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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작은 사치, 

   큐슈



북부 규슈·야마구치 관광은 기타큐슈 공항이 편리!

작은 사치를 만나러 떠나 보세요!

규슈·후쿠오카현

KYUSHU　  　 FUKUOKA　  　 KITAKYUSHU

기타큐슈시

기타큐슈시에서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 보세요! 

와카마쓰구의 북쪽 해안의 끝에 있는 '도오미가하나'는 오랜 기간 파도와 

바람의 침식을 받아 만들어진 예술적인 바위와 그것들을 부드럽게 

지켜보는 새하얀 '묘켄자키 등대'와의 색의 대비가 아름답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곳에서 사치스러운 시간을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작은 사치

마치 그림을 옮겨 놓은 듯한 석양!

넓게 펼쳐진 바다와 하늘, 등대를 보러 가 보세요.

#작은 사치

고쿠라역에서 JR로 약 15분 거리의 

'모지코역'은 레트로한 건물과 거리로 

유명!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모지코 레트로도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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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항의 명물 '구운 

카레'는 반드시 놓치지 

말 것!

후쿠오카시

오이타현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기타큐슈 공항
기타큐슈시

부산

서울

부산 ⇔ 기타큐슈 

비행기로 

약 50분
서울 ⇔ 기타큐슈 

비행기로 

약 1시간 25분

한국에서 기타큐슈시까지는 직행편이 취항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약 1시간 25분, 

부산에서 약 50분으로 이동이 무척 간편합니다! 공항에서 고쿠라와 모지항, 야마구치, 

벳푸, 유후인으로의 이동도 가깝고 편리!

혜택가득,맛집쿠폰!

맛있는먹거리가많은 

기타큐슈「고쿠라」.

할인쿠폰으로 

기타큐슈을 만끽하자.

기타큐슈시의 관광 정보에 관한 문의

http://www.gururich-kitaq.com/ko/◆기타큐슈시 관광 사이트 '구루릿치! 기타Q슈'

http://www.kr.mojiko.info/◆모지코 레트로

TEL／093-541-4189 ※일본어만 가능

■기타큐슈 공항에서 버스로 고쿠라에

기타큐슈 공항 고쿠라역

■기타큐슈 공항에서 버스와 JR로 모지항에

약 33분

직행 버스
기타큐슈 공항 고쿠라역 모지코역

ACCESS

서울·부산에서

직항으로!

약 33분

직행 버스

약 15분

JR

고쿠라역 오리오역

■코쿠라역에서 JR 철도와 버스로 토오미가하나에

약 25분
JR

간포노야도 기타큐슈
약 30분

버스
도오미가하나

바로

하차

약 5분
JR

후타지마 역



KYUSHU      FUKUOKA      SUBWAY

2017년 4월에 개원한 후쿠오카의 새로운 명소! 야요이 시대의 유적이 발굴된 '요시타케타카기 

유적' 주변 일대가 아름다운 공원이 되어 그랜드 오픈. 공원의 모티브가 된 사슴 기념물을 

배치한 아름다운 잔디 광장은 최고의 포토 로케이션.

■덴진에서 지하철로 가는 경우

덴진미나미역 지로우마루역 다무라 1초메 야요이노카제 공원
지하철 나나쿠마선
약 22분

니시테쓰 버스
약 4분

도보

약 15분

ACCESS

지하철에 관한 문의 TEL／092-734-7800 ※일본어만 가능

http://subway.city.fukuoka.lg.jp/kor/index.html◆홈페이지

이곳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사치스러운 시간

전원 풍경 속에 한적하게 자리 잡은,

고대의 낭만이 넘치는 '야요이노카제 공원'을 방문해 보세요

유적이 발굴된 장소로,
 도관 등이 전시되어 있

습니다. 

고대의 낭만에 마음이 
두근거릴 것입니다.

유적의 해설도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전시가 많습니다. 한국어 표기도 있습니다.

How to Buy a Ticket!!

1 2

3 4
발매기의 언어를 선택하세요 돈을 넣으세요. 일본 엔만 가능

일일 승차권을 선택 티켓 구입 완료!

후쿠오카시 지하철 역에서는 누구든지 

무료로 Wi-F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시 지하철 역에서 Fukuoka City 

Wi-Fi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해 보세요

지하철 역 구내에서 모르는 것이 

생기면 꼭 이용해 보세요! 개찰구 

옆의 창구에 가면 3자 통역 

시스템으로 각 언어에 대응해 줍니다!

지하철을 타고 후쿠오카 시내를 관광한다면 일일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저렴하게 

후쿠오카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지로마루역

가모역

하시모토역

마르쿄 다무라점

다구마미나미 녹지
사이넨지

이키오카 중학교

아리타 골프 가든

니시테쓰 스토어
레가네트

세이난모리의 
호반 공원 구기장

바이린역

니시아부라야마
중앙 공원

야요이노카제 공원

#작은 사치

03 04

Free Wi-Fi
Passenger Service

작은 사치를 만나러 떠나 보세요!

규슈·후쿠오카 지하철 여행



하카타만을 페리로 이동! 마린 월드에 가 봅시다!

작은 사치를 만나러 떠나 보세요!

규슈·후쿠오카현

KYUSHU　  　 FUKUOKA　  　 MARINE WORLD

마린 월드 우미노나카미치

2017년 4월에 리뉴얼 오픈! 물 속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규슈를 

마린 월드 우미노나카미치로 체감해 보세요. 관내에서는 웅대하게 

헤엄치는 돌고래를 바라보며 이곳만의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서일본 시티 은행 앞 F' 버스 

정류장에서 '하카타 부두 

행'에 승차

하카타역에서 베이사이드

플레이스 하카타행 

버스에 승차

베이사이드 플레이스 도착! 

티켓을 구입해서 여객선에 

승선합시다

페리로 약 20분! 

마린 월드 우미노나카미치에 도착

■하카타 역에서 버스와 페리로 이동

약 20분

버스 페리

약 20분
하카타역 베이사이드 플레이스 하카타 마린 월드 우미노나카미치

ACCESS

마린 월드 우미노나카미치에 관한 문의

https://marine-world.jp/ko/◆홈페이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작은 사치

바다를 더 가까이 느껴 보세요.

마린 월드 우미노나카미치

#작은 사치

푸른 하늘과 하카타만을 배경으로, 

물이 넘칠 정도의 역동적인 점프는 

박력! 조련사의 토크와 함께 쇼를 

즐겨 보세요.

해방감과 현장감 만점! 

돌고래・물개 쇼.

이 창구에서 

티켓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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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서는 

헤엄치는 돌고래를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규슈에서 해달을 볼 수 

있는 것은 이곳뿐! 

해달의 식사 시간도 

볼 수 있어요.



2017년에 리뉴얼 오픈한 가시이카엔은 서일본에서 유일하게 실바니안 패밀리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테마 파크! 원내의 '불이 밝혀진 커다란 집'에 가면 패밀리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으며,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나 쇼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사치스러운 시간

'실바니안 패밀리'의 세계를 재현한 테마 파크

'가시이카엔'에서 사계절의 경관을 즐겨 보세요!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이시하라 가즈유키 씨 설계!#작은 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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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SHU      FUKUOKA      KASHIIKAEN

■하카타역에서 지하철, 니시테쓰 전철로 가시이카엔에

하카타역 나카스카와바타 가이즈카 가시이카엔마에역
지하철 공항선

약 5분

지하철 하코자키선

약 10분

니시테쓰 가이즈카선

약 15분

ACCESS

가시이카엔에 관한 문의 TEL／092-681-1602 ※일본어만 가능

https://www.kashiikaen.com/◆가시이카엔 홈페이지

공원 전체에 피어나는 색색의 꽃은 절호의 포토 스폿! 일본을 느낄 수 있는 

치유의 정원을 비롯하여, 1년 내내 꽃을 즐길 수 있는 플라워 타워와 플라워 

캐슬은 계절에 따라 그 색이 바뀌므로 이곳에서 힐링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분위기가 감도는 치유의 정원과 

초록의 동물원에서 힐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12종류의 애슬래틱이 

오픈! 골을 목표로 하는 방법은 

자유자재. 머리와 몸을 써서 

자신만의 오리지널 루트로 오감을 

갈고 닦아 보세요!

자유롭게 변환하는 배움의 애슬레틱!

'코론☆부스 도장'

서일본에서 실바니안 패밀리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시이카엔뿐! 

우리들 다람쥐 가족의 삶, 

멋진 집에 놀러 와 주세요!

박력 넘치는 동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플라워  가든

원내에서 유일하게 일본
의 분위기가 풍기는 

'치유의 정원'. 멋진 일본
 정원에서 천천히 휴식.

이끼로 만들어진 코끼리와 기린! 
'초록의 동물원'은 어른에서
 아이들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사치를 만나러 떠나 보세요!

규슈·후쿠오카 가시이카엔



KYUSHU      KUMAMOTO      YATSUSHIRO

올해 30회를 맞이하는 '야쓰시로 전국 불꽃 경기 대회'. 서일본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이 불꽃 

대회에서는 일본 전국에서 불꽃 장인들이 모여 들어 이 날을 위해서 엄선한 불꽃놀이 작품을 

선보입니다! 밤에는 히나구 온천에 천천히 몸을 담그고 피로를 풀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후쿠오카・하카타역에서 신칸센으로 야쓰시로에

하카타역 신야쓰시로 야쓰시로역
규슈 신칸센

약 50분

JR 가고시마 본선

약 4분

ACCESS

야쓰시로시에 관한 문의 TEL／0965-31-8200 ※일본어만 가능

http://www.dmo8246.jp.k.abh.hp.transer.com◆DMO 홈페이지

http://www.kinasse-yatsushiro.jp/hanabi◆불꽃 대회 홈페이지

이곳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사치스러운 시간

야쓰시로의 밤하늘에 떠오르는 커다란 불꽃!

일본을 대표하는 불꽃 장인들의 작품을 감상하다.

#작은 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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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쓰시로역과 가고시마현 센다이역을 잇는 열차. 

야쓰시로를 출발하여 차창의 오른쪽으로는 

야쓰시로해의 아름다운 푸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식당 차량을 갖춘 관광 열차 '오렌지 식당'도 

운행되고 있으며, 이곳은 예약이 필수.

야쓰시로역 발 '오렌지 철도'에 승차!

해안가 열차 여행을 즐기다.

야쓰시로 굴지의 온천 '히나구 온천'. 온천 

숙소의 대부분이 천연 원천의 온천으로, 야쓰시로 

명물 '반페이유'를 띄운 온천 등 독특한 곳도 

있습니다. 상점가에서는 명물 '히나구 지쿠와 

어묵'을 먹으며 하는 산책도 즐겁습니다.

불꽃놀이를 본 뒤에는 '히나구 온천'에서

여독을 풀어 보세요!

야쓰시로역 앞 '요리후지'의 

'아유야산다이' 도시락은 규슈 

지방 랭킹 3년 연속 1위!

야츠시로 명물인 감률

「반페이유」. 세계에서 가장 

큰 귤로 기네스에도 

등록되어 있어요.

히나구 명물 '히나구 지쿠와 

어묵' 온천가에는 갓 구운 

지쿠와 어묵의 냄새가.

작은 사치를 만나러 떠나 보세요!

규슈·구마모토현 야쓰시로시



흰 돛을 가득 부풀리고 푸른 바다에서 바람의 힘만으로 배를 조종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우타세 배. 갈치 낚시를 체험하거나 선상에서 해산물 

요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닷바람을 느끼면서 해산물을 맛 보세요!

■하카타 역에서 기차로 이동

약 70분

규슈 신칸센
하카타역 신미나마타

ACCESS
미나마타·아시키타 지역에 관한 문의

http://www.nanaurameguri.com/

◆홈페이지

이곳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사치스러운 시간

시라누이 해의 바닷바람을 느끼며 '바다의 귀부인' 

우타세 배를 타고 전통 어법을 체험!

투명한 공 안에 들어가 언덕을 구르는 '조브'나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달리는 '롤러 루지'는 상쾌한 기분을 

만들어 줍니다! 눈 앞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경치도 최고!

어른도 사로잡은!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진 어트랙션 '조브'
미나마타 아시키타 지역은 다양한 장소에서 과일 

재배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곳 '스페인 

마을 후쿠다 농장'에서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감귤 

따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라누이 해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란 귤을 꼭 한번 맛보세요!

스페인 마을 후쿠다 

농장에서 계절 과일 따기 체험

초록으로 둘러싸인 옛 분위기가 감도는 '쇼코쿠야 본점'. 그 아늑함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시간을 잊게 됩니다. 계절의 야채를 

사용한 요리를 맛보며 마음을 달래는 휴식의 시간을 보내 보세요.

온천가에 자리잡은 민가풍 카페에서 힐링을

MINAMATA・ASHIKITAKYUSHU　  　 KUMAM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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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치

감귤 따기는 

원내에서는 무제한! 

포장도 가능(유료)

방법은 아주 간단! 

빠른 속도로 스릴 

만점이에요!

작은 사치를 만나러 떠나 보세요!

규슈·구마모토현

미나마타&아시키타 지역



SPREAD JAPAN
SPREAD JAPAN의 Facebook&Instagram을 팔로우하고 일본 규슈의 정보를 

손에 넣어 보세요! 멋진 사진과 함께, 각 시기에 맞는 정보를 매일 갱신 중!

SPREAD JAPAN 검색

@SPREAD JAPAN 검색

1

3

2

JAPAN

Followtap!

Facebook

Check&

Let’s

GO!!

KYUSHU

//
Instagram

커널시티 하카타

요도바시 카메라

후쿠오카 공항
방면→

하카타 마치야 
후루사토관

기온역

덴진 중앙공원

스미요시 신사

니시테쓰 
후쿠오카덴진역

mina 덴진

이와타야

게고 신사

구시다 신사

도초지

하카타자
스사키 공원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KBC

아크로스 후쿠오카

하
카
타
역

나카스카와바타역

덴진역

덴진미나미역

덴진 로프트

신미나마타

모지코  레트로

히나구  온천・반페이유

우타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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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SHU
MAP

FUKUOKA
CITY MAP

~3시간이 딱 좋다~

선내를 대폭 리뉴얼

NEW BEETLE
2017년, 3월·7월·12월 
총 3척을 순차적으로 리뉴얼

몸에 착 달라붙는 편안한 시트

전 좌석에 USB포트를 완비

선내 WI-FI환경은 더욱 쾌적하게

바다 여행을 보다 쾌적하게! JR큐슈고속선 JR큐슈고속선 검색

후쿠오카시

하카타역

提供：福岡市

덴진  지역

提供：福岡市

부산⇔후쿠오카
고속선으로 약 3시간 5분
훼리로 약 5시간 30분

서울⇔후쿠오카
비행기로 약 1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