波戸 1082
전화  0955-82-1511
요금  1박2식 세금포함 9,050엔~
www.chinzei-hadomisaki.com

오징어활어회 이카노이키즈쿠리 
イカの活き造り
특히 요부코 지역의 오징어가 유명하다. 
독특한 씹힘과 단맛이 특징. 

이노치나가다고 いのち長だご
장수를 기원하고 액운을 막기 위해 진제마
치하도(鎮西町波戸)지역에서 옛부터 전
해 내려온 음식. 

다이코 스리미 太閤すりみ
이 지역에서 잡힌 신선한 전갱이를 사용하
여 본연의 맛을 살린 인기상품.  

우와바산 고구마 上場産さつま芋
대지에서 수확한 고구마는 달고 맛있다. 
군고구마와 고구마튀김도 강력추천.

화장실
식당

편의점

지도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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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12.5㎞   시간 약 4~5시간 소요   난이도 중 · 상

우레시노 코스

문의	 우레시노시 우레시노온천 관광과 ☎ 0954-42-3310
	 우레시노온천 관광협회 ☎ 0954-43-0137 
택시	 온천택시 温泉タクシー ☎ 0954-43-1150
	 사가택시 佐賀タクシー ☎ 0954-43-1224 

0.2㎞ 1.6㎞ 1.2㎞ 1㎞ 1.5㎞ 3.2㎞ 1.5㎞ 2.3㎞

3~5분 25~35분 30~45분 30~40분 30~50분 30~50분 20~40분 20~40분

히젠 요시다
가마모토 회관

다이죠지 절 니시요시다 
다원

니시요시다의 
곤겡불상과 13 보살상

22세기 아시아의 숲 시이바 산소 도도로키 폭포 씨볼트의 
족탕

보즈바루 
파일럿 다원

500m
400m
300m
200m
100m

사가현에 위치한 우레시노는 우리나라로 치면 ‘읍’ 크기 정도의 여유롭고 평화로운 작은 온천 마을이다. 우레시노는 ‘일
본의 3대 미용 온천’ 중 하나로 꼽히는 곳으로, 미끈미끈한 감촉의 온천이 특징이다. 우레시노 코스는 도자기 마을 ‘요시
다 사라야’(吉田皿屋) 지역에서 시작한다. 도자기 마을답게 정갈한 자태를 뽐내는 일본 가옥들 사이로 도자기 제품을 판
매하는 상점과 도자기 조각을 붙여 만든 담벼락, 도자기신이 모셔져 있는 다이죠지·요시우라신사(大定寺·吉浦神社) 등
이 이어진다. 도자기 마을을 벗어나면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지는 광대한 녹차밭의 시작이다. 가지런하게 뻗은 녹차밭이 만
들어내는 녹색 물결을 따라 걷다 보면 어지럽게 흩어진 마음까지 정갈하게 정리되는 기분이다. 푸른 녹차밭을 지나면 쭉
쭉 뻗은 메타쉐콰이어가 맞이하는 ‘22세기 아시아의 숲’(22世紀アジアの森) 이 펼쳐진다. 일본과 아시아국가 간 ‘국제교
류’의 상징으로 가꾼 이 숲에 한국의 제주올레 브랜드가 수출돼 만들어진 ‘규슈올레’ 길이 열려 숲의 의미를 더했다. 종점
에는 우레시노의 상징인 ‘시볼트 유(シーボルトの湯/공중욕탕) ’와 족탕시설이 있고, 개성적인 료칸들이 늘어져있어 노
곤한 몸과 마음을 우레시노의 온천물에 녹일 수 있다.

사가현佐賀県 : 우레시노嬉野 가는법
●  후쿠오카 공항, 하카타항 5~10분  ▶  텐진, 하카타 버스 센터 天神バスセンター · 博多交通センター · 

福岡空港  ▶ ＜규슈호 九州号＞ 1시간 20분  ▶ 우레시노 IC  嬉野 IC   ▶ ＜택시＞5분  ▶ 우레시노 온천 버스센터 嬉野温泉ﾊﾞｽｾﾝ
ﾀ  ー ▶ ＜유토쿠 버스 가시마행(요시다 경유) 祐徳バス·鹿島行き(吉田経由)＞ 12분  ▶ 가미사라야 ＜上皿屋＞ 버스 정류장 하차 
●  하카타역 博多駅  ▶ ＜JR나가사키 혼센 長崎本線＞1시간  ▶ 히젠 가시마역 肥前鹿島駅 / 가시마 버스 센터 鹿島ﾊﾞｽｾﾝﾀ  ー  
▶  ＜유토쿠 버스 우레시노 온천 (요시다 경유) 祐徳バス·嬉野温泉(吉田経由)＞24분  ▶ 가미사라야 ＜上皿屋＞버스 정류장 하차
●  하카타역 博多駅 ▶ ＜JR특급 미도리 みどり＞1시간 20분 ▶ JR 다케오온천역 武雄温泉駅  ▶ ＜JR규슈버스＞ 35분 ▶  
우레시노 온천 버스센터 嬉野温泉ﾊﾞｽｾﾝﾀ  ー▶ ＜유토쿠 버스 가시마행(요시다 경유) 祐徳バス·鹿島行き(吉田経由)＞ 12분 ▶  
가미사라야＜上皿屋＞ 버스 정류장 하차 　

니시요시다 곤겐불상과 13보살상 
西吉田権現さんと十三仏

다이죠지 절 · 요시우라 신사 
大定寺 · 吉浦神社

22세기 아시아의 숲 
22 世紀アジアの森

독특한 차밭 個性豊かな茶畑

 요시다 사라야마 대관소 유적지 吉田皿山代官所跡 ▶ 
히젠 요시다 가마모토 회관 肥前吉田焼窯元会館(0.3㎞) ▶  다이죠지 절 · 요시우라신사 
大定寺·吉浦神社(0.5㎞) ▶  니시요시다 다원 西吉田茶園(2㎞) ▶ 니시요시다의 
곤겡불상과 13 보살상 西吉田権現さんと十三仏(3㎞) ▶  보즈바루 파일럿 다원 
坊主原パイロット茶園(3.5㎞) ▶ 22 세기 아시아의 숲 22世紀アジアの森(5.5㎞) ▶ 
시이바 산소 椎葉山荘(9㎞) ▶도도로키 폭포 轟の滝(10.5㎞) ▶ 시볼트 유 
シーボルトの湯(공중욕탕)(12㎞)  ▶ 온천공원 · 상점가 ▶  
씨볼트의 족탕 シーボルトの足湯(12.5㎞)

스탬프 위치

RESTAURANT & CAFE HOTEL & RYOKAN PLUS UP

시이바산소 〮 야마보시
椎葉山荘 〮 山法師
주소  嬉野市嬉野町大字岩屋川内乙1586  
전화  0954-42-3600
메뉴  야키니꾸, 온천두부 577엔~(단품)

기하코 KiHaKo 嬉箱  
주소  嬉野市嬉野町大字岩屋川内甲379 
전화  0954-42-0178 메뉴  시시리안 라이
스 1100엔 / 정기휴일: 화요일 

온센쇼쿠도 温泉食堂
주소  嬉野市嬉野町大字岩屋川内甲 321 
전화  0954-43-0511
메뉴  오무라이스덮밥과 온천두부 세트 
1000엔 / 정기휴일: 일요일 

닌키테이 人気亭 
주소  嬉野市嬉野町大字下宿乙 2307
전화  0954-43-1137 
메뉴  우동, 짬뽕 등 550엔~

와타야벳소 和多屋別荘
주소   嬉野市嬉野町下宿乙 738 
전화  0954-42-0210
요금  1박２식 12,750~47,400엔
한국어, 중국어 가능, 시작점, 종점 송영 가능
www.wataya.co.jp

호텔 카스이엔 ホテル華翠苑 
주소  嬉野市嬉野町岩屋川内甲 333 
전화  0954-42-2111	
요금  1박2식 15,900～35,850엔
시작점, 종점 송영 가능
www.kasuien.co.jp

반쇼카쿠 시키시마 萬象閣敷島 
주소  嬉野市嬉野町岩屋川内甲 114-1
전화  0954-43-3135 
요금  1박2식 21,290엔～37,800엔/시작
점·종점 송영 가능
www.bansyoukaku-sikisima.co.jp

우레시노 온천 두부 
온천수로 두부를 보글보글 끓이면, 	
국물이 두유색으로 변하여 부드러운 	
두부 요리가 된다. 

소안 요코쵸 宗庵よこ長
주소   사가현 우레시노시우레시노쵸시모
주쿠오츠 2190 佐賀県嬉野市嬉野町下
宿乙 2190 전화  0954-42-0563 
시간  10:00～21:00(수 휴무)
http://yococho.com

우레시노 녹차, 우레시노 홍차 
쪄서 만든 녹차(蒸製玉緑茶)와 가마에 	
볶아서 만든 녹차(釜炒製玉緑茶)가 있다. 

우레시노 사케 
맑은 물과 풍요로운 땅의 우레시노에서는 
전국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브랜드의 사케를 생산하고 있다. 

화장실
식당

편의점

지도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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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도 코스

 거리 13㎞   시간 약 4~5시간 소요   난이도 하

문의	 히라도시 관광과 平戸市観光課 ☎ 0950-22-4111
택시	 실버 택시 주식회사 シルバー·タクシー株式会社 ☎ 0950-23-2441, 
	 맘보 택시 マンボウタクシー ☎ 0950-21-1188
	 츄부 택시 中部タクシー ☎ 950-28-0040, 츠요시 택시 津吉タクシー ☎ 0950-57-0003

1.2㎞

30~40분 60~80분 50~70분 30~50분 20~30분 50~80분

300m

200m

100m

히라도시 
관광 교통 터미널 

가와치토오게 
인포메이션 센터

가와치토오게 캠프장 씨라이프 
히라도 수영장

히라도온천 팔탕,족탕쇼주지 절사이쿄지 절

3.5㎞ 2.1㎞ 2.4㎞ 0.9㎞ 2.9㎞

히라도는 이미 1500년부터 포루투갈, 네덜란드 등과의 상업적인 교역을 시작한 곳으로 ‘서쪽의 도읍’이라 불릴 만큼 풍
요로운 과거를 지녔다. 항구에서 시작한 코스는 마을 뒤편 언덕을 거슬러 천천히 오르면 사이카이 국립공원의 깊은 숲을 
만나고 약 30ha의 광대한 초원을 지나 제주의 오름을 꼭 닮은 봉긋한 언덕의 정상 가와치토오게(川内峠)에 서게 된다. 잠
시 숨을 멈추고 싶을 만큼 장대한 다도해의 풍광이 360도로 휘돌아 펼쳐진다. 언덕 위의 청량하고 거친 바람에 마음껏 몸
과 마음을 내버려 두었다가 다시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선 오래된 카톨릭 교회(平戸ザビエル記念教会)를 지나고, 이어지
는 언덕길에선 꼭 뒤돌아 보아야 한다. 일본 전통 절의 지붕 누각 위로 교회의 첨탑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보이는 합성
장면 같은 순간이 따라오고 있었다. 항구 저편의 언덕 위로 보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히라도 성은 트레킹을 마치면 잠
시 들러 보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 같다. 오밀조밀 붙어 있는 이층의 상점가 거리에선 볼거리 먹거리 탐험에 바빠지다 보
면 어느새 종점의 팔탕과 족탕에 이른다.

나가사키현長崎県 : 히라도平戸 가는법
●  후쿠오카 공항/하카타항 福岡空港/博多港 5~10분  ▶ 하카타역 博多駅  ▶ ＜특급기차 미도리 特急みど

り＞ 2시간  ▶ 사세보역 佐世保駅  ▶ ＜마츠우라 철도 松浦鉄道＞ 1시간30분  ▶ 타비라히라도구치역 たびら平戸口駅  ▶ 
＜히라도 센바시행 平戸桟橋行き 사이히 버스 西肥バス＞ 15분  ▶ 히라도 센바시 버스정류장 平戸桟橋バス停
●  후쿠오카 공항/하카타항 福岡空港/博多港 5~10분  ▶ 하카타역 버스 센터 博多駅バスセンター  ▶ 
＜고속버스＞ 2시간 45분 ▶ 사사역 佐々駅  ▶ ＜마츠우라 철도 松浦鉄道＞ 40분  ▶ 타비라 히라도구치 역 たびら平戸口駅  
▶ ＜히라도 센바시행 平戸桟橋行き사이히 버스 西肥バス＞ 15분  ▶ 히라도 센바시 버스 정류장 平戸桟橋バス亭
●  나가사키 공항 長崎空港  ▶ ＜리무진버스＞ 1시간 30분  ▶ 사세보역 佐世保駅  ▶ 
＜히라도 센바시행 平戸桟橋行き사이히 버스 西肥バス＞ 1시간 30분  ▶ 히라도 센바시 정류장 平戸桟橋バス亭

자비에르 기념교회 平戸ザビエル記念教会 가와치도오게 川内峠 사이쿄지 절 最教寺(奥之院)

  히라도시 관광 교통 터미널 平戸市観光交通ターミナル 
▶ 사이쿄지 절 最教寺奥之院(1.2㎞) ▶ 가와치토오게 인포메이션 
센터 川内峠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4.7㎞) ▶ 가와치토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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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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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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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탬프 위치
히라도항 교류광장
관광안내소

RESTAURANT & CAFE HOTEL & RYOKAN PLUS UP

메시도코로 이치라쿠
めしどころ 一楽
주소  히라도시 키히키다쵸 477 
平戸市木引田町 477
전화  0950-22-2269	
메뉴  히라도 짬뽕 650엔	

난방 なんばん
주소  히라도시 시키가타쵸 873 
平戸市崎方町 873
전화  0950-22-2719
메뉴  히라도 짬뽕 650엔	

모리토 쇼쿠도 もりとう食堂
주소  히라도시 사키가타쵸 824 
平戸市崎方町 824
전화  0950-22-2343
메뉴  히라도 짬뽕 650엔

국제관광호텔 기쇼테이
国際観光ホテル 旗松亭　
주소  히라도시 오오쿠보쵸 2520 平戸市
大久保町 2520 전화  0950-22-3191
요금  1박2식 10,500엔~ 	
영어 가능 / 온천있음

호텔 사이요 WAKIGAWA
ホテル彩陽 WAKIGAWA
주소  히라도시 이와노우에쵸 1123-1
平戸市岩の上町 1123-1
전화  0950-23-2488
요금  1박 2식 7,000엔 / 온천있음
 http://hirado-wakigawa.com

히라도 센리가하마 온천 호텔 람푸
平戸千里ヶ浜温泉 ホテル 蘭風　
주소  히라도시 가와치쵸 55 
平戸市川内町 55 전화  0570-550-480
요금  1박2식 7500엔(평일) / 영어, 한국어, 
중국어 http://yukai-r.jp

사원과 교회가 보이는 풍경
寺院と教会の見える道
일본에서는 드물게 교회와 절이 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언덕아래  절과 함께 교회가 
보인다. 히라도를 대표하는 풍경 중 하나
주소  히라도시 이와노우에쵸 269
전화  0950-22-4111
가는방법  히라도 시청에서 도보 10분

히라도 성 平戸城
히라도 시내 동부에 위치한 성, 언덕 위에 
세워져 있어 히라도 항구 주변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천수각에서는 히라
도 내해와 히라도 대교 등 주변 풍경을 감
상할 수 있다. 
주소  히라도시 이와노우에쵸 1473
전화  0950-22-2201
요금  500엔
가는방법  히라도 시청에서 도보 15분

화장실
식당

편의점

지도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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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10.5㎞   시간 약 3~4시간 소요   난이도 중

문의	 미나미시마바라시 관광진흥과 ☎ 0957-73-6632
택시	 혼다관광택시 本田観光タクシー ☎ 0957-86-2100 
	 미나미시마바라 교통 南島原交通 ☎ 0957-87-3930
	 하라죠 교통 原城交通 ☎ 0957-85-2103 

 미나미시마바라 코스

나가사키현長崎県 : 미나미시마바라南島原가는법
● 후쿠오카공항/하카타항 福岡空港·博多港 ▶  JR하카타역<특급카모메>JR博多駅＜特急かもめ＞   

▶  JR이사하야역 JR諫早駅  ▶  ＜시마테츠 버스 島鉄バス＞  ▶   구치노츠항 口之津港
● 후쿠오카 공항/하카타항 福岡空港・博多港   ▶  JR하카타역 ＜신칸센＞JR博多駅＜新幹線＞ ▶  JR구마모토역 JR熊本駅   ▶  
＜산코버스 産交バス＞ ▶  구마모토신항 熊本新港  ▶  ＜ 오션애로우 オーシャンアロー＞   
▶  시마바라 외항 島原外港  ▶  ＜시마테츠 버스 島鉄バス＞   ▶  구치노츠항 口之津港
●  나가사키 공항 長崎空港  ▶  ＜현영버스, 시마테츠 버스 県営バス·島鉄バス＞ ▶  이사하야 터미널 諫早ターミナル   
▶  ＜시마테츠 버스 島鉄バス＞ ▶  구치노츠항 口之津港
● 오니이케항(구마모토현) 鬼池港(熊本県) ▶  ＜시마테츠 페리 島鉄フェリー＞ ▶  구치노츠항 口之津港
● 후쿠오카 공항/하카타항 福岡空港·博多港   ▶  JR하카타역<신칸센> JR博多駅＜新幹線＞ ▶   ▶  
JR신타마나역 JR新玉名駅   ▶  ＜버스 バス＞   ▶  나가스항長洲港   ▶  ＜아리아케 페리 有明フェリー＞  ▶  타이라항 多比良港   
▶  ＜시마테츠 버스 島鉄バス＞   ▶  구치노츠항 口之津港

올레의 시작점 구치노츠항에 가면, 1567년에 구치노츠항에 첫 닻을 내린 남만인을 캐릭터화한 베이가 선장의 커다란 동
상이 올레꾼을 맞이한다. 야쿠모 신사를 지나 숲길을 들어서기 전 상상의 동물인 갓파상을 만난다. 갓파는 바가지를 한 
어린이의 모습을 한 물속에 사는 요괴인데, 지금은 귀여운 캐릭터가 되었다. 갓파상을 지나 조용한 숲길을 지나오면 인
공저수지인 노다제방 주변으로 양상추, 대파밭이 펼쳐진다. 산을 내려와 바다를 옆에 두고 걷다 보면 오래된 등대를 만난
다. 바닷길을 따라 걷다보면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세월에 꽤 오래되었을 법한 뿌리 굵은 용나무들이 자라는 용나무 
군락이다. 길은 구치노츠 등대를 지나 푸른 바다와 대비되는 붉은 색상이 강렬한 남만 다리 밑에 위치한 구치노츠 역사 
민속자료관에서 끝난다.

세즈메자키 등대 瀬詰崎灯台구치노츠항口之津港

구치노츠 역사 민속 자료관 口之津歴史民俗資料館환상의 노무키 소나무 幻の野向きの一本松 구치노츠 등대口之津灯台

노다제방 · 노로시야마산
野田堤 · 烽火山

용나무 군락 あこう群落 

 
구치노츠항口之津港  ▶  

야쿠모신사八雲神社(0.8㎞)  ▶  풍유갓파상
西郷子安観音(豊乳河童)(1.1㎞)  ▶  

노다제방 野田堤(1.9㎞)  ▶  노로시야마산 烽火山(2.4㎞)  
▶  환상의 노무키 소나무 幻の野向きの一本松(3.4㎞)   

▶  다지리 해안 田尻海岸(4.8㎞) ▶ 세즈메자키 등대 瀬詰崎灯台(5.6㎞) ▶  
용나무 군락 あこう群落(6.4㎞) ▶ 구치노츠 등대 口之津灯台(10.0㎞) ▶  

구치노츠 역사 민속 자료관 口之津歴史民俗資料館(10.5㎞)

HOTEL & RYOKAN PLUS UPRESTAURANT & CAFE

스다치 すだち
주소  南島原市口之津町丙 4351 
전화  0957-86-2380
메뉴  차가운 돈까스 덥밥 	
冷やしかつ丼：700엔	

사츠마 薩摩 
주소  長崎県南島原市口之津町丙 2053
전화  0957-86-4728
메뉴  곱장 볶음 정식 	
ホルモン焼き定食：880엔

하미네 波美音  
주소  長崎県南島原市口之津町丙 2133-4 
전화  0957-86-4030 
메뉴  오리구이 소면 
鴨南蛮そうめん鉢：750엔

하라죠 온천 마사고 原城温泉真砂
주소  長崎県南島原市南有馬町丁 133
전화  0957-85-3155 
요금  1박2식 9,300엔~ / 송영있음
www.harajoumasago.jp

구치노츠 온천 시라하마 비치 호텔 
口之津温泉しらはまビーチホテル
주소  長崎県南島原市口之津町甲
2829-1 전화  0957-86-3030
요금  1박2식：9,170엔~ / 송영 있슴
http://s-b-h.jp

료칸 시로 旅館城 
주소  長崎県南島原市南有馬町丁 170
전화  0957-85-2148 

마쓰다야 노포 松田屋老舗
지역의 명물을 모델로 해서 만든 화과자, 
하야사키 ｢早崎玄武岩｣, 폰포코야마노 
곤겐산｢ポンポコおやまのごんげん山｣
재미있는 이름이 많다. 

구보주조 久保酒造
세입빠츠 ｢青一髪｣소주를 한 종류만 만드
는 부자 2명이서 만드는 보리소주 양조장.

과자 공방 레비니온 
菓子工房レ · ピニオン
마스카르보네를 사용한 크림의 티라미스 
롤케이크  

구치노츠항 야쿠모신사 노로시야마산 고다마 상점환상의 
노무키 
소나무

다지리
해안공원

세즈메자키 
등대

용나무 군락 현무암 
해안입구

구치노츠 
등대

구치노츠 
역사 민속 자료관

1.4㎞

25~30분
1.0㎞

15~20분
1.0㎞

15~20분
0.9㎞

15~20분
0.8㎞

15~20분
0.8㎞

15~20분
1.3㎞

25~30분
2.3㎞

40~45분

100m
50m

0m

0.5㎞

10~15분
0.5㎞

10~15분

화장실
식당

편의점

지도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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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12.3㎞   시간 약 4시간 소요   난이도 중 · 상

문의	 사단법인 아마쿠사 시로 관광 협회 ☎ 0964-56-5602
택시 	 후지카와 택시 藤川タクシー ☎ 0964-56-0107
	 야나기 택시 柳タクシー ☎ 0964-57-0007
	 마츠시마 택시 松島タクシー ☎ 0969-56-1160

0.1㎞ 2.4㎞ 3㎞ 0.9㎞ 2.7㎞ 1.6㎞ 1.6㎞

3~5분 25~30분 30~40분 10~20분 30~35분 30~40분 40~50분

200m

150m

100m

50m

센자키 
버스정류장

센자키고분군 조조어항 이와 사쿠라 
꽃공원

다카야마 호카부라
자연해안

시모야마 마을 센조쿠 천만궁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아마쿠사 제도(天草諸島)의 이와지마(維和島) 섬을 일주하는 올레로 일본의 전형적인 어촌 마을과 
자연을 만날 수 있다. 바다 위를 걷는 느낌의 히가시 오이바시(東大維橋)다리를 건너 이와지마섬으로 들어가면 선사시대
의 고분군 유적지인 센자키 고분군이 시작점이다. 산에 오르면 곳곳에 석관의 고분들을 찾을 수 있고, 아마쿠사 제도의 
작은 섬들을 이어주는 다리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을 만난다. 작은 어촌마을을 지나 과수원을 옆에 끼고 다카야마 산 
위로 천천히 오르면 사방으로 터진 시야에 수 많은 섬들이 군무를 추듯 바다 위에 떠 있는 절경을 만난다. 산길을 내려오
다 보면 어느새부터인가 발자국 소리에 더해지는 파도소리. 긴 동글 같은 대나무 숲길을 빠져나오면 눈앞에 불쑥 등장하
는 바다가 경이롭니다. 섬들로 둘러 쌓인 바다인 야츠시로카이(八代海)는 마치 호수처럼 맞은편 육지가 가까워 보이고, 
단층지대의 바닥으로 되어있는 호카부라 해안가에선 파도에 휩쓰려온 폐목들이 자연적인 조형물처럼 눈길을 끈다.

구마모토현熊本県 : 카미아마쿠사上天草 가는법
● 후쿠오카 공항, 하카타항 福岡空港, 博多港 5~10분  ▶ JR하카타역 JR博多駅  ▶ 

＜신칸센 新幹線＞ 35~50분  ▶  JR구마모토역 JR熊本駅  ▶ ＜쾌속버스 아마쿠사호 快速バス：あまくさ号＞ 1시간 20분  
▶ 산파루 버스정류장 さんぱーるバス停下車  ▶ ＜택시＞ 15분  ▶ 센자키 千崎
● 구마모토공항 熊本空港  ▶ ＜공항 리무진버스 空港リムジンバス＞ 50분  ▶ 구마모토시 교통센터 熊本市交通センター 
 ▶ ＜쾌속버스 아마쿠사호 快速バス：あまくさ号＞ 1시간 20분  ▶ 산파루 버스 정류장 さんぱーるバス停下車  ▶ 
＜택시＞ 15분  ▶ ＜센자키 千崎＞

이와 사쿠라 꽃공원 維和桜 〮 花公園 과수원 果樹園

센조쿠천만궁 千束天満宮다카야마 高山 호카부라자연해안 外浦自然海岸 조조어항 蔵々漁港 

지름길

만조시
우회로

감귤밭

이와사쿠라꽃공원
維和桜·花公園

스탬프 위치
아마쿠사시로 관광안내소
(산파루 버스 정류장)

 
센자키 千崎  ▶  센자키고분군 千崎古墳群(0.1㎞)  ▶ 
조조어항 蔵々漁港(2.5㎞)  ▶ 감귤밭  ▶ 
이와 사쿠라 꽃공원 維和桜 · 花公園(5.5㎞)  ▶ 
다카야마 高山(6.4㎞)  ▶ 호카부라자연해안 
外浦自然海岸(9.1㎞)  ▶ 해안코스  ▶  산길(9.7㎞)  ▶ 
시모야마下山  ▶ 시모야마 마을 下山地区   ▶  
센조쿠 천만궁 千束天満宮(12.3㎞)

RESTAURANT & CAFE HOTEL & RYOKAN PLUS UP

※ 코스 내에 식당이 없다. 	
먹거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산파루 레스토랑 
上天草物産館さんぱーる· 
レストラン
주소  카미아마쿠사시 오야노쵸 나카 
11582-24
熊本県上天草市大矢野町中 11582-24
전화  0964-58-5600

아이노미사키 료칸 旅亭藍の岬
RYOTEI AINOMISAKI
주소  구마모토현 카미아마쿠사시 오야
노쵸 나카노우시지마 5700-1 
熊本県上天草市大矢野町
中字野牛島 5700-1
전화  0964-59-0010
www.ainomisaki.co.jp

스파 타라소 아마쿠사
スパ · タラソ天草
주소  구마모토현 카미아마쿠사시 
오오야노쵸 카미 732-14
熊本県上天草市大矢野町上732番地14
전화  0964-56-1126

아마쿠사 시로 메모리얼 홀
天草四郎メモリアルホール
주소  구마모토현 카미아마쿠사시 	
오오야노쵸 나카 977-1
熊本県上天草市大矢野町中 977-1
전화  0964-56-5311

아마쿠사 ・ 이와지마 코스

화장실
식당

편의점

지도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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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11.1㎞   시간 약 4~5시간 소요   난이도 중

문의	 아마쿠사시로 관광협회 ☎ 0964-56-5602
택시	 마츠시마 택시 松島タクシー ☎ 0969-56-1160
	 아무라 택시 あむらタクシー ☎ 0969-56-0252

마음을 흩뿌리고 거두지 못한 채 돌아선 것처럼 자꾸 돌아보게 만드는 섬들 아마쿠사. 이제 5개의 다리들로 연결되어 큰 
섬들은 더 이상 섬이 아니지만, 호수처럼 고요히 머물러 있는 바다 위에 봉긋봉긋 키 재기 하는 작은 섬들은 여전히 오롯
이 섬으로 거기에 있다. 지역 주민들한테 사랑 받아온 치쥬관음보살(知十観音様)을 시작으로 강과 바다가 교차하는 곳에
서 코스는 시작된다. 먹거리가 풍부했음을 짐작케 하는 넓은 논 사이로 점점 산이 눈앞에 가까워 진다. 호흡을 한번 정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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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 마츠시마 중 한 곳으로 꼽힌다. 360도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은 거대한 바위가 아름다운 센겐노모리다케(千元森
嶽)는 아마쿠사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났을 때 지휘자였던 16세 소년 ‘아마쿠사 시로 天草四郞 1621~1638’가 축연을 열고 
술잔을 돌렸다고 전해지는 센간잔(千巌山)으로 이어진다. 어른들의 놀이터 같은 나무놀이터를 지나 거대한 돌덩이 사이
를 가까스로 통과하면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깊은 숲길을 걷다 보면 길은 작은 어촌 마을로 이어지고 종점의 족탕에 다다른
다. 풍광과 역사를 함께 간직한 코스다.

구마모토현熊本県 : 마츠시마松島 가는법
●  후쿠오카 공항, 하카타항 福岡空港, 博多港 15분 ▶ ＜하카타역에서 신칸센＞ 35~50분 

▶  구마모토역 熊本駅  ▶ ＜쾌속 아마쿠사호 快速あまくさ号＞ 1시간 40분 ▶ 치쥬 버스 정류장 하차 知十バス停下車 
●  아소 구마모토 공항 阿蘇くまもと空港  ▶ ＜공항 리무진＞ 50분 ▶ 구마모토시 교통센터 熊本市交通センター ▶ 
＜쾌속 아마쿠사호 快速あまくさ号＞ 1시간 40분 ▶ 치쥬 버스 정류장 하차 知十バス停下車
●   JR구마모토역 熊本駅  ▶ ＜JR 아마쿠사미스미선 あまくさ三角線＞ 40~60분  ▶  JR미스미역 三角駅 ▶  
＜노선버스＞ 45분 ▶ 산파루 경유 치쥬 버스정류장 さんぱーる経由知十バス停

아마쿠사 ・마츠시마 코스

섬에 있는 넓은 논 島の広い田んぼ 센간잔 千巌山 용의 족탕 龍の足湯

광대한 전원広大な田園

  
치쥬관음상知十観音 ▶ 치쥬 해안 知十海岸(1.7㎞) 
▶ 산길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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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탕 龍の足湯(11.1㎞)

RESTAURANT & CAFE HOTEL & RYOKAN PLUS UP

맞쨩 松ちゃん
주소  카미아마쿠사시 마츠시마쵸 아이츠 
7913-14 上天草市松島町合津 7913-14
전화  0969-56-2039
메뉴  짬뽕 700엔

마츠시마관광호텔 미사키테이 레스토랑 
松島観光ホテル 岬亭 レストラン
주소  카미아마쿠사시 마츠시마쵸 아이츠 
4710-2 上天草市松島町合津 4710-2 
전화  0969-56-1188
메뉴  해산물 6종 덮밥 1470엔

카이센야 후쿠신 海鮮家福伸 
주소  카미아마쿠사시 마츠시마쵸 아이츠 
6003-1 上天草市松島町合津 6003-1
전화  0969-56-0172	
메뉴  보리새우 덮밥 1300엔

마츠시마 관광호텔 미사키테이
松島観光ホテル 岬亭
주소  카미아마쿠사시 마츠시마쵸 아이츠
4710 上天草市松島町合津  4710 
전화   0969-56-1188 
요금  1박 조식 6,300엔, 1박2식 10,500엔 
영어가능 / 온천있음 / 
산파루さんぱーる까지 송영서비스 
www.misakitei.co.jp

호텔 쇼센카쿠 로만칸
ホテル松泉閣ろまん館
주소  카미아마쿠사시 마츠시마쵸 아이츠 
6215-21 上天草市松島町合津 6215-21
요금  1박 조식 6,300엔, 1박2식 10,500엔 
영어가능 / 온천있음 / 마에시마 버스정류
장(前島バス停)까지 송영 서비스 
www.romankan-s.com

아이노 아마쿠사 무라 
藍のあまくさ村
주소  카미아마쿠사시 오오야노마치 노보
리다테 911 
전화  0964-56-5151
시간  9:00~18:00
가는방법  구마모토 방면 버스이용 오오야

노마치쵸샤마에 하차 도보 10분
www.amakusamura.jp

A 열차로 가자 A列車で行こう
구마모토와 아마쿠사(미스미)를 연결하는 
특급열차, 다양한 장식으로 열차 내부가 
꾸며져 있다. 주말 및 휴일에만 운행을 하
며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JR 북큐슈 
패스를 이용 탑승 가능하다.
요금  1,840엔(구마모토~미스미)
가는방법  구마모토역 혹은 미스미역에서 

탑승 주말 및 휴일 운행

스탬프 위치
아마쿠사시로 관광안내소
(산파루 버스 정류장)

화장실
식당

편의점

지도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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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석 류노아시유 족탕광대한 전원



 거리 11㎞   시간 약 4~5시간 소요   난이도 중

문의	 레이호쿠초 상공관광과 ☎ 0969-35-1111
택시	 레이호쿠 택시 苓北タクシー ☎ 0969-35-0075

아마쿠사 ・ 레이호쿠 코스

200m

100m

150m

50m

1.0㎞ 1.6㎞ 1.35㎞ 1.45㎞ 2.1㎞ 1.1㎞ 2.4㎞
20~30분 45~50분 30~40분 30~40분 30~40분 25~30분 50~60분

토미오카 항 토미오카 성 곤겐잔유보도 도미오카해역공원 
주차장

오카노야 료칸 시라키오
해안

국도389 온천센터

구마모토현熊本県 : 아마쿠사天草 · 레이호쿠苓北 가는법
●  후쿠오카공항 福岡空港   ▶  ＜국내선 아마쿠사에어라인 天草エアラン＞ ▶ 아마쿠사공항 天草空港   ▶  

＜렌터카＞   ▶  토미오카항 富岡港　
●  구마모토교통센터 熊本交通センター   ▶  ＜산코버스 쾌속 아마쿠사호 産交バス快速天草号＞ ▶  
혼도버스센터 本渡バスセンター   ▶  ＜산코버스 토미오카항행 産交バス富岡港行＞ ▶  토미오카항 富岡港　
●  나가사키시 모기항 長崎市 茂木港   ▶  ＜고속선 KIZUNA2＞ ▶  토미오카항 富岡港　

레이호쿠(苓北)는 구마모토현의 남서부에 자리잡고 있는 아마쿠사제도(天草諸島) 가운데 가장 큰 섬인 아마쿠사시모섬
(天草下島)의 북서부에 위치하는 마을이다. 레이호쿠는 에도시대부터 도자기의 원료였던 아마쿠사 도석의 산지로 알려
져 있다. 아마쿠사 도석(陶石)은 질과 양적인 면에서 일본 최고를 자랑하며 오늘날에도 도자기 원료로서 토미오카항富岡
港에서 대량으로 출하된다. 
길 또한 아마쿠사 도석이 여기저기 쌓여있는 토미오카항에서 시작한다. 토미오카성으로 이어지는 옛 길을 차분하게 걷
다보면 자그마한 이나리 신사의 빨간 도리이鳥居가 사람들을 반긴다. 이후 토미오카성에 도착 한가한 마을 전경을 감상
한 다음 토미오카 성벽을 따라 내려오면 이제 곤겐산의 산책로가 시작된다. 산책로를 따라 심어진 나무 사이사이로 시원
한 바람이 불어오고 걷는 내내 파도소리가 들리는 것이 제주올레 6코스의 ‘바다숲길’을 연상케한다. 이후 토미오카 해역
공원 전망대에 도착하며 이는 1960년에 생긴 일본최초의 국가지정 해중공원으로 기암절벽이 늘어선 아마쿠사 바다의 
남성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전망대를 내려와토미오카 해수욕장의 자갈길을 걸어 나오면 마을길로 접어든다. 아기자기
한 마을 사이로 인상 좋은 주인 부부가 140년 째 대를 이어 운영하는 작은 화과자 가게를 만나게 되며, 이곳에서는 한국에
서 접하기 어려운 일본 전통 과자들을 제조, 판매한다. 길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여성 작가인 하야시후미코(林芙美子)의 
문학비가 있는 오카노야료칸(岡野屋旅館)과 아마쿠사 시마바라난(島原 · 浅草一揆)의 희생자들이 묻혀져 있는 크리스
챤 공양비를 돌아본 뒤 피로를 풀 수 있는 온천센터를 종점으로 끝난다.

토미오카 마을길 富岡の街並み 토미오카성 富岡城   해역공원~시로이와사키~해수욕장 
海域公園~白岩崎~海水浴場 

시키성터 志岐城跡   

스탬프 위치
토미오카항 여객 대합소 내 
(06:30-19:00 연중무휴)

 
토미오카 항 富岡港  ▶ 토미오카 성 富岡城(1.0㎞) 
▶ 곤겐잔 유보도 権現山遊歩道(2.6㎞)  ▶ 
토미오카 해수욕장 富岡海水浴場(4.5㎞)  
▶ 오카노야 료칸 岡野屋旅館(5.3㎞)  ▶ 
토미오카 신사 富岡神社(6.0㎞)  ▶ 구로세 화과자 
가게 黒瀬製菓舗(6.4㎞)  ▶ 크리스찬 공양비 
吉利支丹供養碑(6.8㎞)  ▶ 시라키오 해안 
白木尾海岸(7.2㎞)  ▶ 시키 성터 志岐城跡(10.5㎞) 	
▶ 온천 센터 温泉センター(11.0㎞)

RESTAURANT & CAFE

아마쿠사나타 天草洋
주소  苓北町富岡 3564-2 
전화  0969-35-0007
메뉴  사시미정식 1620엔

짬뽕 메이게쓰 ちゃんぽん明月
주소  苓北町富岡 2650-1 
전화  0969-35-0210
메뉴  짬뽕 600엔

산미카도 サンミカド
주소  苓北町志岐 162-1
전화  0969-35-1154
메뉴  햄버그 정식 1000엔

이치리키 一力
주소  苓北町志岐 128-1
전화  0969-35-1425	
메뉴  불고기정식 1300엔

메시야 고고로이키 飯屋心粋 
주소  苓北町上津深江 4535-1
전화  0969-37-1011
메뉴  해산물 덮밥 1000엔

아지센 라멘 레이호쿠점 
味千ラーメン苓北店 
주소  苓北町坂瀬川 2776-1
전화  0969-37-1043 
메뉴  아지센 라멘 600엔

HOTEL & RYOKAN

민숙 다이료마루 民宿大漁丸
주소  苓北町富岡 2700-1 
전화  0969-35-1525
요금  1박조식 4,860엔~, 1박2식 8,100엔~
송영 가능 /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가능
www.amakusa-tairyoumaru.com

아마쿠사 온천 호텔 시키자키칸
あまくさ温泉ホテル四季咲館
주소  苓北町富岡 2403 
전화  0969-35-3533
요금  1박조식 6,150엔 / 1박2식 11,650엔
5명이상 송영 가능
www.hotel-shikisakikan.jp

료칸 카이슈 旅館海舟
주소  苓北町富岡 2034-5 
전화  0969-35-0751
요금  1박2식 7,000엔~ 
토미오카항 송영 가능
www.t-island.jp/p/spot/detail/2162

PLUS UP

카키 타이쇼 柿″大将  
구로세제과점(黒瀬製菓舗)에서 만든 
화과자. 곶감속에 노란 팥소가 들어있어,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

우치다사라야마 도자기 内田皿山焼  
아마쿠사 도석을 사용하여 만든 도자기. 
그 밖에도 낙지를 잡는 항아리도 생산한다.

화장실
식당

편의점

지도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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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12㎞   시간 약 4~5시간 소요   난이도 중

문의	 분고오노사토노타비공사 아사지역 관광안내소
	 ☎ 0974-72-0510
 	 NPO법인 다케타시 관광투어리즘협회
	 ☎ 0974-63-0585　

택시 	 국제관광교통 国際観光交通 ☎ 0974-63-3131
	 다케타 합동 택시 竹田合同タクシー ☎ 0974-63-4141
	 중앙 택시 中央タクシー ☎ 0974-63-3939
	 히사카 택시 아시지 영업소 日坂タクシー朝地営業所
	  ☎ 0974-72-1213

1.8㎞ 2.2㎞ 1.7㎞ 1.2㎞ 1.5㎞ 1.4㎞ 2.2㎞

30~40분 40~50분 30~40분 30~40분 30~40분 30~40분 50~60분

400m

300m

200m

100m

JR아사지역 유자쿠공원 후코지 묘센지 절 밑 
갈림길

소가와 
주상절리

혼마루 
(타키 렌타로 동상)

오카성주차장
(요금소)

다케다온천 
하나미즈키

오이타현의 분고오노시(豊後大野市) 기차역 JR아사지역(朝地駅)에서 다케타시(竹田市)의 성하마을까지 걷는 코스. 시
작점인 작고 소박한 무인역 JR아사지역(朝地駅)에는 앙증맞 은 노란색의 2칸짜리 기차가 다닌다. 일본의 전형적인 산촌
과 농촌마을을 지나고 역사적 인 고성을 지나는 길이다. 코스는 벚꽃과 단풍이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고요하고 아름다 운 
유자쿠 공원(用作公園)과 규슈 최대의 마애석불이 있는 후코지(普光寺) 절을 지나 주 상절리가 아름다운 청류를 건너고 
오카 산성터(岡城跡)에 닿는다. 오카 산성터는 난공불 락의 요새였지만 지금은 돌담만 남은 성벽에 돌이끼가 가득해 그
간의 세월을 이야기 해 준다. 먼 풍경으로 보이는 구쥬연산(久住連山)과 소보산(祖母山), 아소산(阿蘇山)은 거대 한 산맥
의 장대함을 보여주는 절경. 산성을 내려오면 작은 교토라 불리는 성아래의 오래 된 작은 마을이 기다리고 있다. 종점인 
분고다케타역(豊後竹田駅)에는 가까이 온천 시설이있어 트레킹 후의 피로를 풀수 있다.

오이타현大分県 : 오쿠분고奥豊後コース 가는법
● 후쿠오카 공항,하카타항 福岡空港、博多港 5~10분  ▶ JR하카타역 JR博多駅  ▶ ＜특급 소닉 特急ソニッ

ク＞ 2시간10분  ▶ JR오이타역 JR大分駅  ▶ ＜호히혼센 보통열차 豊肥本線普通列車乗車＞ 1시간 10분  ▶  JR아사지역 JR朝地駅
● 후쿠오카 공항, 하카타항 福岡空港、博多港 5~10분  ▶ R하카타역 JR博多駅   ▶ ＜신칸센 新幹線＞ 35~50분  ▶ 
JR구마모토역 JR熊本駅  ▶ ＜규슈횡단특급 九州横断特急＞ 1시간 20분  ▶  JR분고다케타역 JR豊後竹田駅
● 오이타공항 大分空港  ▶ ＜공항리무진버스 空港リムジンバス＞ 1시간 5분  ▶  JR오이타역 JR大分駅  ▶ 
＜호히혼센 보통열차 豊肥本線普通列車乗車＞ 1시간 10분  ▶  JR아사지역 JR朝地駅

후코지 普光寺 성하마을 거리 城下町竹田の町並み

오카산성터 岡城阯유자쿠공원 用作公園소가와 주상절리 十川の柱状節理

스탬프 위치	
아사지역 내 관광안내소

  
JR아사지역 JR朝地駅  ▶ 유자쿠공원 用作公園(1.8㎞)  ▶ 
후코지 普光寺(4.0㎞)  ▶ 묘센지 절 밑 갈림길 明専寺の下分かれ道(5.7㎞) ▶ 
소가와 주상절리 十川の柱状節理(6.9㎞)  ▶ 오카 산성터 후문 
岡城下原門(8.1㎞) ▶ 혼마루(타키 렌타로 동상)本丸(瀧廉太郎銅像)
(8.6㎞)  ▶ 치카도구치近戸口(9.1㎞)  ▶ 오카성주차장(요금소)岡城駐車場(料金所)
(10.6㎞)(1타키 렌타로 기념관瀧廉太郎記念館 (11.1㎞)  ▶ 
16개의 나한상 十六羅漢(11.3㎞)  ▶  JR분고다케타역 JR豊後竹田駅(11.8㎞)  ▶ 
다케타온천 하나미즈키 竹田温泉 花水月

RESTAURANT & CAFE HOTEL & RYOKAN PLUS UP

사보오캬쿠야 茶房 御客屋
주소  다케타시 다케타마치 테라마치 
486-1大分県竹田市竹田町寺町 486-1
전화  0974-63-0897

토모슈 友修
주소  다케타시 다케타마치 284 	
大分県竹田市大字竹田町284
전화  0974-63-2254

KRONE CAFE
주소  오이타현 다케다시 다케다마치 458-2 	
大分県竹田市竹田町458番地 2 
전화  0974-64-0256 
시간   10:00~19:30(목요일 휴무)

농가민박체험 農家民泊
주소  분고오노시 농가민박 연구회 
0974-34-2921(일본어)
전화  다케타시 관광 투어리즘 협회
0974-63-0585(일본어)
요금  1박 조식 4,500엔~

잇치쿠 一竹
주소  다케타시 아이아이 2266-4 
大分県竹田市会々2266-4
전화  0974-63-2138

료칸 치쿠덴사료 竹田茶寮
주소  다케타시 다케타 2420
大分県竹田市大字竹田 2420
전화  0974-63-3261

아소산 阿蘇山
가는방법  JR 열차, 버스를 이용 아소역 하차, 

아소역에서 버스를 이용 아소산에 등반, 	
아소산 분화구 까지는 케이블카를 이용 	
(1시간~2시간)

아사쿠라후미오 기념관 
朝倉文夫記念館
주소  오이타현 분고오노시 아사지마치 	
이케다 1587-11 大分県豊後大野市朝
地町池田 1587-11 
전화  0974-72-1300

라무네온천 ラムネ温泉館
주소  오이타현 다케타시 나오이리쵸 오아
자 나가유 7676-2 
大分県竹田市直入町大字長湯 7676-2 
전화  0974-75-2620

오쿠분고 코스

화장실
식당

편의점

지도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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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11.1㎞   시간 약 3~4시간 소요   난이도 중 · 하

고코노에 ・야마나미 코스

문의	 고코노에마치 상공관광·자연환경과 ☎ 0973-76-3150　
	 고코노에마치 관광협회 ☎ 0973-73-5505
택시	 하도 택시 はとタクシー ☎ 0973-79-2510
	 미야마타 택시 みやまタクシー ☎ 0973-76-2121

고코노에는 오이타현 중서부에 위치한 정(町, 한국의 ‘군’에 해당)으로 이 코스의 대부분이 아소구주국립공원(阿蘇くじ
ゅう国立公園)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발 900미터 고산 분지 지역을 따라 걷는 이 길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다리로는 길
이와 높이 모두 일본에서 제일인 ‘고코노에 꿈의 대현수교’ (九重“夢”大吊橋)에서 시작한다. 시작점을 떠나 몇 걸음 옮기
다 보면 ‘우케노구치 온천’ (筌の口温泉)마을로 접어든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가 머물며 
집필활동을 펼친 곳이다. 조용한 물소리가 흐르는 계곡을 따라 소박하게 펼쳐진 숲길을 걸으면 바쁜 도시생활에 묻혀버
린 문학적 감성도 되살아 날 것만 같다. 숲길을 빠져나오면 이제부터 장대한 한다고원(飯田高原)의 경치를 감상하는 시
간이다. 연인을 위한 드라이브길로 유명한 야마나미 하이웨이를 따라 가다보면 평화로운 숲길이 나오고 길의 끝인 쵸자
바루·다데와라습원(長者原·タデ原湿原)주변에 다다른다. 

오이타현大分県 : 고코노에九重 · 야마나미やまなみコース 가는법
●  후쿠오카 공항, 하카타항 5~10분 ▶ JR 하카타역  ▶ ＜특급 유후 特急ゆふ＞ 2시간  

▶  JR 분고나카무라역 豊後中村駅  ▶ ＜히타버스 日田バス＞ 22분 ▶ 고코노에 꿈의 현수교 九重“夢”大吊橋
● 후쿠오카 공항·하카타항 10~25분  ▶  텐진 버스센터  ▶ ＜고속버스＞ 2시간  ▶  고코노에 IC 九重IC  
▶  ＜히타버스 日田バス＞30분  ▶ 고코노에 꿈의 현수교 九重“夢”大吊橋
● 오이타공항  ▶  ＜공항버스＞ 55분  ▶ 유후인역 앞 버스센터 由布院駅前バスセンター ▶ ＜가메노이 버스 亀の井バス＞53분 
▶ 구쥬 등산로 입구 くじゅう登山口 쵸자바루(長者原) ※ 토,일,공휴일만 운행
● 오이타공항  ▶  ＜공항버스＞ ▶ 유후인 옆 앞 버스센터 由布院駅前バスセンター ▶  ＜규슈 횡단 버스 九州横断バス＞ 52분 
▶ 구쥬 등산로 입구 くじゅう登山口 쵸자바루(長者原) 

야마나미하이웨이 
やまなみハイウェイ

구쥬“꿈”의 현수교(옵션) 
九重“夢”大吊橋（オプション）

쵸자바루·다데와라습원
長者原·タデ原湿原

우케노구치 온천 筌の口温泉

0.9㎞ 2.0㎞ 2.1㎞ 3.0㎞ 1.3㎞ 1.8㎞

 10~15분  40~50분  40~50분  30~40분  30~40분  30~40분

500m
400m
300m
200m
100m

고코노에 “꿈”의 
대현수교 

우케노구치온천 밀크랜드팜 구쥬에이도스테이션 야마나미하이웨이 쵸자바루,
다데와라습원

시라미즈
가와폭포

RESTAURANT & CAFE HOTEL & RYOKAN PLUS UP

텐쿠칸 天空館
주소   玖珠郡九重町大字田野 1208 
전화  0973-79-3305 
메뉴  모모가 햄버거 モモガー 550엔
중국어, 한국어, 영어가능
고코노에 꿈의 현수교 주차장내

야마모미지 山もみじ 
주소  玖珠郡九重町大字田野 1208 
전화  0973-79-2336 메뉴  닭튀김 정식 と
り天定食 1050엔 / 영어가능

구쥬 야마나미 목장 
九重やまなみ牧場 
주소   玖珠郡九重町大字田野 1681-14 
전화  0973-73-0080 메뉴  분고규 쇠고기 
덮밥 上やまなみ丼 1,280엔

홋케인온센벳칸 하나산스이
法華院温泉別館花山酔
주소  玖珠郡九重町大字田野 260-1 
전화  0973-79-2230
요금  1박2식 10000엔~ / 영어가능
http://hokkein-hana.jp

칸노지고쿠 료칸 寒の地獄旅館 
주소  玖珠郡九重町大字田野 257 
전화  0973-79-2124  요금  1박2식12000엔~
www.kannojigoku.jp

구쥬 홋쇼 호텔 九重星生ホテル
주소  玖珠郡九重町大字田野230
전화  0973-79-3111 
요금  1박2식 11175엔~
www.hosshouhoTEL. co.jp

고코노에 ‘꿈’의 버거
九重“夢”バーガー
오이타현의 소고기와 고코노에 지역 돼지
고기 등 로컬 푸드로 만든 햄버거. 주문 	
받은 후에 만들기 때문에 신선하고 따뜻한 
버거를 맛 볼 수 있다.

오이타 보리 소주 大分麦焼酎
고코노에마치 유일의 주조장 ‘사카구라 
야츠시카 주조(酒蔵八鹿酒造)’에서 	
만드는 보리 소주. 

고코노에 ‘꿈’의 돼지고기 덮밥
九重“夢”ポーク丼
고코노에마치에서 자란 돼지고기를 사용
한 덮밥.

스탬프 위치
구쥬 한다고원  관광안내소

  
고코노에 “꿈”의 대현수교 九重“夢”大吊橋 
▶ 우케노구치온천 筌の口温泉(1.0㎞) 	
▶ 밀크랜드팜 ミルクランドファーム(2.9㎞) 	
▶ 오토나시강 音無川(3.0㎞) 
▶ 구쥬에이도스테이션くじゅうエイドステーション(5.0㎞) 	
▶ 야마나미하이웨이やまなみハイウェイ(8.0㎞) 	
▶ 시라미즈가와 폭포 白水川の滝(9.3㎞) 	
▶ 쵸자바루 · 다데와라습원 長者原·タデ原湿原(11.1㎞)

화장실
식당

편의점

지도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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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키 ・ 오뉴지마 코스

 거리 10.5㎞   시간 3~4시간  난이도 A코스 중 · 상 / B코스 중

사이키만에 떠 있는 호리병 모양의 작은 섬, 인구 700명 정도의 작지만 아름다운 섬을 한 바퀴 걸으며 섬 사람들의 정을 
만끽하는 코스다. 오뉴지마는 사이키항에서 700m 떨어진 곳으로 10분정도 배를 타면 도착한다. 배에서 내리면 사이키 
시와 자매도시인 호주 글래드스톤의 우정을 기념하며 조성한 캥거루 광장이 보인다. 출발점인 오뉴지마 쇼쿠사이칸(食
彩館)에서 시작해 깨끗한 바닷길을 따라 걷다 보면 향기 가득한 귤 밭을 지나고, 바다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만, 
후나카쿠시가 나온다. 만에 있는 제방 ‘바다의 작은 길’위에 서면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맑은 날에는 거울 
처럼 하늘을 비추는 빛나는 바다를 만나게 된다. 후나카쿠시를 지나면 언덕을 따라 올라간다. 옛날 오뉴지마 아이들이 통 
학로로 이용하던 산길을 올레길로 살려낸 구간을 따라 오르다 숨이 차오를 때쯤 마주하는 덴코산. 이곳을 지나는 능선 위 
하늘전망대는 언덕길을 올랐던 땀을 보상이라도 해 주듯 탁 트인 바다를 보여준다.

문의	 사이키시 관광과 ☎ 0972-22-3942, 사이키시 관광안내소 ☎ 0972-23-3400
택시	 사이키 시티 택시(주) ☎ 0972-22-3434, 다이이치 교통(주) 사이키 영업소 ☎ 0972-22-2525
	 사이키 택시(주) ☎ 0972-22-3131　

오이타현大分県 : 사이키佐伯 · 오뉴지마大入島 가는법
●  후쿠오카공항福岡空港 ▶ ＜지하철＞ ▶ JR하카타역 JR博多駅 ▶ ＜가고시마혼센鹿児島本線> ▶  

JR고쿠라역 JR小倉駅 ▶ ＜닛포혼센日豊本線＞ ▶ JR사이키역 JR佐伯駅 ▶ ＜도보＞ ▶ 사이키항佐伯港 ▶  
＜오뉴지마관광페리大入島観光フェリー‧마린버스죠에이마루マリンバス常栄丸＞ ▶ 호리키리堀切(쇼쿠사이칸食菜館)
●  오이타공항大分空港 ▶ ＜리무진버스＞▶ JR사이키역 JR佐伯駅 ▶ ＜도보＞ ▶ 사이키항佐伯港 ▶  
＜오뉴지마관광페리・마린버스죠에이마루＞ ▶ 호리키리(쇼쿠사이칸)
●  동규슈자동차도東九州自動車道 ▶ 다자이후IC大宰府IC ▶ 사이키IC佐伯IC

오뉴지마 쇼쿠사이칸 食彩館 후나카쿠시 舟隠

이시마항 石間港도오미산 전망소 遠見山展望所시라하마 해안 白浜海岸가모샤 신사 賀茂社

RESTAURANT & CAFE HOTEL & RYOKAN PLUS UP

오뉴지마 쇼쿠사이칸 食彩館
주소  사이키시 구보우라 1059-11
佐伯市久保浦1059-11 
전화  0972-23-2535 
메뉴  오늘의 정식

생선요리 〇海 MARUKAI
주소  사이키시 가즈라항 3-21 
佐伯市葛港3-21 
전화  0972-23-8001
메뉴  해물덮밥

레스토랑 페리
レストランフェリー
주소  사이키시 가즈라항 1-1 佐伯市葛港
1-1 宿毛フェリー佐伯乗り場内 
스쿠모 페리 승선장 내 
전화  0972-22-7811
메뉴  짬뽕

마린하우스 아마나츠관오뉴지마
マリンハウス海人夏館（大入島）
주소  사이키시 구보우라 1059-1
佐伯市久保浦1059-1 
전화  0972-23-1584　
요금  가족동 １박２식 제공：어른 5,000
엔,  초·중학생 4,000엔, 유아 3,000엔
오베야(大部屋) １박 ２식 제공：	
어른 4,500엔, 초・중학생 3,500엔, 유아 
3,000엔 ※３세 이하 숙박료 무료
※가족동은 ２명 이상, 오베야(大部屋)는 
10명 이상 이용 가능

호텔 루트인 사이키역 앞 점
ホテルルートイン佐伯駅前店
주소  사이키시에키마에 2쵸메 6-40 
佐伯市駅前2丁目6-40 
전화  050-5847-7410
요금  싱글(식사불포함) 6,800엔~

호텔 긴스이엔 ホテル金水苑
주소  사이키시에키마에 2-4-13 
佐伯市駅前2-4-13  전화  0972-22-8181 
요금  싱글(식사불포함)：스탠다드  6,000엔
슈퍼리어 6,300엔, ２식 포함 10,800엔~

가미노이 神の井
일본 개국 신화의 주인공 진무 천황이 동
쪽 정벌에 나섰을 때, 마실 물을 찾아 휴가
도마리의 해안에 다다라, 부러진 활을 땅
에 꽂고 ’물이여 나오라’고 말하니 맑은 물
이 뿜어져 나왔다는 전설이 있는 우물이
다. 지금도 맑은 물이 솟아난다.

돈도 불 축제トンド火まつり
가미노이(神の井)를 보고 기뻐한 주민들
이 진무 천황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불을 
피우며 무사 항해를 기도했던 것에서 유래
된 축제. 높이 십 수 미터의 전망대가 불꽃
을 날리며 격렬하게 타오르는 모습이 장관
이다. 매년 1월에 개최되며, 한 해의 건강
(無病息災)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300m

200m

100m

0m

1.5㎞ 1.5㎞2.0㎞ 2.0㎞ 1.0㎞ 1.0㎞ 1.0㎞0.5㎞

캥거루 광장 이시마항후나카쿠시 가모샤 신사 하늘전망소 시라하마 
해안

캥거루
광장

A・B루트
분기점

도오미산
전망소 

20분 20분 25분 35분10분30분 35분 40분

 오뉴지마 쇼쿠사이칸(食彩館)  
▶ 후나카쿠시(1.5㎞)  ▶ 가모샤신사(2㎞)  ▶ 하늘 전망대(2㎞)
▶ 시라하마 해안(1㎞) ▶ 캥거루 광장(0.5㎞)  ▶ 
※Ａ·Ｂ코스 갈림길(1㎞)   
▶ Ａ코스：도오미산 전망대(1㎞)  ▶ 이시마항(1.5㎞) 
※Ａ·Ｂ코스 갈림길   
▶ Ｂ코스：이시마항(2.5㎞)

스탬프 위치

스탬프 위치
이시마항오뉴지마 
관광페리

화장실
식당

편의점

지도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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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12.3㎞   시간 약 5~6시간 소요   난이도 중 · 상

다카치호 코스 

2.0㎞ 1.5㎞ 0.9㎞ 1.7㎞3.6㎞2.6㎞

30~40분 40~50분 70~80분 15~25분 50~70분 50~60분

500m
400m
300m
200m
100m

다카치호 
안내소

다카치호 협곡, 
신바시(다리)

나카야마 산성터 
캠프장

무코오야마 신사 
참배길 입구

마루오노녹차밭 오토노타니 
현수교 

가마다
세시장

문의	 다카치호쵸 관광협회 마치나카 안내소 ☎ 0982-72-3031
	 다카치호쵸 구청 기획관광과 ☎ 0982-73-1212
	 다카치호쵸 관광협회 ☎ 0982-73-1213
택시	 다케오 택시 武雄タクシー ☎ 0954-23-1111, 온천택시 温泉タクシー ☎ 0954-23-6161

전형적인 일본의 소도시 다카치호의 중심 버스센터 옆 관광안내센터가 시작점이다. 안내센터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가능
하며 지역특산물과 간단한 요기거리도 있다. 곧바로 나타나는 다카치호 신사는 입구에서부터 깊게 드리워진 거대한 나
무들의 그림자 때문에 범상치 않게 느껴진다. 우거진 나무 사이로 오래도록 이어지는 계단으로 따라가면 이르는 다카치
호 협곡. 탄식처럼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협곡은 거대한 주상절리를 누군가 살짝 틈새를 벌려 놓은 것처럼 생겼다. 육각
형 바위들이 세로로 죽죽 늘어선 협곡의 아래엔 녹색빛이 감도는 맑은 물이 좁게 흐르고, 산산이 부서져 쏟아 내리는 폭
포가 점점 다가온다. 쉽게 뒤로 두고 지날 수 없는 마나이노 폭포가 아쉽다면 협곡 아래로 내려가 보트를 빌리면 된다. 협
곡과 폭포아래까지 다가가 동양화의 그림 속 주인공처럼 잠시 노닐어도 좋다. 길은 이제 산길로 접어들어 거대한 산맥의 
실루엣을 멀리 바라보면서 깊은 숲으로 이어진다. 숲의 한 켠에 숨어 있는 무코오야마 신사까지 고요한 명상을 하며 다녀
오면 이제 온 동네가 녹차 밭이다. 녹차 밭집 앞마당을 지나다 여든 넘은 인심 넉넉한 주인할머니를 만나면 깊은 맛을 내
는 마루오노 녹차 한잔을 맛볼 수도 있다. 표고 차 100~200m의 계곡 길을 내리고 다시 오르다 보면 등줄기에 땀이 흐를 
무렵, 다시 도시의 풍광이 드러나고 시작점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종점에 이른다. 종점의 가마다세 시장에선 현지 재료로 
만든 요리들을 먹을 수 있고, 다카치호의 각종 특산물을 판매한다.

미야자키현宮崎県 : 다카치호高千穂 가는법
●  구마모토공항 熊本空港 ▶ ＜특급버스 特急バス＞ 2시간  ▶ 다카치호 버스센터 高千穂バスセンター

●  후쿠오카공항/하카타항 福岡空港/博多港 5~10분 ▶ 하카타 버스터미널 博多バスターミナル ▶ 
＜고속버스(예약제)＞ 3시간 35분 ▶ 다카치호 버스센터 高千穂バスセンター
●  후쿠오카공항/하카타항 福岡空港/博多港 5~10분 ▶ JR하카타역 JR博多駅 ▶ ＜신칸센 新幹線＞ 35~50분 ▶ 
JR구마모토역 JR熊本駅 ▶ ＜특급버스 特急バス＞ 3시간 ▶ 다카치호 버스센터 高千穂バスセンター

다카치호 협곡 高千穂峡 다카치호 신사 高千穂神社 무코우야마 신사 참배길(옵션)
向山神社参道（オプション）

마루오노 녹차밭 丸小野地区の茶園

스탬프 위치
다카치호 마치나카 
관광안내소

  
다카치호 안내소 まちなか案内所 
▶ 다카치호 신사 高千穂神社(0.9㎞) 
▶ 다카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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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카야마 산성터 캠프장 
仲山城跡キャンプ場(3.5㎞) ▶ 
무코오야마 신사 참배길 입구 
向山神社参道入口(6.1㎞) 
(옵션 : 신사까지 왕복1㎞) ▶ 
마루오노녹차밭丸小野地区の茶園
(7.0㎞) ▶ 구 무코야마키타 
초등학교旧 〮 向山北小学校(8.8㎞) ▶ 
오토노타니 현수교 音の谷吊り橋(10.6㎞) ▶ 
가마다세 시장 がまだせ市場(12.3㎞)

RESTAURANT & CAFE HOTEL & RYOKAN PLUS UP

소바도코 텐앙そば処 天庵
주소  니시우스키군 다카치호쵸 미타이
1180-25 西臼杵郡高千穂町三田井
1180-25 
전화  0982-72-3023
메뉴  소바세트 1200엔

다카치호규 레스토랑 나고미  
高千穂牛レストラン和　
주소  니시우스키군 다카치호쵸 미타이 
1099-1 宮崎県西臼杵郡高千穂町三田
井 1099-1 전화  0982-73-1109
메뉴  다카치호 소 스테이크 런치 1800엔~

치호노이에 千穂の家
주소  니시우스키군 다카치호쵸 미타이 
965-2 西臼杵郡高千穂町三田井 965-2 
전화  0982-72-2115
메뉴  치킨남방 정식 1050엔

이마쿠니 료칸 今国旅館　
주소   니시우스키군 다카치호쵸 미타이 
803-4 西臼杵郡高千穂町三田井 803-4
전화  0982-72-2175 
요금  1박2식 105000~21000엔

호텔 다카치호 ホテル高千穂
주소   니시우스키군 다카치호쵸 미타이 
1037-4 西臼杵郡高千穂町三田井1037-4
전화   0982-72-3255	
요금  1박2식 11050~15795엔
www.h-takachiho.com/

료칸 신센 旅館神仙
주소  니시우스키군 다카치호쵸 미타이 
1127-52 西臼杵郡高千穂町三田井
1127-52 전화   0982-72-2257
요금  1박２식 26250~52500엔
www.takachiho-shinsen.co.jp

아마노이와토 신사 天岩戸神社
일본 신화 속의 태양신인 아마테라스를 모
신 신사. 신사 아래의 계곡 산책길이 아름
다우며 산책길의 끝에는 커다란 동굴이 있
다. 동굴 주변에는 수 많은 돌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이 소원
을 빈 흔적이다.
주소  다카치호쵸 이와토 1073-1
전화  0982-74-8239
가는방법  다카치호 버스센터에서 차로 15분

구니미가 오카 国見ケ丘
표고 513m의 언덕으로 다카치호분지와 
다카치호 주변의 산들이 한눈에 보이는 곳
이다. 가을에 주로 발생하는 운해가 유명
하며 이를 담기 위해 곳곳에서 사진가들이 
모여들고 있다.
가는방법  다카치호 버스센터에서 차로 10분

화장실
식당

편의점

지도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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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12.9㎞   시간 약 3~4시간 소요   난이도 하

문의	 이부스키시 관광과 ☎ 0993-22-2111, 사단법인 이부스키시 관광 협회 ☎ 0993-22-3252
택시 	 아로하 교통 アロハ交通 ☎ 0993-22-3271, 다이이치 교통 第一交通 ☎ 0993-22-3191
	 미나미 규슈 아즈마 교통 南九州あづま交通 ☎ 0993-22-1002 
	 이부스키 관광 택시 指宿観光タクシー ☎ 0993-22-2251

일본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JR최남단역 니시오야마(西大山駅)에서 출발한다. 겨울과 이른 봄에 피어나는 노란 유채꽃이 
역 주변에 풍성하다. 최남단 역은 일반 관광객들의 방문도 아 주 많은 곳이다. 코스가 밭길을 사이사이 지나 나가사키바
나(長崎鼻) 곶에 도착하면 하얀 등대가 사람들을 맞는다. 등대에 이르기 직전에는 유명한 옛날 이야기 ‘우라시마타로(용
궁 전설)’의 발상이 된 곳이라는 전설로 유명한 귀여운 신사가 있다. 나가사키바나의 검은색 모 래해변을 따라 걸으면 눈
앞에는 사츠마 후지산(薩摩富士) 이라고도 이야기되는 원추형의 봉우리 모양의 가이몬다케(開聞岳) 산이 점점 가까워진
다. 파도소리를 들으며 바닷가의 소 나무 숲 길을 한동안 걷고나면 가와지리 작은 포구에 이르고, 곧 수 만평의 허브농장
에 도착 한다. 코스의 마지막은 가가미이케(鏡池) 연못을 거쳐 종점인 가이몬역(開聞駅)에 이른다. 가이몬역은 또 다시 어
디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아름답고 고즈넉한역이다. 평평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풍광을 가볍고 쉽게 즐
길 수 있는 바닷가 올레코스다.

가고시마현鹿児島県 : 이부스키 가이몬 指宿開聞コース 가는법
●  가고시마공항 鹿児島空港  ▶ ＜공항리무진버스 空港リムジンバス＞ 1시간 50분  ▶  JR이브스키역  JR指

宿駅  ▶ ＜이브스키마쿠라자키센 보통열차 指宿枕崎線普通列車＞ 17분  ▶  JR니시오야마역, JR西大山駅   
●  하카타항 福岡空港, 博多港 5~10분  ▶ JR하카타역 JR博多駅  ▶ ＜신칸센 新幹線＞ 1시간 20분  ▶ 
JR가고시마츄오역 JR鹿児島中央駅  ▶ ＜이브스키마쿠라자키센 보통열차 指宿枕崎線普通列車＞ 1시간 10분  ▶ 
JR니시오야마역 JR西大山駅

JR니시오야마역 JR西大山駅 가와지리 해안 川尻海岸

가이몬다케 산록 허브원 
開聞山麓香料園

가가미이케 鏡池 송림 숲 松林히라키키신사 枚聞神社
 

스탬프 위치
니시오오야마역 가이몬시장

  
JR니시오야마역 JR西大山駅  ▶ 소나무숲 松林(3.2㎞)  ▶ 
레져센터 카이몬レジャーセンターかいもん(5.1㎞)  ▶ 가와지리 해안 
川尻海岸(5.6㎞)  ▶ 가와지리 어항 川尻漁港(6.1㎞)  ▶ 가이몬 산록 허브원 
開聞山麓香料園(7.4㎞)  ▶ JR히가시가이몬역 JR東開聞駅(9.5㎞)  ▶ 
가가미이케鏡池(11㎞)  ▶ 히라키키 신사枚聞神社(12.6㎞)  ▶  
JR가이몬역 JR開聞駅(12.9㎞)

RESTAURANT & CAFE HOTEL & RYOKAN PLUS UP

카페 로즈마리 開聞山麓香料園 〮
喫茶ローズマリー
주소  이부스키시 가이몬 가와지리 6229 
鹿児島県指宿市開聞川尻 6229
전화  0993-32-3321

아지노요시무라 味のよしむら
주소  이부스키시 야마가와오카쵸가미즈 
1474-4 
鹿児島県指宿市山川岡児ヶ水 1474-4
전화  0993-35-0730

소바노칸 미라쿠루 そばの館 皆楽来
주소  이부스키시가이몬쥬초 2626
鹿児島県指宿市開聞十町 2626
전화  0993-32-5566

이부스키 시사이드 호텔
指宿シーサイドホテル
주소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 쥬쵸 1912
鹿児島県指宿市十町 1912
전화  0993-23-3111
www.ibusuki-seaside.co.jp

이부스키 이와사키 호텔
指宿いわさきホテル
주소  이부스키시 쥬니쵸 3805-1
鹿児島県指宿市十二町 3805-1
전화  0993-22-2131

이부스키 카이죠 호텔 
指宿海上ホテル
주소  이부스키시 쥬니쵸 3750 
鹿児島県指宿市十二町 3750
전화  0993-22-2221

이부스키 천연 모래찜질
砂むし会館砂楽
주소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 유노하마 
5-25-18 鹿児島県指宿市湯の浜五丁目
25番18号 전화  0993-23-3900
시간  8:30~21:00

헬씨랜드 노천온천 타마테바코 
주소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 야마가와 후
쿠모토 3239 鹿児島県指宿市山川福元 

3239 전화  0993-35-3577

시영 도센쿄 소멘나가시  
市営唐船峡そうめん流し
주소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 카이몬 쥬쵸 
5967 鹿児島県指宿市開聞十町 5967 
전화  0993-32-2143
시간  10:00~17:00(무휴)

이부스키 ・ 가이몬 코스

1.2㎞ 1.2㎞ 1.8㎞ 1.6㎞ 0.3㎞2.4㎞ 3.6㎞

20~30분 10~20분 30~50분 60~80분 20~30분 10~20분30~40분

50m
40m
30m
20m
10m

JR니시오야마역 오카쵸가미즈	
경작지대 

소나무숲 이몬 산록 허브원 가가미이케 히라키키 
신사

JR 가이몬역가와지리 
어항

화장실
식당

편의점

지도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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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11㎞   시간 약 4~5시간 소요   난이도 중

기리시마 ・묘켄 코스

문의	 기리시마시 관광과 ☎ 0995-45-5111, 기리시마시 관광협회 ☎ 0995-78-2115
택시	 나카무라 택시 中村タクシー ☎ 0995-43-3333, 아리무라 택시 有村タクシー ☎ 0995-42-1101
	 기리시마 공원 택시 霧島公園タクシー ☎ 0995-78-2454, 묘켄 택시 妙見タクシー ☎ 0995-77-2212
	 택시 국제 タクシー国際 ☎ 0995-78-2521, 스에시게 택시 末重タクシー ☎ 0995-58-2434

1.0㎞ 1.0㎞ 4.0㎞2.0㎞ 3.0㎞

15~25분 15~25분 40~60분 60~80분 80~100분

200m

150m

100m

50m

묘켄온천가 와케유 이누카이
노타키 폭포

와케신사 료마의 산책길(산길) 시오히타시 
온천 료마 공원

일본 근대화의 초석을 다진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1836~1867)가 그의 부인 오료(お龍)와 신혼여행을 왔던 곳으로 유명
한 길이다. 료마 스스로 ‘허니문’이라는 영어단어로 언급했던 두 사람의 여행은 일본 최초의 신혼여행으로 알려져 있다. 
기리시마산은 일본100대 명산중의 하나로 이름이 높고, 운젠 등과 함께 일본에서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기리시마 
산의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다. 시작점의 묘켄 온천은 깊은 골짜기 사이에 자리잡은 유명한 온천지대이다. 아모리
강 위로 놓인 현수교 아래의 계곡 양쪽에는 온천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온천에서 피어 오르는 김들이 강물소리와 섞여 사
라지고 다리를 건넌 뒤 본격적인 트레일이 시작된다. 깊은 숲이 코스의 마지막까지 이어진다. 온전히 트레킹을 위한 길이
다. 초여름이면 등나무 꽃이 뒤덮기도 하고 가을이면 낙엽과 밤송이들이 발 아래에 밟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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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이다. 도착 지점에는 무료 족탕이 있어서 지친 발의 피로를 풀 수 있으며 사카모토 료마의 발자
취를 다시 한번 살펴 볼 수 있는 기념관 등이 있다.

가고시마현鹿児島県 : 기리시마霧島 · 묘켄妙見 가는법
●  가고시마 공항 鹿児島空港  ▶ ＜가고시마 코츠 버스 25분 鹿児島交通バス＞ ▶ 묘켄온천 妙見温泉

●  후쿠오카 공항, 하카타항 福岡空港, 博多港  ▶  JR하카타역 博多駅  ▶ ＜규슈신칸센 九州新幹線＞ 1시간 30분
▶ JR가고시마츄오역 鹿児島中央駅  ▶ ＜닛포혼센 하야토노카제 日豊本線はやとの風＞ 30~40분
▶ JR카레이가와역 嘉例川駅 또는 JR하야토역 隼人駅  ▶ ＜가고시마 코츠 버스＞20~30분  ▶  妙見温泉バス停

이누카이노타키 폭포 犬飼滝 묘켄온천거리 妙見温泉街

와케공원 和気公園 시오히타시 온천 료마공원 塩浸温泉龍馬公園와케신사 和氣神社

스탬프 위치
시오히타 온천 료마공원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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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 龍馬の散歩道(山道) ▶  
시오히타시 온천 료마 공원 塩浸温泉龍馬公園(11㎞)

RESTAURANT & CAFE PLUS UP

타시마 혼칸 오쇼쿠지도코 
田島本館お食事処
주소  기리시마시 마키소노쵸 슈쿠 쿠보타
4236 霧島市牧園町宿窪田4236
전화  0995-77-2205
메뉴  정식 600엔

카코우 嘉好
주소  기리시마시 하야토쵸 카레이가와 
2871 霧島市隼人町嘉例川 2871
전화   0995-43-9071
메뉴  정식 1000엔

묘켄이시하라소 妙見石原荘
주소  기리시마시 하야토쵸 카레이가와 
4376 霧島市隼人町嘉例川 4376
전화  0995-77-211
요금  1박 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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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기리시마시 하야토쵸 미츠기 1409-1 
霧島市隼人町見次 1409-1
전화  0995-43-7111	
요금  1박2식 12,075엔~ 
영어가능 / 온천있음 / 하야토역 송영서비스
www.h-kyocera.co.jp

타지마혼칸 田島本館
주소  기리시마시 마키조노쵸 슈쿠 쿠보타 
4236 霧島市牧園町宿窪田 4236
전화  0995-77-2205	
요금  1박2식6,745엔～, 숙박만 2,895엔~
온천있음 
http://tajima.main.jp/modules/tinyd0

HOTEL & RYOKAN

묘켄다나카회관 妙見田中会館
주소  기리시마시 마키조노쵸 시모나카츠
카와 1 霧島市牧園町下中津川１
전화  0995-77-2311
메뉴  1박 2식 10,500엔~ / 온천있음
www.tanakakaikan.co.jp

기리시마 진구 霧島神宮
기리시마를 대표하는 신사로 540년에 설
립되어 기리시마 대분화 때 불타 없어졌다
가 1715년 재건되었다. 일본 건국신화의 
무대 중 하나이며 700년이 넘는 삼나무 	
사이에 둘러쌓여 있다.
주소  기리시마시 기리시마 타구치2608-5
전화  0995-57-0001
가는방법  묘켄온천에서 버스로 25분, 

기리시마 진구역에서 버스로 10분 
www.kirishimajingu.or.jp

기리시마 신와노사토 공원 
霧島神話の里公園
주소  기리시마시 기리시마 타구치 
2583-22
전화  0995-57-1711
가는방법  묘켄온천에서 버스로 25분, 

기리시마 진구역에서 버스로 15분 
www.shinwanosato.jp

화장실
식당

편의점

지도보는법 

나카츠가와4구 
공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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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13.8㎞   시간 약 4~5시간 소요   난이도 중 · 상

문의	 이즈미시청 산업진흥부 시티세일즈과 ☎ 0996-63-2111
	 이즈미시관광협회 ☎ 0996-79-3030
택시	 아사히교통(주) 이즈미영영소 旭交通(株)出水営業所 ☎ 0996-62-1411
	 이즈미택시 出水タクシー ☎ 0996-62-1515, 이토택시(有)伊藤タクシー ☎ 0996-82-1151

이즈미코스

가고시마현鹿児島県 : 이즈미出水市가는법
●  JR 하카타역 博多駅・JR 가고시마쥬오역 鹿児島中央駅  ▶ ＜규슈신칸센＞ ▶  JR 이즈미역 出水駅  ▶ 

＜이즈미후레아이 버스 出水ふれあいバス＞  ▶ 가미오가와우치 버스정거장 上大川内バス停
●  가고시마공항  ▶ ＜가고시마공항 연락버스＞ ▶ 이즈미 버스센터 出水バスセンター  ▶  
＜이즈미후레아이 버스 出水ふれあいバス＞ ▶  가미오가와우치 버스정거장 上大川内バス停

세계 흑두루미의 90%가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오는 이즈미시의 올레 코스는 
풍요의 신을 모시는 이쓰쿠시마신사(厳島神社)에서 시작한다. 길은 삼나무와 
대나무가 높게 솟은 숲길을 지나 드넓은 논밭으로 이어지며 전형적인 농촌마
을을 만난다. 이즈미는 물이 좋은 동네답게 쌀과 술이 맛 좋기로 유명하다. 이
즈미 코스 초반은 그 맛 좋은 쌀과 술을 빚어 내는 풍광 속으로 이끈다. 논길과 
마을 길이 반복되는 풍광을 따라 걷다 보면 느닷없이 고가와댐호수(高川ダム
湖)가 선물처럼 등장한다. 1970년대에 댐을 건설하며 조성했던 호수 주변 산
책로는 수십년동안 이즈미 사람들에게조차 잊혀졌던 길이다. 올레길로 다시 
살아난 호수 산책로는 잊혀진 곳이었기에 야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며, 세월
과 함께 성장한 벚나무와 은행나무가 호수의 풍광을 완성한다. 호수가 고메노
쓰가와강(米ノ津川)으로 이어지듯, 올레길 또한 강 따라 이어진다. 이즈미 코
스의 종점은 옛 무사 마을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이즈미후모토 무사가옥
군(出水麓武家屋敷群)으로 마을에 있는 여러 가옥 중 다케조에 저택(竹添邸)
과 사이쇼 저택(税所邸)은 이즈미시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저택 내
부 견학과 일본 무사의 갑옷을 입거나 기모노를 입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이쓰쿠시마신사 厳島神社  ▶ 고메노쓰가와강 유역 논 
米ノ津川流域の水田地帯(3.5㎞)  ▶ 고가와댐 호수 高川ダム湖(6㎞)  ▶ 
산길 山岳遊歩道(8.4㎞)  ▶ 고메노쓰가와강 청류 米ノ津川清流(9.2㎞)  ▶ 
고만고쿠 수로터 五万石溝跡(11.6㎞)  ▶ 
이즈미후모토 무사가옥군 出水麓武家屋敷群(13.8㎞)

이즈미후모토 무사가옥군 出水麓武家屋敷群 고만고쿠 수로터 五万石溝跡

이쓰쿠시마 신사 厳島神社고메노쓰가와강 유역 논 米ノ津川流域の水田地帯 고가와댐 호수 高川ダム湖

HOTEL & RYOKAN PLUS UPRESTAURANT & CAFE

그란샤토쓰루마루 
グランシャトー鶴丸
주소  出水市上鯖渕 840-3
전화  0996-63-1122
메뉴  회석요리이즈미 오야코스테이크
(いずみ親子ステーキごはん) 1,240엔 
(세금포함)
www.turumarukaikan.com

아지도코로우오마쓰 味処魚松
주소   出水市昭和町 50-27  
전화  0996-62-0655 
메뉴  회석요리이즈미 오야코스테이크
(いずみ親子ステーキごはん) 
1,240엔 (세금포함), 이즈미 도리타마돈
덮밥(出水とりたま丼) 800엔 
(세금별도)

카레라이스점 고토 
カレーライスの店 刻音(こと)　
주소    出水市昭和町 50-28 
전화  070-5271-4216
메뉴  회석요리이즈미 도리타마돈덮밥	
(出水とりたま丼) 800엔 (세금별도)

호텔 윙인터내셔널이즈미 
ホテルウイングインターナシ
ョナル出水
주소   出水市昭和町 48-5  
전화   0996-63-8111
요금  1박 6,000엔~, 조식별도 
어른 800엔, 초등학생 500엔
가는방법  JR 이즈미역 바로 앞에 위치, 종

점에서 송영가능
www.hotelwing.co.jp/izumi

호텔 킹 ホテルキング
주소   出水市向江町 5-18  
전화  0996-62-1511　
요금  1박 4,930엔~, 조식별도 760엔
호텔 내 천연온천 있음, 종점에서 송영가능
www.hotelking.info

호텔 센고쿠테이 ホテル泉國邸
주소   出水市文化町 351 
전화  0996-63-1590
요금  1박 18,000엔~ / 종점에서 송영가능 
www.hotel-sengokutei.jp

이즈미도리타마돈 出水とりたま丼
전국 2위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이즈미의 
닭고기 · 계란을 사용한 덮밥. 특제 소스에 
재운 후 구워낸 닭고기를 밥 위에 올려 온
천 계란과 소스를 뿌려 제철 푸른 야채와 
파 등을 곁들인 덮밥이다. 

이즈미 오야코스테이크 
いずみ親子ステーキごはん
오야코는 부모(오야)와 자식(코)을 뜻하는 
일본어로, 닭고기와 계란을 의미하기도 한
다. 이즈미의 닭고기와 계란을 주 재료로 
한 메뉴로 닭고기는 양념없이 그대로 구워
서 먹고 계란은 밥에 비벼 먹는다. 치킨샐
러드와 계란국이 포함되어 있다.

산스이마이쌀 山水米
오오가와우치지구大川内地区등 산에서 
재배된 쌀로 윤기와 풍미가 있고 찰기가 많
은 것이 특징이다. 맛의 품질이 늘 안정적
이어서 인기가 많다.

스탬프 위치
공개 무사가옥  
公開武家屋敷

스탬프 위치

고다마 상점이쓰쿠시마 신사 고메노쓰강 유역의 논 지대 산악 산책로 고메노쓰강 청류 오만석 수로 터 이즈미후모토 
역사관

3.5㎞ 2.5㎞ 2.4㎞ 0.8㎞ 2.4㎞ 2.2㎞

50~60분 40~50분 40~50분 30~40분 40~50분 40~50분

100m
150m
200m

50m
0m

화장실
식당

편의점

지도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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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 올레 모델 코스 

추천코스

1day 	 후쿠오카 - 히라도

	 자동차로 약 2시간
2day 	 히라도 - 가라쓰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
3day 	 가라쓰 - 후쿠오카

	 자동차로 약 1시간

사이키, 다카치호 
2박 3일

교통 : 렌터카, 훼리

후쿠오카 공항에서 
렌터카를 이용 자유롭게 규슈올레 
코스 2곳을 둘러본다. 사이키 
코스는 사이키항에서 훼리를 타고 
오뉴지마섬으로 들어가는데 승선장에서 
차로 1분 거리에 규슈올레 전용 
주차장이 있다. 

추천코스

1day 	 후쿠오카 - 사이키

	 자동차로 약3시간
2day 	 사이키 - 다카치호

	 자동차로 약 1시간
3day 	 다카치호 - 후쿠오카

	 자동차로 약4시간

야메, 미야마
2박 3일

교통 : JR, 버스

북큐슈 산큐패스 이용	
(3일권, 약 6,000엔), 후쿠오카의 
규슈올레 2코스를 전부 둘러본다. 

추천코스

1day 	 후쿠오카 - 야메

	 	후쿠오카에서 버스 이용 
약1시간

2day 	 후쿠오카 - 미야마

		 	후쿠오카에서 JR이용 
약1시간, JR세타카역에서 
커뮤니티버스 이용 약10분

3day 	 미야마 - 후쿠오카

	 JR 이용 약1시간

고코노에, 오쿠분고, 
다카치호 3박 4일

교통 : 렌터카

후쿠오카 공항에서 렌터카를 
이용 자유롭게 규슈올레 코스 3곳을 
둘러본다. 날씨나 교통사정에 
따라 코스를 조절하는 것이 좋으며 
고코노에는 규슈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이기 때문에 꼭 들려보는 
것이 좋다. 고코노에와 오쿠분고는 
코스의 시작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차는 숙소에 주차하고 
대중교통이나 숙소의 송영을 받아 
코스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추천코스

1day 	 후쿠오카 - 고코노에

	 자동차로 약 2시간
2day 	 고코노에 - 오쿠분고 

	 자동차로 약 1시간
3day 	 오쿠분고 - 다카치호

	 자동차로 약 1시간
4day 	 다카치호 - 후쿠오카

	 자동차로 약 4시간

가와라, 무나카타, 
신구 3박 4일

교통 : JR, 

훼리,버스

추천코스

1day 	 후쿠오카 - 가와라

	 	후쿠오카에서 JR 이용 
약1시간

2day 	 후쿠오카 - 무나카타

		 	후쿠오카에서 JR 이용 
약30분, JR도고역에서 
버스이용 25분, 고노미나토 
훼리터미널에서 훼리 이용 
25분

3day 	 후쿠오카 - 신구

	 	후쿠오카에서 JR이용 약20분, 
JR훗코다이마에역에서 
커뮤니티버스 이용 약25분

4day 	 후쿠오카 
	

다케오, 우레시노 
2박 3일

교통 : JR, 버스

다케오 - 후쿠오카 간의 
이동은 JR 특급 열차를 이용한다.  	
이 구간의 왕복 요금은 5,000엔 정도로 
다른 지역을 둘려보지 않을 경우 	
JR 북큐슈 패스(약 7,000엔)을 구입 
하지 않아도 좋다. 
● 다케오 - 우레시노 

간의 이동은 JR 노선 버스를 이용한다 
(JR 북큐슈 패스 이용불가, 
JR 레일 패스는 이용가능), 
● 우레시노 - 후쿠오카  

간의 이동은 다케오로 돌아와 열차를 
이용하는 방법과 고속버스로 바로 
후쿠오카에 가는 방법이 있으며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편이 시간과 
요금이 절약된다. 

추천코스

1day 	 후쿠오카 - 다케오 

	 JR 특급 열차로 1시간 10분
2day 	 다케오 - 우레시노 

	 JR 노선 버스로 30분
3day 	 우레시노 - 다케오-  

 후쿠오카

1  JR 노선 버스로 30분 다케오 이동 후 
다케오에서 JR 특급열차로 
1시간 10분 후쿠오카로 이동 
2  고속버스 이용 1시간 40분 

우레시노에서 후쿠오카로 바로 이동 

가라쓰, 히라도 
2박 3일

교통 : 렌터카

후쿠오카 공항에서 렌터카를 
이용 자유롭게 규슈올레 코스 2곳을 
둘러본다. 날씨나 교통사정에 따라 
코스를 조절하는 것이 좋으며 사가현의 
관광명소, 사세보 등 주변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면 더욱 좋다. 

가고시마 올레 3코스 
(기리시마, 이부스키, 
이즈미) 3박 4일

교통 : JR, 버스, 신칸센	
JR 전큐슈 패스 	

(약 14,000엔)을 이용 신칸센, 	
JR 특급열차(이부타마, 하야토노 
카제)등 다양한 열차를 이용하며 
올레코스를 둘러볼 수 있다. 
산큐패스(약 10,000)	
엔도 이용 가능하나 조금더 시간이 
걸린다. 이부스키나 기리시마 	
코스 중 하나를 고르면 2박3일 	
코스로도 둘러볼 수 있다.

추천코스

1day 	 가고시마 - 기리시마

	 		가고시마공항에서 버스 이용 
약30분

2day 	 	기리시마 - 가고시마 - 

이부스키

	 		JR 특급열차 이용 약1시간 20
분 가고시마시로 이동, 가고시
마에서 JR 특급열차 이용 약 1
시간 40분

3day 	 이부스키 - 가고시마 - 이즈미

	 	이부스키에서 JR 특급열차 
이용 약 1시간 50분, 
가고시마에서 신칸센 이용 
약30분

4day 	 이즈미 - 후쿠오카 

  이즈미에서 신칸센 이용 
약1시간 20분 후쿠오카 도착

아마쿠사 올레 
3코스 (이와지마, 
마츠시마, 레이호쿠) 
3박 4일

교통 : 버스 	
북큐슈 산큐패스 이용 	

(3일권, 약 6,000엔), 아마쿠사의 
규슈올레 3코스를 전부 둘러본다. 
돌아오는 날에는 JR과 신칸센을 이용 
빠르게 후쿠오카로 돌아온다.

추천코스

1day 	 후쿠오카 - 구마모토

	 		고속버스로 약 2시간, 
구마모토 교통센터에서 
아마쿠사행 버스로 환승

	 구마모토 - 아마쿠사

	 	고속버스로 약 2시간 30분, 
아마쿠사, 레이호쿠 도착

2day 	 레이호쿠 - 마츠시마

	 	레이호쿠 코스를 체험하고 
마츠시마로 이동, 고속버스 
이용 약 1시간

3day 	 마츠시마 - 이와지마 

	 	마츠시마와 이와지마는 
자동차로 30분 정도 거리이다, 
마츠시마 코스, 이와지마 
코스중 편한 곳을 먼저 
둘러본다.

4day 	 아마쿠사 - 구마모토 - 

 후쿠오카

	 	구치노츠 항 출발 시마테츠 
버스 이용 약 50분 
JR이사하야역 도착 JR특급 
열차로 환승 약 1시간30분 
하카타역 도착이동한다. 	
(약 40분)

구루메, 미나미 
시마바라 
3박 4일

교통 : JR, 훼리, 

버스

열차, 훼리, 버스를 이용 규슈의 산, 바다, 
들판을 지나며 자연을 만끽하는 코스, 
규슈올레 길 이외에도 구루메, 시마바라 
등 규슈의 관광명소를 둘러본다.

추천코스

1day 	 후쿠오카 - 구루메

	 	JR 열차 이용 하카타에서 
약 30분 구루메역 도착 
규다이혼센 보통열차로 
환승 구루메에서 10분 
구루메대학앞 역 도착, 구루메 
라멘은 일본 돈코츠 라멘의 
원조로 점심으로 추천한다.

2day 	 구루메 - 시마바라

	 	JR 열차 이용 구루메 역에서 
약 30분 오무타 역 도착 버스로 
갈아타고 10분 미케항 도착 
미케항에서 훼리를 타고 	
50분 시마바라항 도착, 
시마바라 성을 비롯 운젠등 
주변에 온천이 많아 하루를 
둘러보기 좋다.

3day 	 시마바라 - 미나미시마바라

	 	시마바라에서 시마테츠 	
버스 이용 30분 
구치노츠항 도착, 규슈올레 
미나미시마바라 코스

4day 	 미나미시마바라 - 후쿠오카

	 	구치노츠 항 출발 시마테츠 
버스 이용 약 50분 
JR이사하야역 도착 JR특급 
열차로 환승 약 1시간30분 
하카타역 도착

※ 구루메까지 이동은 JR을 열차를 이용하며 
하카타에서 가까워 쉽게 찾아갈 수 있다. 
구루메에서 미나미시마바라까지 이동은 우선 
JR열차를 이용 오무타역으로 이동 버스를 
타고 미케항으로 이동한다. 미케항에서는 
훼리를 이용 시마바라 항에 도착 시마테츠 
버스를 타고 구치노츠 항으로 이동한다.



규슈올레 완주자가 되어주세요! 
●	 규슈올레 전코스를 완주하신 분을 모집합니다. 

●	 각 코스 시작점이나 종점, 혹은 스탬프가 설치된 곳에서 각 코스명이 들어간 스탬프를 찍어주세요. 

●	 전 코스 스탬프가 모이면  48페이지의 기입란에 기입사항을 적어서 규슈올레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KyushuOlle) 메세지를 통해 완주자 신청을 해주세요. 
●	 약 1개월 안에 기입하신 주소로 완주증과 메달, 오리지널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완주증 ] [ 메달 ] [ 오리지널 기념품  ]

무나카타 · 오시마 야메 구루메 · 고라산

미야마 · 
기요미즈야마 지쿠호 · 가와라 후쿠오카 · 신구

다케오 가라쓰 우레시노

히라도 미나미시마바라

아마쿠사 · 마츠시마 아마쿠사 · 레이호쿠

아마쿠사 · 이와지마

오쿠분고



MEMO

고코노에 · 야마나미

이부스키 · 가이몬 기리시마 · 묘켄 이즈미

사이키 · 오뉴지마 다카치호

이 름
성 별 나 이

남   ·   여 세

주 소

전 화 번 호

이 메 일

규슈 九州
일본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큰 섬 
중에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면
적은 남한의 절반 정도다. 규슈는 인
천에서 비행기로 1시간 20분, 부산
에서는 비행기로 50분, 배로는 2시
간 55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이웃나
라. 인구 1300만의 규슈섬은 후쿠오
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
타, 미야자키, 가고시마의 7개현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규슈는 일본 최초
의 문명을 꽃피운 ‘역사의 요람’이자 
연중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어 
일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서양의 문물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문화의 창’답게 개방적인 기질의 규
슈 사람들은 외국인들과도 쉽게 잘 
어울린다. 

1  후쿠오카현	 무나카타 · 오시마코스	 11.4㎞	 난이도 중  · 상
2  후쿠오카현 	 야메 코스 	 11.0㎞ 	 난이도 하
3  후쿠오카현 	 구루메 · 고라산 코스 	 8.6㎞ 	 난이도 중  · 상
4  후쿠오카현 	 미야마 · 기요미즈야마 코스	 11.5㎞	 난이도 중   · 상
5  후쿠오카현 	 지쿠호 · 가와라 코스	 11.8㎞	 난이도 중
6  후쿠오카현 	 후쿠오카 · 신구 코스	 11.8㎞	 난이도  중 · 하
7  사가현	 다케오코스	 14㎞	 난이도 중
8  사가현	 가라쓰코스	 11.2㎞	 난이도 하
9  사가현	 우레시노코스	 12.5㎞ 	 난이도 중   · 상
10  나가사키현	 히라도코스	 13.0㎞	 난이도 하
11  나가사키현 	 미나미시마바라 코스 	 10.5㎞ 	 난이도 중
12  구마모토현	 아마쿠사 · 이와지마코스	 12.3㎞	 난이도 중  · 상
13  구마모토현	 아마쿠사 · 마츠시마코스	 11.1㎞	 난이도 중
14  구마모토현 	 아마쿠사 · 레이호쿠 코스 	 11.0㎞ 	 난이도 중
15  오이타현	 오쿠분고코스	 11.8㎞	 난이도 중
16  오이타현	 고코노에 · 야마나미코스	 12.2㎞	 난이도 중 · 하
17  오이타현	 사이키 · 오뉴지마 코스	 10.5㎞	 난이도 중   · 상
18  미야자키현	 다카치호코스	 12.3㎞ 	 난이도 중 · 상
19  가고시마현	 이부스키 · 가이몬코스	 12.9㎞	 난이도 하
20  가고시마현	 기리시마 · 묘켄코스	 11.0㎞	 난이도 중
21  가고시마현 	 이즈미 코스	 13.8㎞	 난이도 중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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