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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もてなし (Hospitality;오모테나시)

극진한 대접 
손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정성과 진심을 다하는 모습.
일본을 상징하는 문화이자 차별화된 서비스.

본서에 게재된 정보는 2015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정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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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현佐賀県

도힐 의맛과 시링



본서에 게재된 사진 및 글 중 일부는 사가현관광연맹, 규슈관광추진기구, 각 지자체에서 제공된 것입니다.

본서에 취재 및 사진제공에 협조해주신 10인의 블로거

박PD
www.parkpd.co.kr

몽
blog.naver.com/hongn1/

기억저편
blog.naver.com/laputaa/ 

이레네
blog.naver.com/7irene/

바다보며한잔
blog.naver.com/sunyen97/

취생몽사
blog.naver.com/landy/

땡조
blog.naver.com/ddaengjo

이호준 작가
www.facebook.com/r2d2lee

쎌맨
blog.naver.com/kwjeong1606

각얼음
blog.naver.com/brickice

블로그에는 더 많은 사가현의 매력이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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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도공의 숨결이 서려있는  이마리 · 아리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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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사가현의 중심지. 한국과의 

직항편이 운항되는 사가공항과 

사가역 및 버스센터가 위치하 

고 있어, 사가현 내는 물론 타지 

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규슈 

관광의 거점이 되는 곳이다.

사가시관광협회

佐賀市白山2-7-1エスプラッツ

2F 佐賀市観光交流プラザ

문의：0952-20-2200

www.sagabai.com/축제의 도시
깊은 역사 아름다운 자연

information



사가시 佐賀市

사가시의 봄은 봄을 알리는 축제 “히나마쓰리(ひなまつり)”와 함께 시작되고, 가을이면 사가 인터내셔널 벌룬 페스타라는 국제 열기구대회가 

열려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다. 깊은 역사와 푸른 자연, 석양에 물드는 갯벌 등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에비스 88개소 순례 恵比須八十八ヶ所巡り

사가하면 에비스, 에비스하면 사가라고 불릴 정도로 사가에는 수많은 에비스가 있다. 약 803개의 에비스가 확인되었고 2011년 1월 일본에서 에비스가 제일 

많은 도시로 인증받았다. 사가는 옛부터 나가사키 가도의 중간 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서 상가들이 번창했고 시내의 수로를 이용한 해운업도 번성하였다. 

에비스는 일본의 칠복신 중에 하 나로서 상업과 번영의 신을 뜻하기 때문에 예부터 사가 사 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되어서 일본에서 제일 많은 에비스가 있는 

도시가 되었다. 예부터 사랑 받아온 에비스를 지 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을 사가로 불러 들이기 위해 기획된 것이 에비스 88개소 순례(恵比須八八

ヶ所巡り)이다. 800개가 넘는 에비스 중에 88개를 선택해서 관광객이 순례를 할 수 있게 기획 하였고 방문하는 곳에서 스탬프를 받아 스탬프 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88개소를 완주하면 완주 인증서도 받을 수 있고 자원봉사 자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순례도 할 수 있다.

                이용정보

●

   에비스 스테이션 (恵比須ステーション)

●

 문의   0952-40-7137   

●

 주소   佐賀市呉服元町7-39    

●

 교통   JR사가 역에서 도보 20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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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시 역사 민속관 佐賀市 歷史民俗館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후세에 전하고 사가시의 재산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정비, 보존되고 있는 5개의 역사적 건물 군을 총칭한 것이다.

                이용정보

●

 관람   09:00 - 17:00 (매주 월요일 휴무)   

●

 문의   0952-22-6849   

●

 주소  佐賀県佐賀市柳町2-9   

●

 교통   JR사가 역에서 택시 10분

●

 HP    sagarekimin.jimdo.com/

1. 구 고가은행 旧 古賀銀行

메이지 18년(1885)에 환전상을 하던 고가젠페이(古賀善平)가 설립한 은행으로서 

다이쇼 8년(1919)에는 규슈 5대 은행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성장했었다. 1926

년 휴업 이후 상공회의소, 노동 회관 등으로 다시 열었지만 현재는 사가시 역사 

민속관으로 다이쇼 5년(1916)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되어 있다. 복고풍 분위기의 

1층 레스토랑은 매일 메뉴가 바뀌는 점심과 커피를 즐길 수 있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2. 구 삼성은행 旧 三省銀行

구 삼성은행의 건물은 1882년에 건축되었고 1885년에 정식 은행이 되지만 

경영악화로 1893년에 도산했다. 고급 재료들을 이용한 탁월한 건축 구성, 내부 

공간 구성과 디자인, 눈길을 끄는 대담한 외관 디자인 등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색이 있는 건축물이다.

3. 구 후쿠다케 旧 福田家

메이지 말기부터 다이쇼, 쇼와시대에 걸쳐 활약한 사업가 후쿠다 게이시로(福田慶

四郎)가 1918년에 지은 근대 일본식 주택이다. 후쿠다케는 일본식 건축 기술과 

예술이 정점을 찍은 시기에 건축된  것으로 생각된다.

4. 구 우시지마케 旧 牛島家

구 우시지마케는 18세기 초의 건축물로 추정되어 있으며, 사가의 옛 서민 마을에 

남겨진 상가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에도중기(江戸中期 )의 건축 

특색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1966년 현재 위치로 이전 복원되었다.

5. 구 고가케 旧 古賀家

고가은행 창립자인 고가젠페이의 주택으로 1884년에 지어졌다. 무사저택양식을 

띠고 있으며 견학은 물론 꽃꽂이와 다도 (華道や茶道)를 배울 수도 있다.

사가시

사가시 교통편

●

 교통1   사가공항에서 리무진버스로 30분 소요 편도 600엔, 왕복 1,000엔   

●

 교통2   JR하카타 역에서 JR특급으로 40분 소요



사가성 혼마루 역사관  佐賀城本丸歴史館

사가성 혼마루 역사관은 에도시대 말기 사가성 혼마루 저택의 일부를 복원해서 지은 역사 박물관이다. 목조 복원 건물로는 일본 최대 규모이고 관내에는 

다다미 700장이 펼쳐져 있으며 넓은 공간에는 자료와 영상 모형 등을 전시하여 막부 말기 유신기 사가(幕末維新期の佐賀)의 매력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건물 주변에는 천수대(天守台), 시로호리(城堀), 국가중요문화재인 샤치(鯱) 등이 있 어 당시의 분위기와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시시리안라이스  シシリアンライス

소문에 의하면 1975년쯤 사가시 중심지에 있던 다방에서 시시리안 라이스가 탄생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사가시 지역 음식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고 현재는 약 30여 개가 넘는 곳에서 맛을 볼 수 있다. 시시 리안 라이스는 따뜻한 밥 위에 볶은 고기와 채소를 올리고 마요네즈를 뿌린 것이 

기본형이고 최근에는 각각의 레스토 랑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고 있다. 홈페이지를 참고. (www.sagabai.com/main/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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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정보

●

 영업   런치11:00 - 15:00,  디너17:00 - 21:00   

●

 문의   0952-28-4132   

●

 주소  佐賀県佐賀市大財3-9-16   

●

 교통   JR사가역에서 도보 8분   

●

 HP    asaga.or.jp/kira/

사가규 레스토랑 키라 佐賀牛レストラン季楽 本店

전국에서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사가 소고기는 일본 식육 등급 협회가 정한 육질등급 4등급 이상 지방교잡(脂肪交雑) 7등급 이상만을 사가규(佐賀牛)라고 

부르고 그 이하의 등급은 사가산 소고기(佐賀産和牛)라고 부른다. 키라 레스토랑은 JA사가(한국의 농협에 해당) 직영으로 100% 사가규만을 사용한 다. 사가 

시내에 있는 본점을 비롯해 도스, 하카타 그리고 도쿄 긴자에도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정보

●

 요금   고메코 샌드 단품 480엔, 오늘의 런치 1,050엔   

●

 문의   0952-97-9300   

●

 주소  佐賀市城内2-8-8

●

 교통   JR사가 역에서 도보 20분 또는 택시 5분(사가성 혼마루 역사관 앞)   

●

 HP    www.saga-retro.com

사가 레토로관 さがレトロ館

1887년 경찰청사로 지어진 건물로서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다가 2009년에 지금의 사가 레토로관으로 오픈하였다. 사가현 식재료를 사용한 슬로우푸드 

레스토랑부터  카페, 베이커리, 특산물 판매장 등 이 있다. 사가현의 7가지 식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사가 고메코 샌드가 가장 인기가 있다. 

사가시

사가시 맛집
파워블로거가  추천하는  꼭  가봐야  할  맛집  B E ST

                이용정보

●

 관람   09:30 - 18:00   

●

 문의   0952-41-7550   

●

 주소   佐賀市城内2-18-1    

●

 교통   JR사가 역에서 도보 20분 또는 택시 10분   

●

 HP    sagajou.jp/



미쓰세 소바  三瀬そば

미쓰세 소바를 처음 만든 곳으로 평일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인기 가게이다.이 곳 때문에 주변에 9곳의 소바집이 생겨났고 자연스럽게 미쓰세 소바 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2-3명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이타소바(板そば)가 가장 인기가 있다.

                이용정보

●

 요금   이타소바 2-3인용 1,250엔, 3-4인용 1,750엔   

●

 영업   1月中~2月末 평일 10:30 - 17:00, 런치 10:30 - 19:00 (매주 월요일 휴무)   

●

 문의   0952-56-2400   

●

 주소   佐賀県佐賀市三瀬村大字三瀬2858-2    

●

 교통   JR간자기 역에서 쇼와버스로 40분 北山ダム東部入口」하차 도보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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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보우시 やまぼうし

블루베리 농장을 직영하는 카페.블루베리 농장을 직접 운영하는 카페답게  블루베리를 이용한 다양한 식사종류와 디저트를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에 맛 볼 수 

있고, 좋은 품질의 잼, 드레싱 등 가공품도 판매하고 있다. 시시리안 라이스와 블루베리 파르페가 가장 인기가 좋다.

               이용정보

●

 요금   시시리안 라이스 850엔, 블루베리 파르페 970엔   
●

 문의   0952-56-2339   

●

 주소  佐賀県佐賀市三瀬村三瀬2768-1   

●

 교통   사가야마토IC에서 북쪽으로 20분 미쓰세초등학교 앞

사가시

기타지마 본점 北島 本店

1696년에 창업한 기타지마 본점은 300년 이상된 역사깊은 과자점이다. 마루보로는 약 450년 전 포르투갈 선원들의 보존식 이었으나 일본에 온 선교사들의 

선교활동과 함께 전해졌다. 초기에는 현재의 마루보로보다 작고 단단한 쿠키 같은 것이였 고, 먹기 쉽고 깊은 맛을 내기 위해 개량을 거듭한 끝에 완성된 것이 

기타지마의 마루보로다. 엄선된 재료를 사용해 손수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밀가루, 설탕, 계란 등 3가지 재료의 미묘한 계절별 변화상태를 읽어 배합을 

조절해가며 만들고 있다. 450년 동안 사가의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명 물로, 여행자들에게는 선물 1순위로 자리 잡았다.

               이용정보

●

 영업   09:00 - 20:00   

●

 문의   0952-26-4161   

●

 주소  佐賀県佐賀市白山2-2-5   

●

 교통   JR사가 역에서 도보 10분   

●

 HP    www.marubolo.com/



잇큐켄 라멘 一休軒 呉服元町店

1958년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창업자가 라멘으로 업종 변경을 하면서 사가에 처음 라멘이 탄생하게 되었다. 사가 라면의 기원이라 불렸었고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본점은 안타깝게 2011년 8월 14일 폐점하게 되었다. 모든 시민들이 원해 2012년 12월 13일 고후쿠모토마치에  부활 하였고, 세련된 외관과 

유백색(乳白色)의 담백한 돼지뼈 국물, 매우 얇은 면 등 잇큐켄 고유의 맛을 잘 표현했다.

                이용정보

●

 요금   라멘 550엔, 챠슈라멘 750엔 등   

●

 영업   11:00 - 24:00 (금요일은 02:00까지)   

●

 문의   0952-27-2180   

●

 주소   佐賀県佐賀市呉服元町1-8    

●

 교통   JR사가 역에서 도보 15분

샤토 분가  シャト文雅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샤토 분가. 인구 20만 명이 안되는 사가시에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았고, 오너 셰프는 프렌치 레스토랑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고 카레를 시작했다고 한다. 카레는 고급스러운 프랑스 스타일의 접시와 독특하고 중독성 강한 맛 때문에 현재 방문하는 손님 중의 70%가 

카레를 먹으러 온다고 한다.

                이용정보

●

 요금   비프카레 1,544엔 , 코스 3,801엔부터   

●

 영업   런치 11:30 - 16:00, 디너 17:30 - 23:00   

●

 문의   0952-62-5444   

●

 주소   佐賀県佐賀市大和町久池井2592-1    

●

 교통   사가 역에서 쇼와버스로 25분 세이와 병원 하차 편도 410엔   

●

 HP    www.bung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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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타로 食事処 福太郎

JR사가 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분위기의 이자카야. 수조에서 헤엄치는 오징어, 전갱이, 이세에비 등 아리아케 바다의 신선한 재료들이 큰 

자랑거리이며 사가에서 생산된 사케 및 소주도 다양한 종류로 준비되어 있다. 아리아케 해산물 외에도 야키토리, 나베요리, 일품요리 등 다양한 메뉴들이 

있다. 혼자라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카운터 좌석부터 80명 까지 수용 가능한 좌석까지 준비 되어 있다.

               이용정보

●

 영업   17:00 - 02:00   

●

 문의   0952-24-3030   

●

 주소  佐賀県佐賀市大財1-3-19

사가시

                이용정보

●

 요금   데이고쿠 런치 세트 950엔, 햄버그 런치 세트 1,080엔, 스테이크 런치 세트 3,240엔   

●

 문의   0952-31-7945   

●

 주소   佐賀県佐賀市若楠2-11-3   
●

 교통   사가 역에서 버스로 5분 종합체육관앞 하차

스테이크 하우스 데이고쿠 이마진 素敵屋帝国 imagine

사가산 소고기 숯불구이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1981년에 오픈.사가산 소고기에 특제소스로 간을 하고 숯불에 구워진 스테이크는 부드럽고 단맛이 좋아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큰 인기이다. 집의 거실을 레스토랑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4인용 테이블 3개와 카운터 6석 규모여서 평일에도 예약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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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시

                이용정보

●

 요금   엽차세트 500엔, 말차세트 600엔   

●

 영업   09:00 - 17:00   

●

 문의   0952-97-7377   

●

 주소   佐賀市松原4丁目6番18号   

●

 교통   사가 역 버스센터에서 가타타에방면, 고후쿠모토마치버스 정류장하차

히젠 쓰센테이 肥前　通仙亭

바이사오(売茶翁)는 차도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가 출신의 고승이다. 히젠 쓰센테이에서는 바이사오가 직접 쓴 책과, 200년 전의 차기 외에도 사가의 전통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견 학 외에도 우레시노산 엽차, 말차를 맛볼 수 있다. 이곳에서 사 용되고 있는 [우레시노의 가마이리차]는 사가현다업시험장이 특허를 

가진 찻잎 가공기술로 만들어, 풍부한 솔의 향기 와 감칠맛이 특징이다.

추천! 엽차세트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
1. 한모금 마신후 과자를 먹고, 두모금 마시고..

2. 세모금 마셨다면 다시마국물과 함께 차잎을 같이 먹기

차잎을 먹으면 쓰지 않을까 생각 할지도 모르지만, 차잎과 다시마의 풍미가 잘 매치되어 새로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사 가의 차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질 좋은 

차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이용정보

●

 문의   0952-51-8111   

●

 주소   佐賀県佐賀市富士町古湯556    

●

 교통   JR사가 역에서 송영버스로 35분소요   

●

 HP    www.oncri.com

온쿠리라는 말은 은혜를 갚는다는 뜻인 일본어 온오쿠리(恩送り)에서 따왔다고 한다. 온쿠리에서 숙박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일상에서 가족은 

물론 주위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치유의 힘을 얻어 간다고 한다. 2012년 3월 리뉴얼 오픈 후 일본의 전통적인 료칸의 분위기와 현대적인 세련미,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접목시켜 20대- 40대의 여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후루유 온천은 미인탕이라 불리며 예로부터 몸과 마음의 치유로 사랑받아온 

명탕이다. 누루유라고 불리는 온천물은 약간 미지근한 38도이며 온도는 낮지만 몸에 좋은 온천성분이 장기간 지속되며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때문에 치유에 

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슈 최남단 이브스키 온천에서나 볼 수 있는 스나무시(검은 모래찜질)온천도 구비되어 있다. 온쿠리 료칸은 사가현 식재료를 

사용한 가이세키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일식 레스토랑과 정통 이탈리안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두 곳이 있으며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후루유 온천 온쿠리
                                                 古湯温泉 ONCRI

누루유(미지근한 온도의 온천)에 몸을 담그고 시간을 잊게 해주는 치유의 온천 온쿠리(ONCRI) 

후루카와 ふるかわ 

사가현의 향토요리와 사가현 사케를 즐길 수 있는 이자카야. 80종류 이상의 사가현 사케를 맛 볼 수 있고 아리아케 해산물과 사가현 식재료를 

이용한 향토요리는 조미료와 설탕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요리를 준비해준다.

               이용정보

●

 영업   17:30 - 23:00   

●

 문의   0952-26-6380   

●

 주소  佐賀県佐賀市愛敬町3-7-番街 2F   
●

 교통   JR사가 역에서 도보 8분



가와카미 온천 류토엔  川上峡温泉 ホテル龍登園

세후리산과 가세강의 뛰어난 자연경관에 둘러싸여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위치한 

류토엔은 고즈넉하고 한적한 느낌의 료칸이다. 구마노가와 온천의 양질의 온천수를 

사용하는 온천탕은 남녀 각각 실내온천과 노천온천이 있고 피부에 좋은 미스트 

사우나도 구비되어 있다. 바다를 연상시키는 인공 파도 풀장, 5대의 슬라이드가 있는 

워터 슬라이드 풀장, 유아도 안심 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전용 풀장 등 3곳의 

야외 수영장은 류토엔만의 큰 매력이다. 매주 금토일 및 휴일에 제공되는 무농약 유기 

재배 야채를 엄선해서 사용한 건강 웰빙 뷔페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용정보

●

 문의   0952-62-3111   

●

 주소   佐賀県佐賀市大和町大字梅野120    

●

 교통   JR사가 역에서 송영버스로 20분   

●

 HP    www.ryutouen.co.jp/

사가 워싱턴 호텔 플라자  佐賀ワシントンホテルプラザ

JR사가 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비즈니스호텔로 관광하기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위치뿐만 아니라 관내 시설이나 객실, 청결도, 조식 등 

비즈니스급 호텔로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 이고 가격 또한 크게 부담이 없어서 

최근 사가현 자유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호텔이다. 총 230개의 객 

실이 있으며 와이파이는 1층에서 가능하고 객실에는 유선 인터넷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대부분의 호텔에서 유료로 빌릴 수 있는 노트북도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다.

                이용정보

●

 문의   0952-25-1111   

●

 주소   佐賀県佐賀市駅前中央1丁目164番地    

●
 교통   JR사가 역에서 도보 3분   

●

 HP    www.saga-washington.jp

컴포트호텔 사가  コンフォートホテル佐賀

JR사가 역 바로 앞에 위치한 전 세계 체인 호텔 컴포트 호텔은 심플하면서 

아담하지만 숙박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비즈니스급 호텔이다. 

객실은 쾌적하고 깔끔하며 싱글룸 침대는 다른 비즈니스급 호텔에서는 보기 

어려 운 140cm 더블 룸 침대를 사용한다. 무엇보다 조식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과 로비에서 언제든지 커피가 무료로 제공되는 점이 여행객들에게 가장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용정보

●

 문의   0952-36-6311   

●

 주소   佐賀県佐賀市駅前中央1丁目14-38    

●

 교통   JR사가 역에서 도보 1분   

●

 HP    www.choice-hotels.jp/cfsaga/

뉴오타니 사가 ホテルニューオータニ佐賀

뉴오타니 호텔은 일본을 대표하는 브랜드 호텔로 일본 전국 및 해외에 

체인을 두고 있는 호텔이다. 다른 지역의 뉴오타니 호텔보다 규모는 작지만 

호텔 시설이나 레스토랑, 객실 서비스는 특급호텔 수준이다. 102개의 

객실이 있으며 전 객실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 대여도 무료로 

가능하다.

                이용정보

●

 문의   0952-23-1111  

 

●

 주소   佐賀市与賀町1-2

●

 교통   JR 사가 역에서 택시로 5분   

●

 HP    www.newotani-saga.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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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시

                이용정보

●

 문의   0952-58-2101   

●

 주소   佐賀県佐賀市富士町古湯860   

●

 교통   JR사가 역에서 버스로 50분 후루유 온천 하차 도보 2분

●

 HP    www.furuyu-yamatoya.jp/

후루유 온천 야마토야 료칸 佐賀 古湯温泉 旅館 大和屋

후루유 온천마을에 위치한 1902년 창업된 노포 료칸. 객실이 11개의 아담한 료칸이지만 남녀 각각 실내온천탕과 노천온천탕이 구비되어 있고 가족탕도 2개가 

구비되어 있다. 장미꽃을 이용한 가족탕은 연인이나 여성들이게 큰 인기이다. 아침과 저녁식사도 레스토랑이 아닌 객실에서 제공되서 더욱 더 편안하게 식사와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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津

아침 안개 피어오르는 소나무 

숲, 곱게 빛나는 초록, 영롱한 아 

침이슬이 눈부신 니지노마쓰 

바라, 가슴 가득 신선한 공기를          

들이키면 어느새 추억의 한켠 

에 새겨지는 시간, 풍부한 삼림 

을 가로지르는 푸른 강물도  감 

탄과 여유를 자아낸다. 가라쓰 

여행은 마음 가득 차는 여행길.

가라쓰 관광협회 (唐津観光協会) 

JR가라쓰 역(唐津市新興町2935 

-1 JR唐津駅内)

문의 : 0955-74-3355 

www.karatsu-kankou.jp 항구도시

단아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information



가라쓰 唐津

사가현 최고의 항구도시인 가라쓰. 특별 명승지로 이름  높은 니지노마쓰바라와 가라쓰시의 상징인 가라쓰성, 임진왜란의 출병 기지였던 나고야 

성터 등. 멋진 자연 풍경과 의미 깊은 역사 장소를 한데 모아 놓은 깊이 있는 매력의 관광지이다.

                이용정보

●

 요금   덴슈가쿠 400엔   

●

 관람   09:00 - 17:00 (연중무휴)   

●

 문의   0956-72-5697   

●

 주소   唐津市東城内8-1

●

 교통   가라쓰 역에서 시내순환버스로 가라쓰조 입구에서 하차 후 도보 3분

가라쓰성 唐津城

명실공히 가라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자연과 어우러진 경관이 일품인 성. 가라쓰의 초대 번주 데라자와 히로타카가 1602년부터 총 7년에 걸쳐 축성한 곳으로, 

1966년에 철근 콘크리트로 재축한 천수각이 이 성의 명소이다. 과거 의 성터는 현재‘마이즈루 공원’으로 많은 이들이 오가고 있다. 성 내부에는 번 제(藩制) 시대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 한 고자료들이 전시되 어 있으며, 최상층은 전망대로 되어 있어 현해탄과 니지 노마쓰바라 등의 절 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5층의 천수각이 학의 머리, 좌우에 펼쳐진 마쓰 바라(소나무숲)가 학이 날개를 펼친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마이즈루 (춤추 는 학) 성’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는 가라쓰 성. 봄에는 꽃놀이가 이루 어져 개화 시기인 3월 하순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린다. 매년 7월 20일 전후 에는 가라쓰 시민 불꽃놀이가 이루어져 약 2,500

발의 화려한 불꽃을 감상할 수 있다.

                이용정보

●

 요금   편도 510엔, 왕복 970엔   

●

 운항   요부코발 08:00, 11:00, 15:00, 18:00 / 가카라시마발 07:10, 08:50, 13:00, 16:30 (편도 17분 소요 )    

●

 문의   0955-82-9366

가카라시마 加唐島

백제 무령왕 탄생지로 유명한 가카라시마. 일본서기에는 무령왕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한창 받고 있던 백제의 개로왕은 

구원병을 요청하러 동생 곤지를 일본에 보냈고 곤지는 떠나면서 임신 중인 개로왕의 부인을 달라고 한다. 개로왕은 곤지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도중에 아이가 

출산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한다. 일본으로 가던 중 가카라시마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 곤지는 아이를 백제로 돌려보냈다. 이 아이가 훗날 무령왕이 

되었고, 백제인들은 가카라시마를 국주도(国主島)라 불렀다.가카라시마에는 무령왕이 탄생한 오비야 동굴과 목욕시킨 샘물,  탄생기념비가 있다. 요부코항 5번 

탑승장에서 1일 4번 왕복 정기선이 운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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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쓰 교통편

●

 교통1   JR사가 역 ▶ JR가라쓰 역 65분 소요 편도 1,110엔   

●

 교통2   JR하카타 역 ▶ JR하카타 역 ▶ JR가라쓰 역 77분 소요 편도 1,14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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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노마쓰바라 虹の松原

가라쓰만 해안에 위치한 니지노마쓰바라는 일본의 특별 명승지로, 미호노마 

쓰바라-기이노마쓰바라와 함께 일본 3대 송림으로 유명하다. 얼마 전 NHK

에서 선정한 일본 5대 풍경에도 선정될 정도로 독특하면서도 멋들어진 경관 

을 자랑한다. 니지노마쓰바라의 규모는 길이 약 4.5 km에 이르는데, 초대 

가라쓰 영주가 해안선의 바람과 파도를 막기 위해 사구에 검은 소나무를 심은 

것이 시작으로, 현재 약 100만 그루 전후의 소나무가 서식 중이다. 갯바람의 

영향으로 굴곡진 나뭇가지의 끝없는 행렬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끔 한다. 검은 소나무가 푸른 바다와 흰모래에 따라 호를 그리는 모습 

이 마치 무지개와 같다고 하여 현재의 이름이 붙여졌다 고 전해진다.

                이용정보

●

 문의   0955-72-9127   

●

 주소   佐賀県唐津市浜玉町

●

 교통   JR니지노마쓰바라 역에서 도보로 3분

●

 HP    www.city.karatsu.saga.jp

                이용정보

●

 요금   어른 300엔, 아동 150엔   

●

 관람   09:00 - 17:00   

●

 문의   0955-73-4361   

●

 교통   JR가라쓰 역에서 도보 10분   

●

 HP    www.karatsu-bunka.or.jp/hikiyama.html

히키야마 전시장 曳山展示場

가라쓰 최대 축제인 가라쓰군치 자체가 국가중요무형민속문화재인 히키야마 14대를 전시해둔 전시장이다. 가라쓰군치는 가라쓰시 남쪽 성내에 있는 가라쓰 

신사의 가을 축제로서 16세기 말 무렵에 시작 되었다고 전해지고, 가라쓰군치에 사용되는 14대의 히키야마는 각각 사자와 용, 우라시마타로와 거북, 투구 등 

옛날이야기에 나오는 친숙 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높이는 약 7m, 중량은 2톤에서 5톤 정도이고, 빨강, 파랑, 금색 등의 선명한 극채색으로 아름답게 꾸며지고 

도장 된 히키야마는 핫피(法被－마쓰리 등의 유니폼 용도)를 차려입은 수백 명의 젊은이가 위세등등하게 시내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압권이다. 가라쓰군치는 

매년 11월 2일 부터 4일까지 개최된다.

나고야 성 박물관 佐賀県立名護屋城博物館

임진왜란의 거점이된 나고야 성터와 인접한 위치에 설립된 

박물관. 특별 사적 나고야 성터의 보존/정비 와 한일간의 

교류사를 조사•연구•전시 소개하여, 학술•문화의 교류 

거점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곳이 의미 있는 

관광지로 평가받는 이유는, 과 거 임진왜란을 침략전쟁이라 

규정하고 그 반성의 뜻 을 담아 만들어진 곳이라는데 있다. 

현대에 발굴된 나고야 성의 유물과 각종 문화재뿐 아니라 

양국의 원시시대부터 현대까지의 교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까지도 함께 훑을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인 

가이드가 있어 보다 학습적인 관람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이곳의 장점이다. 매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곳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용정보

●

 요금   무료

●

 관람   09:00 - 17:00 (매주 월요일 휴관)

●

 주소   佐賀県唐津市鎮西町名護屋1931-3 

                이용정보

●

 교통1   JR가라쓰 역에서 택시로 30분   

●

 교통2   가라쓰 버스센터 ▶나고야성박물관입구  하차 도보 5분

나고야 성터 名護屋城跡

나고야 성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도요토미가 한반도 침략의 전진 근거지로서 쌓게 한 성이다. 현재는 일본의 특별 사적으로 지정 되어 있다. 전시라는 특수 

상황에 힘입어 불과 5개월 만에 완성된 성 이었으나, 당시 전국에서 2번째로 큰 크기를 자랑했다고 하니 그 규 모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지금도 남아있는 돌담과 큰 

돌을 깔아 만든 도로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역사적 의의 외에도 광활한 주 변  경관이 압권이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 중 하나다.



요부코 呼子

오징어로 유명한 작은 해안 마을로 싱싱한 활어회와 갖은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명물 아침 시장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싱그러운 바다 내음과 함께 맛있는 관광이 가능한 요부코에서의 시간을 즐겨보자.

                이용정보

●
 요금   소라구이 한접시 500엔,  반건조 오징어 600엔, 전복 700엔, 굴(12월-3월) 500엔   

●

 교통   가라쓰 버스 센터 ▶ 하도미사키 하차

하도미사키 波戶岬

겐카이국정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하도미사키 곶. 자연이 만든 예술작품인 주상절리와 바다, 또 다른 푸르름을 자랑하는 해송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유명하다. 해안선을 따라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 파도소리를 듣고 진한 솔향기를 맡으며 걷기에 좋다. 아름다운 

석양으로도 유명하다. 하도미사키 해수욕장 옆에는 이 고장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소라구이 포장마차가 있다. 현해탄 거친 파도 속에서 자란 소라를 그 자리에서 

구워주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하다. 또, 반건조 오징어와 전복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굴을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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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정보

●

 요금   정기선- 뉴 다카시마호(성인 편도 200엔)

●

 교통   JR가라쓰 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선착장에서 배로 10분 

(다카시마발 07:00, 09:00, 10:45, 13:20, 15:00, 17:00 / 가라쓰발 07:50, 10:00, 11:40, 14:10, 16:00, 18:00)

다카시마 호토신사 高島 宝当神社

사가현 가라쓰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인 다 카시마(高島), 정말 작은 섬이지만 가라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된 비결은 바로 호토신사(宝当神社) 

라는 복권 명당의 작은 신사 때문! 신사안에 는 여기서 소원을 빌고 당첨된 복권 수백 장이 전시 되어 있을 정도로 명당 중의 명당이라고 한다. 믿 거나 말거나! 신사 

옆에는 복권가게부터 복권 복주머니를 파는 가게도 있다.



                이용정보
●

 문의   0955-70-5824   

●

 교통   가라쓰 역에서 도보 5분   

●

 HP    www.zarudoufu.co.jp

가와시마 두부 川島豆腐

에도시대부터 영주에게 두부를 바쳤던 곳으로 210년 역사와 일본 최고의 아침식사로 2005년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선정되었던 두부 전문점. 가라쓰 도자기를 

사용하고 고급 요리집 분 위기의 10석 규모 레스토랑에서 아침과 점심, 하루 2번 영업을 한다. 바로 만들어진 따뜻한 두부를 맛보고 싶으면 아침 8시에 방문하기를 

추천하며 예약은 필수다.

가라쓰 맛집
파워블로거가  추천하는  꼭  가봐야  할  맛집  B E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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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펄 요부코 マリンパル呼子

요부코 주변의 바다를 둘러싼 유람선의 발착 거점 유람선 ‘이카마루’ 

는 해식 동굴 나나쓰가마를 볼 수 있으며, 고래를 본뜬 디자인의 반잠 

수형 해중 전망선 ‘지라’는 다카시마 방면을 운항해, 배 창문으로 해저

1.2m의 바닷속 유람을 즐길 수 있다. 요부코 바다에 서식하는 물고기 

의 생태를 견학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도 큰 인기다.

                이용정보

●

 지라 요금   2,100엔(소요시간 40분)

●

 이카마루 요금   1,500엔(소요시간 40분)

●

 지라 운항   09:30 - 16:30(1일 8회)

●

 이카마루 운항   09:00 - 17:00(1일 9회)

●

 문의   0955-82-3001

●

 주소   佐賀県唐津市呼子町

                이용정보

●

 영업   07:30 - 12:00   

●

 문의   0955-82-3011   

●

 주소   唐津市呼子町   

●

 교통   요부코 정류장에서 도보 3분

요부코 아사이치 呼子の朝市

다이쇼 시대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9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요부코 아사이치(요부코 새벽 시장)는 요부코를 대표하는 볼거리이다. 이시카와 현의 와지마, 

기후현의 다카야마와 함께 일본 3대 새벽 시장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약 200M의 아사이치도오리에서 50개가량의 노점이 멋진 장관을 이룬다. 싱싱한 해산물에 

서부터 건조 가공품, 채소와 기타 먹거리, 잡화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는다. 우렁찬 목소리로 가게를 홍보하는 상인들과, 맛있는 

물건을 사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니는 행인들, 다채로운 모습의 인간 군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눈요깃거리가 된다. 일요일에는 새로운 요부코 명물로 주목 

받고 있는 오징어 버거(1개 300엔)의 판매일이니 한 번 쯤은 꼭 시식해보도록 하자.



                이용정보

●

 요금   장어 정식 2,620엔, 장어덮밥 정식 2,260엔    

●

 영업   11:30 - 19:00   

●

 문의   0955-73-3244   

●

 주소   唐津市中町1884-2   

●

 교통   JR가라쓰 역에서 도보 5분

다케야 うなぎ竹屋                    

메이지 10년(1877년)에 창업한 노포(老鋪)로 메이지 시대의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1998년 국가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35년동안 

오직 장어요리만 고집한 장인의 점포이다. 다케야만의 특제소스를 발라 숯불에 여러번 구워 표면은 바삭하고 속은 매우 부드럽고 숯향과 특제소스향은 코를 

즐겁게 한다.

                이용정보

●

 요금   이카이키즈쿠리 정식 2,625엔   

●

 영업   16:00 - 24:00   

●

 문의   0955-73-0533 

●

 주소   佐賀県唐津市中町1833   

●

 교통   JR가라쓰 역에서 도보 5분

다이하치구루마 居酒屋大八車

가라쓰의 신선한 야채와 해산물을 사용한 수제요리 전문 이자카야. 100년이상된 양조장 건물을 이용한 복고풍 스타일이 특징이고 양식 요리사인 아버지와 일식 

요리사인 아들, 그리고 간사이에서 요리를 배운 딸이 각각의 전문 분야를 살려 지역에서 잡히는 신선한 생선과 제철 재료를 사용한 메뉴는 약 100종류에 이른다. 

요리를 담는 그릇은 가라쓰 도자기(唐津焼)를 사용한다. 혼자서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1층에는 카운터석 2층에는 다다미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천장에는 

가게 이름의 유래이기도 한 수레가 걸려있다.

                이용정보

●

 문의   0955-74-6665   

●

 교통   JR가라쓰 역 북쪽 출구 도보 5분   

●

 HP    www.tsukuta.9syoku.com

쓰쿠다 스시 つく田

고쿠라의 덴즈시와 함께 규슈를 대표하는 고급 스시 전문점으로 일본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정통 에도마에 스타일의 니기리즈시와 규슈 해안가 지방 특유의 

신선한 재료를 잘 활용한 각종 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스시 전문점이다. 점심 타임 12시-14시 , 저녁 타임 18시-22시 , 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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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정보

●

 요금   이카이키즈쿠리 정식 2,625엔   

●

 영업   평일 12:00 - 20:00, 주말 11:00 - 20:00   

●

 문의   0955-82-3208

●

 교통   가라쓰 버스센터 ▶ 요부코 페리 선착장하차 도보 2분   

●

 HP    www.kawatarou.com

이카이키즈쿠리 가와타로 イカ活造り 河太郎

‘1973년 창업한 가와타로 요부코 점은 일본 최초의 이카이키즈쿠 리(활오징어회)를 만든 원조집.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바로 회를 뜨기때문에 살아있는 그대로 

싱싱한 오징어회를 맛볼 수 있고, 그 날 잡은 신선한 오징어를 바로 수조로 옮겨서 신선한 상태 그대 로 손님이 드실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다. 몸통부분을 회로 먹고 

나면 다리와 머리부분은 튀김이나 소금구이로 나오는데 이도 일 품이다.

가라쓰 버거 からつバーガー

가라쓰를 방문하면 꼭 들려야 하는 곳.  가라쓰 

버거 본점 사세보 버거를 맛본 창업주가 1968년 

문을 연 역사 깊은 햄버거 가게로 처음에는 

니지노마쓰바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작은 가게였으나 지금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고 체인점이 3곳이 될 정도로 

유명해졌다.

                이용정보   

●

 교통   니지노마쓰바라 역에서 도보로 5분

●

 HP    www.daiwaresort.jp/karatsu

가라쓰 숙소
가라쓰  료칸 호텔

                이용정보
●

 문의   0955-72-4181   

●

 주소   佐賀県唐津市大名小路5-10   

●

 교통   가라쓰 역에서 도보 10분 또는 송영버스로 3분
●

 HP    www.e-wataya.com/

와타야료칸 旅館 綿屋

13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요리점 ‘와타야’로 시작해 현재까지 이른 온천 료칸. 천평 규모의 일본식 정원 가운데 있는 2층 구조의 목조건물 에서는 가라쓰만의 

정취와 연회의 화려함이 있다. 객실 수는 13개의 아담한 료칸이지만 노천온천탕-히노키탕-도자기탕등 다양한 방식의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멋진 휴식처이다. 

천혜의 자연으로 둘러싸인 가라쓰의 해산물, 농산물 그리고 요부코의 오징어, 최고의 소고기 중의 하나인 사가규를 사용한 가이세키 저녁식사는 손님들을 

와타야 료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가라쓰 지역에서 유일하게 천연온천을 보유하 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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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정보

●

 문의   0955-75-3300   

●

 주소   佐賀県唐津市東唐津4丁目182   

●

 교통   JR히가시가라쓰 역에서 택시로 3분   

●

 HP    www.seaside.karatsu.saga.jp

가라쓰 시사이드 호텔 唐津シーサイドホテル

‘일본의 21 세기에 남기고 싶은 풍경’ 5위에 선정된 곳으로 니지노마쓰바라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최고의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하얀 모래 해변과 푸른 소나무 

벌판이 긴 포물선을 그리고, 흑송이 다 다르는 곳에 자리 잡은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객실과 아름다운 해수욕장, 노천탕까지 구비된 가라쓰 최고의 리조트 

호텔이다.

                이용정보

●

 문의   0955-72-0111   

●

 주소   佐賀県唐津市呼子町   

●

 교통   JR히가시가라쓰 역에서 택시로 3분 또는 도보 15분   

●

 HP    www.daiwaresort.jp/karatsu

가라쓰로얄호텔 唐津ロイヤルホテル

전국 28개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다이와 리조트 그룹 호텔 중의 한 곳. 하얀 백사장과 푸른 소나무가 절경을 이루고 있고 양실 객실과 다다 미 객실, 일식과 양식, 

프랑스요리까지 모든 연령 층이 숙박하는 동안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리조트 호텔이다. 전망대욕장, 테니스, 골프, 해수욕장, 마린 스포츠 등 숙박하는 동안 

다양한 액티비티가 가능한 가라쓰 최대 규모의 리조트 호텔이다.

                이용정보

●

 문의   0955-72-7181   

●

 주소   佐賀県唐津市東唐津2-4-40

●

 교통   JR가라쓰 역에서 순환 버스로 11분 히가시가라쓰니초메 하차 도보 3분   

●

 HP    www.yoyokaku.com   

요요카쿠 료칸 洋々閣

전통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 일본 전국 료칸에서 최고라 불리는 12대 료칸에 속하고 일본인들도 한번쯤은 머물고 싶어 하는 최고 인기 있는 료칸 

으로서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유명인들이 많이 찾는 곳, 120년 전통의 문화재로 지정된 요요카쿠 료칸이 다. 프랑스 장 자크 아노 감독은 ‘도쿄에서 최고급 호텔 에 

숙박했지만 요요카쿠에서 비로소 일본을 느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곳에 머무는 것은 최고의 가치 가 있다’라고 극찬했다. 화려하고 세련되지는 않지만 일본 

전통과 문화 그리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료칸이라 생각한다. 관내에는 세계적인 도예가 나카자토 다카시 선생님의 갤러리도 3곳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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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타 관광협회

佐賀県西松浦郡有田町岩谷川内

2-8-1

문의 : 0955-43-2121

www.arita.jp/

이
마
리

伊
万
里

아
리
타

有
田

도자기산지

조선 도공의

숨결이 서려있는

information

이마리시 관광협회

佐賀県伊万里市新天町622- 13

(MR이마리역사내)

문의 : 0955-23-3479

m2.hachigamenet.ne.jp/~i-kan2

information



이마리 伊万里

아리타와 인접한 항구도시로 에도시대에는 아리타 도자기, 이마리 도자기, 하사미 도자기의 수출항으로서 번창해 이마리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마리 도자기는 빨강, 초록, 노랑 등으로 채색된 화려함이 특색이다.

                이용정보

●

 문의   0955-23-7293   

●

 주소   佐賀県伊万里市大川内町乙1806   

●

 교통   이마리 역에서 사이히버스로 15분

●

 HP    www.e-wataya.com/ 

오카와치야마 大川内山

1675년 사가 나베시마 영주는 아리타로부터 오카와치야마로 가마를 옮겨, 보다 높은 품질과 기술유지에 힘써왔다. 그리고 그 기술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험난한 지형을 이용하여 입구에 관문을 설치하고 도공들을 감시하였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는 다이묘나 장군, 조정 에 헌상하는 도자기로서 1871년까지 

일반인은 출입도 할 수 없었다. 이 도자기를 나베시마 도자기(鍋島焼)라 불렀다. 또한 도공들을 지켰던 관문, 도공의 집, 가마터 등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나베시마 영주 가마 공원(鍋島藩窯公園)도 있다. 산길을 따라가면 옛 가마의 흔적 등 역사적 문화유산과 함께 다양한 도자기의 오브제가 있으며 조용한 마을 

거리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도자기상가자료관 伊万里市陶器商家資料館

에도시대의 이마리에는 많은 도자기 상인들이 있었고 그중 이누즈카(犬塚)는 에도와 

오사카로 활발하게 도자기를 운반하였다. 1988년 고인의 뜻에 따라 이마리시에 기증되 

었고 수리 복원된 후 1991년 도자기 상가 자료관으로 개관되었다. 고 이마리 도자기를 

정기적으로 바꿔가며 전시하고 있다.

                이용정보

●

 관람   10:00 - 17:00 (매주 월요일 휴무)   
●

 문의   0955-22-7934   

●

 주소   伊万里市伊万里町甲５５５番地1   

●

 교통   MR이마리 역 도보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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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정보

●

 요금   성인 300엔, 아동 무료   

●

 관람   10:00 - 17:00 (매주 월요일 휴무)   

●

 문의   0955-22-2267   

●

 주소   佐賀県伊万里市新天町622-13 西駅ビル2F   

●

 교통   MR이마리 역 2층

이마리 나베시마 갤러리 伊万里・鍋島ギャラリー

2002년에 이마리 역이 개축 됨에 따라 전국에서도 보 기 드문 도자기 전문 스테이션 박물관이 개관하였다. 이마리 나베시마 갤러리는 마쓰우라 철도 이마리 역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전시실에는 이마리 시가 소장하고 있는 나베시마 도자기 85건 163점, 고 이마리 도자 기 75건 129점을 순차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도시의 중심 시가지에 있는 역 안에 있으면서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기품 있는 나베시마 도자기와 현란한 고 이마리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도 이마리 

여행의 필수 요소 .

나카시마 신사 中嶋神社

이마리 신사 경내에 있는 나카시마 신사는 과자의 신인 다지마모리 

(田道間守)를 모시는 곳이다. 다지마 모리는 천왕의 명을 받아 

불로 장생의 열매를 신라에서 가지고 돌아와 이마리의 땅에 처음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열매는 귤의 열매로 나카시마 신사에 

는 지금도 귤 나무가 심어져 있다.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나무나 풀 

의 열매를 총칭하여 과일이라 불렀으며 과자(菓子, 果子)라고 썼다 

고 한다. 이렇게 이마리는 과자의 발상지로 불리게 되었다. 우리나 

라 에서도 유명한 과자 브랜드인 이마리 출신의 제과 왕 모리나가 

다 이치로(森永太一郎)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용정보

●

 문의   0955-23-2093   

●

 주소   佐賀県伊万里市立花町83   

●

 교통   MR이마리 역에서 도보 10분

이마리 아리타

이마리 교통편

●

 교통1   JR사가 ▶ JR아리타 ▶ MR이마리 70분소요 편도 1,880엔   

●

 교통2   JR하카타 ▶ JR아리타 ▶ MR이마리 1시간 40분소요 편도 3,170엔



아리타 有田

사가현 서쪽에 위치한 아리타는 일본 대표 공예품인 아리타야키(아리타 도자기)의 산지로서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이삼평이 도자기를 굽기 

시작하면서 일본 자기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마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뛰어난 품질의 도자기에서 한국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도시이다.

                이용정보

●

 기간   4/29 - 5/5   

●

 문의   0955-42-4052   

●

 주소   JR아리타 역과 JR가미아리타 역 사이   

●

 HP    www.arita-toukiichi.or.jp

아리타 도자기 축제 有田陶器市

일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리타 도자기 축제는 4월 말 - 5월 초 일본의 골든위크 연휴 기간에 1주일 동안 개최된다. 이 시즌이 되면 전국의 도자기 마니아들은 

물론, 좋은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일반인들까지 1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룬다. 아리타 역 주변에서 가미아리타 역까지 약 500여 개의 

도자기 노점이 들어서 엄청난 볼거리를 연출한다. 시중에서 보기 힘든 귀중한 물건에서부터 젊은 신예 작가의 작품까지 도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환상적인 시간이다. 일반 도자기 외에도 예쁜 머그컵과 다용도 그릇 등 퓨전 스타일의 상품들도 판매되어, 도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아리타 포세린 파크 有田ポーセリンパーク

17세기 이후 유럽 왕후들을 매료시키고 세계 도자기 문화에 큰 영향을 준 

아리타 도자기 테마파크로 독일의 츠빙거 궁전을 재현한 궁전 내의 갤러 

리에는 아리타 도자기 전성기 시대의 화려한 명품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공원 내에는 플라워가든과 도자기 체험공방, 견학 및 시음이 

가능한 향토 맥주 주조장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도 가득하다.

                이용정보

●

 문의   0955-41-0030   

●

 주소   佐賀県有田町中部乙340-28   

●

 교통   JR아리타 역에서 택시로 7분   

●

 HP    www.nonnoko.com/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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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정보

●

 관람   09:00 - 17:00 (매주 월요일 휴무)   

●

 문의   0955-43-3681   

●

 주소   佐賀県西松浦郡有田町戸杓乙3100-1   

●

 교통   JR아리타 역에서 도보 10분

규슈 도자기 문화관 九州陶磁文化館

규슈 각 지역의 도자기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전과 도예문화의 발전을 위해 세운 박물관이다. 관내에는 규슈 도자기 역사와 각 시대의 특징 등을 알기 쉽게 

전시하고 있으며 현대작가의 작품도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 이마리(古伊万里) 도자기를 모은 간바라(蒲原) 컬렉션과 에도시대의 아리타 도자기를 모은 

시바타(柴田) 컬렉션 전시는 압권이다. 또한 야외에는 마이센 도자기로 만든 25개의 종이 있어 아름다운 음색이 치유의 시간을 연출한다.

전통문화 교류 플라자 아리타관 有田館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자기로 만든 꼭두각시 인형 

극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아리타 도자기 인형에 

첨단 기술인 메커트로닉스를 접목시켜 아리타 

지역에 전해지는 민화 “구로카미야마(黒髪山) 

의 뱀사냥”을 소재로 약 7분간 가부키 형식으로 

인형극이 전개된다. 1층에는 아리타가 자랑하는 

명도공들의 작품이 전시되어있고, 2층 카페에는 

120종류의 도자기 컵 중에서 마음에 드는 컵을 

골라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이용정보

●

 요금   꼭두각시 인형극 성인 200엔, 아동 150엔   

●

 관람   09:30 - 17:00   

●

 문의   0955-41-1300   

●

 주소   佐賀県西松浦郡有田町幸平1-1-1   

●

 교통   JR가미아리타 역에서 도보로 20분

이마리 아리타

아리타 교통편

●

 교통1   JR사가 역 ▶ JR아리타 역 40분소요 편도 1,460엔   

●

 교통2   JR하카타 역 ▶ JR아리타 역 1시간 20분소요 편도 2,750엔



도산신사 陶山神社

일본 최초의 자기를 완성시킨 아리타 도자기의 도조 이삼평의 제사를 

올리는 신사로서 1658년 건립되었다. 경내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백자로 만든 도리이, 그리고 도공들이 헌납한 도자기로 만든 한 쌍의 

고마이누, 커다란 항아리, 난간 등 도자기 마을다운 풍경에 취할 수 있다. 

또한 1917년 아리타 도자기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도조 

이삼평의 비석이 있다. 또한, 오는 2016년에는 아리타 도자기 탄생 400

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이용정보

●

 문의   0955-42-3310   

●

 주소   佐賀県西松浦郡有田町大樽2-5-1 

●

 교통   JR가미아리타 역에서 도보 20분      

●

 HP    www.arita-toso.com/

이즈미야마 채석장 泉山磁石場

400년 전 이삼평이 거느린 도공들이 여기서 도석(陶石)을 발견하여 

일본 최초로 자기를 굽는데 성공했다. 에도시대 초기부터 시작된 

도자기생산은 방대한 양에 달하였다. 도자기 표면이 부드러운 이마리 

도자기, 참을 수 없을 만큼 가지고 싶은 고 이마리(古伊万里) 도자기, 

하사미 도자기등 유럽의 왕족, 귀족들을 매료시킨 도자기는 이곳 

이즈미야마에서 태어났다. 현재는 휴광중이라 채굴되지 않고 멀리서 

견학만 가능하다. 아리타 도자기 발상의 숨결이 직접 전해져 오는 곳이다.

                이용정보

●

 교통   JR가미아리타(上有田) 역에서 도보 15분

도조 이삼평가마 陶祖 李参平窯

도산신사에서 기찻길만 건너면 “도조 이삼평 가마”가 보인다. 후손들이 

400년간 명맥을 유지해왔고, 현재는 14대손이 도자기를 만들고 있다. 

작고 아담한 느낌의 갤러리이고, 입구부터 한일 양국 국기가 교차되어 

꽂혀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400년간 명맥을 유지해온 후손들의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하고 있다.

                이용정보

●

 문의   050-1099-9432   

●

 주소   佐賀県西松浦郡有田町幸平2-1-3

●

 교통   JR가미아리타 역에서 도보 20분

●

 HP    www.toso-lesanp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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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정보

●

 요금   아리타야키 카레(도자기 포함) 1,500엔부터   

●

 영업   11:00 - 18:00   

●

 문의   0955-42-4275

●

 주소   佐賀県西松浦郡有田町戸杓乙3100-1  

●

 교통   MR 미다이바시 역에서 도보 5분

갤러리 오오타 본점 創ギャラリーおおた

제 7회 규슈 에키벤 그랑프리에서 우승, 제 8회에는 준우승을 차지한 아리타 야키 카레 전문 점. 아리타 물과 사가현에서 재배한 쌀 등 지역의 식재료만을 사용하고 

28가지 향신료가 배합하여 카레를 만드는 데만 1주일이 걸린다고 한다. 향신료 배합은 한국의 약선요리에서 모티브를 얻었고 한국인에게 익숙한 한약재가 

다양하게 사용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인기의 비결은 먹고 난 아리타야키를 가져 갈 수 있게 포장을 해 준다 는 것이다. 물론 먹은 그릇이 아닌 새것으로 포장 해준다. 

아리타야키 그릇 포함해서 1,500엔 이면 만족할만한 가격이라 생각된다.

이마리 아리타

이마리 아리타 맛집
파워블로거가  추천하는  꼭  가봐야  할  맛집  B E ST



                이용정보

●

 요금   런치 1,800엔, 디너 5,000엔   

●

 영업   11:30 ~ 14:30, 17:00 ~ 20:30 (매주 목요일 휴무)   

●

 문의   0955-22-6661   

●

 교통   MR가와히가시 역에서 도보 5분   

●

 HP    www.imarigyu.com

이마리 스테이크 레스토랑 쇼 ステーキレストラン　勝

2010년 규슈 지역 음식 그랑프리에서 1위를 차지한 전국적으로도 호평을 받는 이마리 소고기. 이마리 지역에서 생산된 소고기 중에 특히 질 좋은 고기만 이마리 

규(伊万里牛)라고 부른다. 이마리 스테이크 레스토랑 쇼는 목장을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이마리규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역시 카운터 

에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철판구이. 스테이크와 잘 어울리는 세계 각국의 와인이 와인 셀러 에 약 200종류 정도 비치되어 있다.

                이용정보

●

 영업   10:00 - 19:00   

●

 문의   0955-46-4600   

●

 주소   佐賀県西松浦郡有田町大木宿乙2108  

●

 교통   MR니시아리타 역(西有田駅)에서 도보 5분   

●

 HP    homepage3.nifty.com/~dondon/index.htm

가라아게 돈돈 から揚げ ドンドン

규슈 지역 맛집 그랑프리에서 2011년, 2012년 2년 연속 2등을 차지한 아리타 가라아게 전문점. 그 인기의 비결은 냉동육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아리타 닭고기만을 사용하며, 공장에서 바로 직송되므로, 신선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바로 튀겨져 제공되기 때문이다. 아리타 본점을 포함해서 총 6개의 

점포가 있다.

혼진 레스토랑
お食事処　本陣

가메이즈시
亀井鮨

슌센슈보 쿠라
旬鮮酒房　蔵

마루이시 레스토랑
まるいしレストラン

갤러리 오오타
ギャラリー有田

모리 키요시
新鮮な海の幸　森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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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정보

●

 HP    www.aritayakigozen.com/

                이용정보

●

 요금   런치메뉴 - 두부 정식 1,575엔   

●

 영업   11:30 - 15:30, 17:30 - 21:00 (매주 수요일 휴무)   

●

 문의   0955-23-2093   

●

 주소   佐賀県西松浦郡中の原1-1-12   

●

 교통   아리타 역에서 도보 15분

두부요리 혼진 お食事処 本陣

아리타의 명물 두부요리 전문점. 얼핏 보면 하얀 푸딩 같은 외관을 가진 아리타의 향토 요리 ‘고도우후’는 간수를 사용하지 않고, 칡가루를 반죽해 만든 것이 

특징이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인 이 요리를 참깨간장이나 초된장을 곁들여 먹으면 최고의 별미가 된다. 아리타의 대표 맛집인 혼진은 이런 고도우후 

외에도 차완무시, 미소시루, 각 계절에 맞는 디저트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여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전통 가옥을 리뉴얼한 실내가 

멋들어진 이 가게의 이름은  에도시대 아리타 도자기를 보호 하기 위한 본진(혼진)이 있던 장소였던 역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마리 아리타

아리타야키 고젠 有田焼五膳

아리타 도자기와 지역 닭고기 요리의 결합을 테마로 개발한 아리타야키 고젠은 

2년 만에 24,000개의 판매 를 달성했다. 아리타산 쌀을 사용한 밥, 아리타 명물 

두부요리, 지역 야채를 이용한 채소 절임, 아리타 식재료를 사용한 국, 커피나 

홍차, 디저트 등 지역 식재료 를 사용한 음식을 다섯 개의 아리타 도자기에 담아 

낸 다. 현재 아리타 내의 6개 식당에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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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리 아리타

이마리 아리타 숙소 BEST 

포레스트 인 이마리
포레스트 인 이마리   숲 속에 자리 잡은 더 없는 행복한 공간, 나무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안식처, 3만 6천 평 위의 포레스트 인 이마리. 

“Simple is Best!” 도자기를 감상하거나, 도자기 회전판을 돌려보거나, 도자기에 문양을 새기기도 하는, 때로는 그런 슬로우 라이프가 사람의 

심신을 치유하는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다.

객실   객실은 스위트룸, 화실, 양실 3가지 타입이 있으며, 느긋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고급스럽고 편안한 안락함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설계하였다.

레스토랑   셰프가 추천하는 일양식 코스요리는 계절마다 제철의 신선한 소재를 사용하고 그 중에서도 이마리규 철판구이는 고객의 눈앞에서 직접 

구워 최고의 맛을 내고 있다. 또한 전국 각 지역에서 들여온 신선한 재료들로 튀김을 만들고 유기농으로 재배된 채소만을 계약된 농가에서만 들여오고 

있다. 저녁식사는 일본식 코스요리 가이세키, 최고급 이마리규 스테이크 코스요리, 일양식 코스요리, 튀김 코스요리 4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용정보

●

 문의   0955-23-1001   

●

 주소   佐賀県伊万里市二里町大里甲1704-1  

●

 교통   하카타 교통센터 ▶ 이마리 역 앞 ▶ 포레스트 인 이마리( 약 1시간 30분 소요 / 1850엔)   

●

 HP    www.forest-inn-imari.com

                이용정보

●

 문의   0955-22-0880   

●

 주소   佐賀県伊万里市新天町字浜ノ浦549-17   

●

 교통   JR이마리역에서 도보 1분   

●

 HP    www.central-imari.jp

센트럴호텔 이마리 セントラルホテル伊万里

JR이마리역 앞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이다.저렴한 가격이지만 접근성이 좋고 청결하고 여성전용 플로어도 있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전 

객실에서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고 주차장 및 조식도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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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오 온천 관광협회

佐賀県武雄市武雄町昭和 805

(다케오 온천역내 관광안내소)

문의 : 0954-23-7766

www.takeo-kk.net온천마을
1300년 역사의 유서깊은

information

약 13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유명 온천으로 주로 지역 주민들 

이 이용해 왔으며 일본의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와 다테 마사무 

네, 시볼트 등 역사적 주요 인물 

들이 목욕을 한 역사 깊은 온천 

이다. 온천 수질 또한 아주 좋아 

일본 내에서도 무척 인기 있는 

온천마을이다. 도쿄역과 일본 

은행 본점 등을 설계 한 사가현 

출신 유명 건축가 다쓰노 긴고가 

1915년에 설계한 로몬(楼門) 

은 다케오 온천 심벌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05년에는 국가 

중 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다케오 武雄

다케오 온천은 미야모토 무사시 등 일본 역사에 길이 남을 유명인들까지 입욕한 유서 깊은 온천마을로써 수질은 약알카리 단순천이고 끈기가 있는 감촉으로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용정보

●

 요금   모토유(元湯 ), 호라이유(蓬莱湯) 각 400엔, 사기노유(鷺乃湯) 600엔   

●

 영업   06:30 ~ 24:00   

●

 문의   0954-23-2001   

●

 교통   JR다케오 온천 역에서 도보 15분

로몬 楼門

다케오 온천의 심벌인 용궁을 연상케하는 붉은색의 로몬. 로몬은 도쿄역과 일본은행 본점을 설계한 사가현 출신 다쓰노 긴고가 설계했고, 1915년에 

건축되었으며 2005년에는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로몬안에는 모토유(元湯 ), 호라이유(蓬莱湯), 사기노유(鷺乃湯) 총 3개의 공중 온천 시설과 

가족이나 연인끼리 빌릴 수 있는 7개의 전세온천탕이 있다.

로몬 아침시장 楼門朝市

시내의 특산물이 늘어서 이 고장 사람들과 많은 관광객들로 

붐빈다. 레몬과 같은 상쾌한 향기가 나는 다케오산 허브인 

레몬그래스 티, 아침에 바로 딴 신선한 과일과 야채, 다케오 

온천수로 만든 화장수 ‘유호호 (ゆほほ)’등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사가에서 잡힌 신선한 생선을 

갈아서 빵가루를 묻혀 튀긴 후 야채와 함께 빵에 넣어 만든 로몬 

햄버거가 인기다.

                이용정보

●

 영업   매주 일요일 7:30 ~ 9:30   

●

 주소   다케오온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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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정보

●

 문의   0954-22-2976   

●

 교통   다케오 온천 역에서 도보 20분

다케오 신사 . 다케오노 오오쿠스 武雄神社 . 武雄の大楠

다케오에는 수령 3000년 이상된 녹나무 세 그루가 있다. 다케오의 가장 오래된 신사인 다케오 신사의 신목으로 불리우며 시 지정 천연기념물인 다케오노 오오 

쿠스와 일본 거목 5위 국가 천연 기념물인 가와고노 오오쿠스, 낙뢰로 지상 9m 이상이 손실된 2000년 이상된 쓰카사키노 오오쿠스가 있다. 태고에 신이 하늘 

에서 내려온 성역이라 불리며 압도적인 존재감과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다케오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힘을 주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최근에는 파워스폿이 라 

불리며 일본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명소이다.

미후네야마 낙원 御船山樂園

에도시대 말기인 1845년 다케오 영주였던 나베시마 시게요시(鍋島茂義) 

가 다케오의 심벌이라 할 수 있는 미후네야마 산기슭에 만든 별장이다. 

사시사철 다케오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정원이며 봄에는 벚꽃과 철쭉, 

가을에는 미후네야마 뒷산을 황금빛으로 물들 이는 170년 된 거대한 단풍 

고목 그리고 철쭉 계곡 연못 너머로 조망할 수 있는 광대한 단풍 등 볼거리 

가득한 곳이며 겨울에는 설경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용정보

●

 요금   성인 400엔, 아동 200엔   

●

 문의   0954-23-3131   

●

 주소   佐賀県武雄市武雄町武雄4100   

●

 교통   JR다케오온천 역에서 버스승차, 미후네야마 낙원 앞 하차

●

 HP    www.mifuneyamarakuen.jp/

다케오

다케오 교통편

●

 교통1   사가공항 ▶  다케오 온천 리무진 택시 이용    

1명부터 승차가능하고 1인당 편도 2000엔 (전날 17시까지 예약)  sagaap.limousine-taxi.jp/kr/

●

 교통2   사가공항  ▶ 쿠루쿠루 버스 이용   

●

 교통3   하카타역에서 JR특급  ▶ 다케오 온천역 (약 1시간 소요 / 2580엔)   



                이용정보

●

 영업   09:00 - 17:00 (매주 화요일 휴무)   

●

 문의   0954-27-3383   

●

 주소   武雄市武内町大字真手野24001-1   

●

 교통   JR다케오 온천 역에서 도보 15분   

●

 HP    hiryuugamakoubou.sagafan.jp/

히류가마 飛龍窯

히류가마는 다케오 도자기 발상지인 구로무타(黑牟田) 지구의 다케후루바 키룬(竹古場キルン) 숲 공원 안에 위치해있다. 세계 제일의 크기를 자랑하는 

히류가마는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방 크기는 깊이 8.9m, 폭 3.8m, 높이 3.4m로 대형버스 1대와 같은 크기이다. 전체길이는  23m로 한번에 

12만개의 찻잔을 만들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이다. 이 공원에는 전기물레, 전기가마, 가스가마를 갖춘 공방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도예체험은 찻잔 800엔, 그릇 900엔, 접시 1,000엔 등이다.

                이용정보

●

 요금   성인 1,000엔, 아동 600엔   

●

 영업   3월 ~10월  9:00 - 18:00, 11월 ~ 2월 10:00 - 17:00   

●

 문의   0954-28-2835   

●

 주소   佐賀県武雄市西川登町大字神六20040番地   

●

 교통   JR다케오온천 역에서 버스승차 히노다시로(日出城) 하차 도보 15분

다케오 우레시노 메르헨 마을 武雄 嬉野メルヘン村

꽃과  다람쥐를  테마로 한 테마파크. 사계절 그 절기의 꽃이 피는 화원을 비롯해 줄무늬 다람쥐, 대만 다람쥐, 에조 다람쥐 등 약 500마리 귀여운 다람쥐들이 

있으며 모이주기체험도 가능하다. 그 밖에도 아이들이 좋아 하는 동물들도 많이 있다. 잔디 스키장이나  아이들에게 적합한 미니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관람차 등도 있어  가족여행에 적합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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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정보

●

 요금   성인 500엔, 고교생 300엔, 초.중학생 200엔   

●

 관람   09:15 - 17:15 (매주 월요일 휴무)   

●

 문의   0954-20-1666   

●

 주소   佐賀県武雄市武雄町永島16351   
●

 교통   JR다케오온천 역에서 택시로 10분   

●

 HP    www.yumeginga.jp/

사가현립 우주과학관 佐賀県立宇宙科学館

우주에서 지구, 사가를 발견한다. 사가에서 지구, 우주를 발견한다’라는 테마로 참가와 체험 중심의 과학을 재미있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시설이고 

우주기지에 서 이륙을 기다리는 우주 항공모함의 이미지로 건축 되었다. 우주와 지구, 사가에 대한 학습은 물론 각종 과학교실과 사이언스 쇼도 관람이 

가능하다. 3층에는 최신식의 투영 기기를 구비한 200명 수용의 플라네타리움(planetarium)이 있어 무수한 별이 반짝이는 천공 이나 입체적인 우주공간이 

재현된다.  또 천문대에서는 박력 넘치는 태양과 혹성, 별들을 관찰할 수 있다.

                이용정보

●

 관람   09:00 - 21:00   

●

 문의   0954-20-0222   

●

 주소   武雄市武雄町大字武雄5304番地1   

●

 교통   JR다케오온천 역에서 도보 15분

●

 HP    www.epochal.city.takeo.lg.jp/

다케오시 도서관 武雄市図書館

만성 적자였던 도서관이 다케오시의 경영혁신의 상징이 되었다. 도서관 안에 스타벅스 커피 매장이 있어 이곳에서 판매되는 식음료는 도서관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고, 일본에서 판매되는 모든 잡지가 있어서 구입하기 전에 누구라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 보통 도서관처럼 

단순히 책을 대출하거나 독서하는 곳이 아닌 식음료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아늑한 내 집 같은 공간이 다. 2013년 리뉴얼 오픈을 하면서 1년에 

약 10만명정도 찾던 곳이 2013년 4월 - 6월까지 3개월간 26만 명이 방문하는 도서관으로 발전했다.

다케오



다케오 맛집
파워블로거가  추천하는  꼭  가봐야  할  맛집  B E ST

                이용정보

●

 요금   일반짬뽕 680엔, 특제 짬뽕 850엔   

●

 영업   10:30 - 21:00 (매주 수요일 휴무)   

●

 문의   0954-36-2047   

●

 주소   佐賀県武雄市北方町志久1928   

●

 교통   JR다케오온천 역에서 유토쿠버스로 10분, 기타가타시쇼마에(北方支所前)하차 도보 1분

이데 짬뽕 본점 井手ちゃんぽん本店

창업주가 나가사키에서 먹은 짬뽕을 본인에 맞게 승화시켜 만든 이데 짬뽕. 창업주가 30년간 연구했다는 굵고 탄력 있는 면 발과 푸짐한 채소의 단맛, 그리고 진한 

돈코쓰 수프의 밸런스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65년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용정보

●

영업  11:15 - 21:00  

●

문의   0954-36-2964  

●

주소  武雄市北方町志久2040-2  

●

교통  JR다케오온천  역에서 10분, 기타가타시쇼마에(北方支所前)하차 도보 1분

가마쿠라 우동 かま蔵うどん

다케오시 명물로 자리잡은 40년 전통의 가마쿠라 우동. 어른 새끼손가락 정도의 굵은 면으로 1시간 이상 솥에서 삶아서 부드럽지만 퍼진 느낌이 아닌 독특한 

식감을 자랑한다. 먹어보지 않고는 이 독특한 면을 설명하기 어렵다. 14종류의 우동이 있고 일반 우동인 가케우동은 350엔이며 가장 인기가 좋은 대표 메뉴인 

우엉튀김우동과 카레 우동은 480엔이다.

                이용정보

●

 영업   09:00 - 18:00   

●

 문의   0954-22-2767   

●

 주소   佐賀県武雄市武雄町大字富岡8249-4 (JR다케오온천 역 내)

가이로도 カイロ堂

JR다케오온천 역 안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서 만든 사가규 스키야키 도시락이 “제8, 9회 규슈 에키벤 그랑프 리”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또 다른 메뉴인 

최고급 갈비 도시락은 제10회 그랑프리에서 우승하였다.  A5 등급 사가 소고기와 아삭아삭한 우엉을 간장으로 부드럽게 양념하고 밥 속까지 깊은 맛이 배어 있는 

정말 호화스러운 도시락이다. 사가규 스키야키 도시락 1,300엔, 사가규 갈비 도시락은 1,620엔

                이용정보

●

 영업   11:00 - 19:00 (매주 수요일 휴무)   

●

 문의   0954-22-0400   

●

 주소   佐賀県武雄市朝日町大字甘久1288   

●

 교통   다케오점 - JR다카하시 역 도보 10분   

●

 HP    www.tamagoyasan.com/takeo/

다마고야 & 히요코 카페 たまご家 & ひよこカフェ

매일 아침 채취한 계란으로 정성을 듬뿍 담아 만들어 내는 팬케이크 카페. 전통적인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독특한 식감과 계란 고유의 맛을 살린 

팬케이크를 찾는 손님들로 매일 붐빈다. 사가시, 다케오시, 오 기시 3곳에 매장이 있고 계란과 과자들을 판매하는 다 마고야 와 다양한 팬케이크를 먹어볼 수 

있는 히요코 카페가 함께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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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오 숙소
다케오  료칸 호텔

                이용정보

●

 문의   0954-23-2171   

●

 주소   佐賀県武雄市武雄町温泉通り   

●

 교통   JR다케오온천 역 도보 10분 또는 송영버스 3분

●

 HP    www.saga-kyotoya.jp

교토야 京都屋

다이쇼 시대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온천 료칸.  100년 이상의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교토야. 앤티크 가구로 장식한 실내는 마치 근대 

서양의 귀족 저택을 방문한 듯한 기분을 들게 할 만큼 고급스러운 구성을 뽐낸다. 온천 시설은 사계절의 바람을 피부로 느끼며 느긋하게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노천탕, 높은 천장과 편백나무 벽, 화강암 욕조가 멋들어진 대욕장, 여성들에게 적극 추천인 미스트 사우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월 26일에는 ‘레몬그래스 

향기로 가득한 온천’을 시행해 상큼한 향기와 더불어 온천을 하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다. 근해에서 잡아 올린 신선한 해산물과 사가소고기, 다케오의 대자연 

속에서 길러낸 와카쿠스 돼지고기 등 엄선된 식재료로 본고장의 맛을 한껏 즐길 수 있다. 교토야에서만 만나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온천 요구르트도 반드시 맛 

보아야 할 음식이다. 낭만이 가득한 이곳 교토야에서의 휴식은 꿈처럼 달콤한 추억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용정보

●

 문의   0954-22-2191   

●

 주소   佐賀県 武雄市 武雄町 武雄7408   

●

 교통   JR다케오온천 역에서 도보 10분 또는 송영버스 3분      

●

 HP    www.takeo-toyokan.jp/

유모토소 도요칸 湯元荘 東洋館

창업 4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모토소 도요칸 료칸은 게이초(慶長) 시기 나그네들이 묵던 쇼코쿠야(諸国屋)로 시작되었고 도쿠가와(德川) 시대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가 간류지마의 결투 후 여기서 고린노쇼(五輪書 – 병법서) 를 구상한 유서 깊은 숙소이다. 1,600년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다케오 도자기를 전시한 갤러리도 있다.

나카마스 료칸 なかます旅館

창업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카마스 료칸은 에도시대부터 계승된 기품과 

환대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사가 소고기를 비롯한 현지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는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매끈한 촉감의 온천과 고미술 전시관을 갖추고 있는 전통 

있는 료칸이다.

                이용정보

●

 문의   0954-22-3118   

●

 주소   武雄市武雄町大字武雄7377

●

 교통   JR다케오온천 역에서 도보 10분   

●

 HP    www.nakamasu.co.jp/

다케오 온천 하이츠 武雄温泉ハイツ

이케노우치 호수를 중심으로 푸른 숲과 맑은 공기, 밤하늘의 별빛에 둘러싸인 

온천호텔. 양질의 온천과 사가 소고기 를 비롯해서 현지 식재료를 이용한 식사는 

큰 자랑거리이 며 특히 입소문으로 큰 호평을 받은 조식 뷔페가 가장 인기가 좋다.

                이용정보

●

 문의   0954-23-8151   

●

 주소   佐賀県武雄市武雄町永島18091

●

 교통   JR다케오온천 역에서 택시로 7분   

●

 HP    www.onsen-heights.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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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정보

●

 문의   0955-22-0880   

●

 주소   佐賀県伊万里市新天町字浜ノ浦549-17   

●

 교통   JR이마리 역에서 도보 1분

●

 HP    www.central-imari.jp

온야도 치쿠린테이 御宿 竹林亭

약 15만평이 넘는 광대한 부지에 11개의 객실만이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고급 료칸이다. 일본 천황 부부와 황태자 부부가 머물면서 더욱 

유명해진 료칸으로 모든 객실에는 히노끼 온천탕이 있어서 히노끼 나무만의 은은한 향을 느끼면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450평에 이르는 료칸의 건물에는 

소나무, 노송나무, 동백나무, 벚나무 등 40여종에 이르는 고급 건축용 자재를 이용해서 완성하였다. 미슐랭 가이드 2014 스페셜 에디션에서 최고 평점을 받은 

유일한 료칸이다.

센트럴호텔 다케오 セントラルホテル武雄

JR다케오역 앞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이다. 저렴한 가격임에도 청결한 객실과 

전 객실에서 사용 가능한 와이파이와 주차장 그리고 호텔의 가장 큰 장점인 

부페식 조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JR역앞에 위치하고 있어 다케오 관광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로의 관광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다.

                이용정보

●

 문의   0954-20-1234   

●

 주소   佐賀県武雄市武雄町昭和16-12

●

 교통   JR다케오온천 역에서 도보 1분   

●

 HP    www.central-imari.jp/tak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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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시노 온천 관광협회

嬉野市嬉野町大字下宿乙

(우레시노 온천 버스센터내)

문의 : 0954-43-0137

www.kankou.spa-u.net미인온천

피부를 

아름답게하는 

일본 3대 

information

피부를 아름답게 해준다는 일본 

의 3대 미용 온천 중 하나인 

1300년 역사의 우레시노 온천. 

옛날 신공(神功) 왕후가 전쟁 

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땅에 

들렀고 강 중앙에서 온천이 솟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뜨거운 

물이 부상당한 병사의 상처를 치 

유해준 것을 기뻐해 ‘아, 기쁘 

구나(아, 우레시이)’라고 말한 

것에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우레시노 嬉野

우레시노 온천의 매끈매끈한 온천수는 나트륨을 다량으로 함유한 증조천으로 피지와 분비물을 유화시켜 주기 때문에 온천욕이 끝난 후에는 피부를 한 겹 벗겨낸 

듯한 부드럽고 매끄러운 피부로 만들어 준다.

                이용정보

●

 요금   1,100엔 (프리패스 2,100엔)   

●

 영업   평일 09:00 - 16:00, 휴일 09:00 - 17:00   

●

 문의   0954-43-1990   

●

 교통   우레시노 버스센터에서 도보 15분

히젠유메카이도 肥前夢街道

에도시대 나가사키가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역사 체험형 테마 파크.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곳이다. 관문을 

빠져나가면, 일본식 상투나 기모노 차림의 스태프들이 관광객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는 모습이 눈에 띈다. 에도 시대의 분장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사진관, 

닌자의 기술과 여러 장치들을 체험할 수 있는 야시키 시리즈, 마술과 함께 이루어지는 1인극 극장 다이칸쇼 등 재미난 시설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 매주 주말에 

선보이는 닌자쇼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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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시노 교통편

●

 교통1   아리아케 사가 공항 이용시 사가공항 ▶ 우레시노 온천구간 리무진 택시 숙박하는 료칸 또는 호텔에서 공항까지 1인  편도 2,000엔에 

리무진 택시로 갈수 있다. 전날 17시까지 예약하면 1명부터라도 이용가능하다. sagaap.limousine-taxi.jp/kr/

●

 교통2   사가공항 ▶ 쿠루쿠루 버스   

●

 교통3   우레시노 IC(인터체인지) ▶ 호텔/료칸에서 송영 차량이 운행(약 10분 소요)

●

 교통4   JR기차 이용시 : 하카타역 ▶ JR 특급기차(약 1시간 5분 , 2,580엔) ▶ 다케오 온천역 하차  ▶ 노선버스(약 30분 640엔) – 우레시노 온천   

●

 교통5   후쿠오카공항 국제선 ▶ 고속버스 (약 1시간 40분, 1,850엔)  ▶ 우레시노 IC 

●

 교통6   하카타역 교통센터 ▶ 고속버스 (약 2시간, 1,850엔) ▶ 우레시노 버스센터 또는 우레시노 IC

                이용정보

●

 문의   0954-43-0137   

●

 주소   우레시노 온천 버스센터내(嬉野市嬉野町大字下宿乙)   

●

 HP    www.kankou.spa-u.net

도요타마히메신사 豊玉姫神社

온천가 중심부에 있는 ‘도요타마 히메 신사’는 옛날부터 바다의 신, 물의 신을 모신 곳으로 관광객들에 게 널리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모시고 있는 도요타마 

히메는 일본의 유명한 설화에 등장하는 용궁에 사는 용왕의 딸인 오토히메 공주이다. 하얗고 아름다운 피부 덕분에 아름다운 피부의 신으로서도 널리 

사랑받고 있다. 신사 내부에는 도요타마히메의 수호 신인 ‘메기’를 모신 나마즈 신사도 있어 이 신사에서 참배를 하게 되면 피부가 깨끗해진다는 전설이 있다. 

피부의 신인 메기를 만지면 하얀 피부의 미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여성 참배객 들이 방문하는 신사이다.

                이용정보

●

 요금   성인 400엔 , 아동 200엔 , 전세탕 50분 2,000엔 / 족욕탕은 무료   

●

 영업   06:00 - 22:00 (셋째주 수요일 휴무)   

●

 문의   0954-43-1426   

시볼트 탕 및 족욕탕 シーボルトの湯 & 足湯

독일인 의학자 프란츠 시볼트가 에도시대 이곳 우레시노를 방문하여 온천수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과학적 접근을 통해 발표한 에도 참부기행에서 우레시노 

온천을 외국에 소개하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공중온천시설인 시볼트 탕이다. 근처에는 족욕 을 즐길 수 있는 시볼트 아시유도 있다.



우레시노 맛집
파워블로거가  추천하는  꼭  가봐야  할  맛집  B E ST

                이용정보

●

 요금   온천두부정식 790엔 / 특선 온천두부 정식 990엔   

●

 영업   10:00 - 21:00 (매주 수요일 휴무)   

●

 문의   0954-42-0563

●

 HP    www.yococho.com/

소안 요코초 宗庵よこ長

우레시노의 명물인 온천유도후(온천탕 두부)의 발상지. 시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온천유도후 전문점과 두부공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며, 100%우레시노산 

콩만을 사용해 두부를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높은 맛의 달인 만화책에 소개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이용정보

●

 영업   17:00 - 24:00   

●

 문의   0954-43-2535   

●

 주소   嬉野市嬉野町大字下宿乙770   

●

 교통   우레시노 온천마을 내

이자카야 센고쿠 居酒屋 戰國

일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야키토리 전문점. 다양한 종류의 꼬치를 즉석에서 숯불로 구워주고 생맥주를 비롯해서 다양한 소주와 사케도 먹을 수 있다. 한국어 

메뉴판도 준비되어 있으며, 밤 12시까지 영업하기 때 문에 늦은 저녁 일본 정취를 느끼며 생맥주 한잔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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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정보

●
 요금   파스타 런치 750엔, 피자런치 800엔, 라이스런치 680엔 등   

●

 영업   런치 12:00-14:30, 디너 16:00-22:00, 잡화매장 09:30-21:00(매주 화요일 휴무)   
●

 문의   0954-42-0178   

●

 주소   佐賀県嬉野市嬉野町岩屋川内甲382   

●

 교통   우레시노 온천마을 내

KiHaKo Cafe 嬉箱

요시다야(吉田屋) 료칸에서 운영하는 카페(잡화도 함께 판매)로 여유롭게 이탈리안 요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곳. 최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레시노 온천 을 

방문하는 여성분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매장 내부는 흰색으로 디자인 되어 있는데 도요타마 신사에 있는 흰 메기를 이미지 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매장의 

테이블과 의자는 전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 갤러리 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세련된 공간을 연출한다. 카페 런치 메뉴는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고 음 식 

맛도 훌륭 해서 우레시노 온천을 방문하면 꼭 들려야 하는 명소이다.

수제 햄버그 스테이크 크레용 

手作りハンバーグの店 クレヨン

일본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수제 햄버그 스테이크 레스 

토랑. 햄버그 스테이크의 사이즈와 소스를 선택할 수 있고, 

식후에 커피도 제공되는 런치세트가 가장 인기가 좋다. 한국 

어 메뉴판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다 쉽게 주문할 수 있다.

                이용정보

●

 요금   햄버그 스테이크 런치 890엔부터   

●

 영업   11:00 - 22:00   

●

 문의   0954-42-1281

우레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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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시노 숙소
우레시노  료칸 호텔

                이용정보

●

 문의   0954-43-3181   

●

 주소   佐賀県嬉野市嬉野町下野甲33   

●

 교통   우레시노 IC에서 약 5분(무료 송영 서비스 가능)

●

 HP    www.warakuen.co.jp

와라쿠엔 茶心の宿 和楽園

와라쿠엔은 녹차의 정성을 담은 다도의 료칸으로써 일본 최초로 차를 이용한 노천온천은 이곳만의 자랑거리이다. 우레시노 명물인 녹차를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점이 특히 호평을 받고 있다.  사방을 둘러싼 산록과 더불어 마을의 중심을 흐르는 우레시노 강을 조망할 수 있는 객실에서 와라쿠엔의 자랑거리인 녹차를 

마시며 느긋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녹차의 맛만큼이나 향기 진한 추억이 될 것이다. 한국인 직원도 2명이나 상주하고 있어서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객실은 본관과 노천 온천이 딸려있는 사잔테이, 별채 형식의 스이게츠로 나눠지고 온천시설은 남녀 각각 실내 온천탕과 노천온천탕이 있고 스이게츠 숙박자만 

이용 가능한 노천온천탕이 별도로 있다. ‘입으로 맛보기 전에 눈으로 먹는다’는 말을 실감나게 해주는 가이세키 저녁식사와 일본식 아침식사는 와라쿠엔 료칸의 

최고의 매력이다. 가족탕(전세탕)은 2곳 이 있으며 50분에 2,000엔 별도 요금이다.

                이용정보

●

 문의   0954-43-9322, 02-3401-9458   

●

 주소   佐賀県嬉野市嬉野町吉田丁4074,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60길 3-5 보우빌딩   

●

 HP    www.224porcelain.com

히젠요시다 도자기의 혁신적인 브랜드 224porcelain

400년역사의 히젠 요시다 도자기 가마는  도자기 산지로는 가장 오래된 지역중에 하나이지만 그 역사에 비해서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이유는 옛날 

나베시마번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는 대체로 아리타 도자기로 불렸고 요시다 도자기라 불리는 경우는 적었다. 지금도 도매상을 통해 출하하면 지명도가 높은 

아리타 도자기 스티커를 붙혀서 유통하고 있다.

224porcelain 브랜드의 도자기를 만드는 사토시 쓰지(36세)는 요시다 도자기의 특징은 지명도가 낮고 특별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품 디자이너 고토 후미아키씨와 마부치 아키라씨와 함께 새로운 스타일의 도자기를 만들게 되었다.

1층은 224porcelain 도자기를 사용한 카페를 운영하고 2층은 도자기 전시장 및 판매를 하고 있다. 224porcelain 제품은 세계 여러나라에 전시 및 판매를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MANUFAKUM 디자인 샵에서 전시 및 판매되고 있다.



                이용정보

●

 문의   0954-42-0210   

●

 주소   佐賀県嬉野市嬉野町大字下宿乙738   

●

 교통   우레시노 IC에서 약 5분(무료 송영 서비스 가능)  

●

 HP    www.wataya.co.jp 

와타야벳소 和多屋別莊

우레시노 온천을  대표하는 우레시노 최대 규모의 온천 료칸이다. 거대한 부지 위에 자리한 5개의 숙박동과 넓은 일본 정원 등의 구성으로 전통 료칸이라기보다는 

온천 리조트라 칭하는 것이 더욱 어울리는 곳이다. 이곳은 일본 국왕이 우레시노 방문 시 자주 찾는 장소로도 유명하다. 그런 와타야벳소는 우레시노 강을 사이에 

두고 각 2개의 건물로 구분되는데, 현대식 호텔 풍의 본관과 메이지 시대 전통 가옥 풍의 별관이 상반된 매력으로 투숙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1일 100명 선착순 입장으로 운영되는 별관 욕장 ‘신쇼’가 특히 유명하며, 그 외에도 섬세함이 엿보이는 구성의 다채로운 온천탕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입욕을 

즐기게 한다.  본관 로비에는 족욕을 하며 음료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족욕탕 카페가 있는데, 밤이 되면 근사한 이자카야로 변신한다. 그 밖에 발마사지. 아로마 

테라피, 가라오케, 테니스장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투숙객의 만족도를 높인다. 점점 방문이 늘어나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배려하여, 

최근엔 한국인 직원도 상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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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시노 온천 숙박자를 위한 tip
우레시노 온천의 료칸 또는 호텔에서 온천을 200엔에 이용할 수 있는 우대권을 발행하고 있다. 

우레시노 온천 숙박자에게만 해당되며 대부분의 료칸 및 호텔에서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우레시노 관광협회에 문의 0954-42-0240 (한국어 대응)

                이용정보

●

 문의   0954-42-2111   

●

 주소   佐賀県嬉野市嬉野町岩屋川内甲333番地   

●

 교통   우레시노 IC에서 약 5분 (무료 송영 서비스 가능)

●

 HP    www.kasuien.co.jp/

가스이엔 華翠苑

2010년 리뉴얼 오픈한 가스이엔은 우레시노의 축복받은 온천과 세련된 요리, 세계 제일의 공간미 등 세세 한 곳까지 손님들을 위한 배려를 느낄 수 있다. 9층에 

위치한 노천 온천탕은 우레시노 온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우레시노의 거리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9층 노천온천탕 

이외에도 지하에 남녀 각각 실내 온천과 노천온천탕이 있고 객실은 양실, 화실, 화양실 3가지 타입이 있다.

다카사고 御宿高砂

에도시대의 정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근사한 료칸. 온천 

공원이 맞은편에 있어 봄이 되면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 

나무의 행렬을 감상할 수 있다. 체크인 전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안락한 독서 공간 「도서 라운지」와 무료로 빌릴 수 

있는 휴식실의 마사지 의자 등이 매우 인기이고 남녀 노천온 

천탕 2곳을 저녁 7시부터 11시 30분 사이에 30분간 무료로 

전세탕처럼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큰 매력이다. 노천탕 딸린 

객식을 포함해 객실은 총 10개 정도이며 조용하고 아늑한 

일본의 전통료칸을 원한다면 이곳이 제격이다.

                이용정보

●

 문의   0954-42-0035

●

 주소   嬉野市嬉野町下宿乙730-19

●

 교통   우레시노 IC에서 약 5분(무료 송영 서비스 가능)

●

 HP    www.onyado-takasa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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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정보

●

 문의   0954-42-1170   

●

 주소   佐賀県嬉野市嬉野町下宿乙2276-1   

●

 교통   우레시노 IC 에서 송영버스로 5분

●

 HP    www.taishoya.com

다이쇼야 大正屋

우레시노 온천마을에서 3곳의 료칸을 보유하고 있는 다이쇼야 그룹의 메인 료칸이다.고급 료칸답게 엄선한 재료를 사용한 음식과 관내시설,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을 접대한다. 또한 단체 고객을 유치하지 않고 개인 고객 중심의 료칸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료칸이다. 

숙박자는 다른 2곳의 료칸 온천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이용정보

●

 문의   0954-42-0185   

●

 주소   佐賀県嬉野市嬉野町大字岩屋川内甲338-1   

●

 HP    www.grandhoyo.co.jp

그랜드호요 グランド鳳陽

피부미용에 좋은 양질의 온천이 자랑인 그랜드호요 료칸은 남녀 각각 노천온천과 실내온천이 구비되어 있다. 저렴한 가격임에도 몸에 좋은 식재료를 이용한 

정갈한 음식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객실은 화실과 양실이 있으며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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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 太良

                    안내

●

 다라초 관광협회 (太良町観光協会)   

●

 문의   0954‐67‐0065   

●

 교통   JR히젠가시마 역에서 보통열차 환승 JR다라 역 하차   

●

 HP    arachokankou.web.fc2.com/

                이용정보

●

 문의   0954-68-2260   

●

 주소   佐賀県藤津郡太良町大字大浦乙316-3   

●

 교통   JR하카타 역 ▶ JR히젠가시마 역 ▶ JR히젠오우라 역 송영차량 5분

가니고텐 蟹御殿

일본 후지 TV 방송국 “일본인이 가장 가고 싶은 온천 숙소” 방송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한 부티크 온천 료칸이다. 아름다운 달빛이 드는 신비한 느낌의 노천온 

천과 다케자키 게를 이용한 가이세키 석식은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다. 객실과 노천 온천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아리아케해의 경치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이다.

                이용정보

●

 호요소 료칸 (旅館 豊洋荘)

●

 요금   가니마부시 2,916엔(1일 20개 한정)   

●

 문의   0954-68-3545   

●

 주소   佐賀県藤津郡太良町大浦野崎港前   

●

 교통   JR히젠오우라 역에서 택시 10분

가니마부시 かにまぶし

게요리는 맛있지만 까먹기 불편하고 가격이 비싼 

다는 단점이 있어서 손님들이 만족할 수 있게 심혈 

을 기울여 탄생시킨 것이 가니마부시 요리다. 가니 

마부시 특징은 게살이 밥위에 올려져 있어 먹기 

편하고 크기와 형태가 제각각이라 상품성이 떨어 

지는 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먹는 방법이 

다양해서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용정보

●

 요금   오로시까쓰정식 1,080엔, 히레까쓰정식 1,410엔, 로스까쓰 1,410엔   

●

 영업   11:30 - 21:00   

●

 문의   0954-62-5354   

●

 주소   鹿島市井手319-1   

●

 교통   유토쿠버스 이데 정류장 하차 도보 5분

시게까쓰 茂かつ

창업 26년된 돈까스 전문점으로 후쿠오카 사가 특별판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가 되었다. 육즙이 풍부하고 바삭 튀긴 돈까스에 여러 종류의 향신료를 넣고 만든 

비밀의 특제소스에 찍어 먹는 돈까스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다. 또한 현지 식재료만 이용해서 만든 무즙과 무순을 넣고 특제소스를 뿌린 오로시까스가 

가장 인기가 좋다.

다라 다케자키 온천 
たら竹崎温泉

다라 다케자키 온천은 ‘가메노세’, ‘다케자키’, 

’히라야마’ 3개 온천지의 총칭으로 아리아케 

해 서해안과 면한 다수의 온천여관이 자리한 

온천이다. 수질은 나트륨 탄산수소식 염천으 

로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으며 입욕 후에는 

다라 명물인 ‘다케자키 게’를 비롯한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다케자키 게 竹崎かに

다케자키 게는 꽃게의 일종으로 큰 것은 30cm 이상 되는 것도 있으며 아리아케해 수심 

10m이상에서 서식한다. 여름부터 가을에 잡히는 게가 가장 맛이 좋지만 겨울철 알이 차 

있는 암컷을 최고로 친다. 다케자키 게는 1일 1회 태양의 빛을 받아 원적외선을 흡수한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는데 이것이 그 맛의 비결이다. 다라초 내의 료칸이나 호텔 등 대부 

분의 음식점에서 연중 맛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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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정보

●

 문의   0954-62-2151   

●

 교통   히젠가시마 역에서 택시로 10분 또는 JR사가 역에서 유토쿠버스로 1시간   

●

 HP    www.yutokusan.jp

                이용정보

●

 주소   유토쿠이나리 신사 입구

유토쿠몬젠상점가 祐徳門前商店街

유토쿠이나리신사 입구부터 약 400m 거리에 다양한 상점가가 조성되어있어, 잡화, 골동품, 기념품, 특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신사참배객과 관광객은 

물론 현지 주민들에게도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명물로 양갱이 있는데, 양갱이 들어있는 원형통에 도화선 같은 실이 붙어 있으며, 양갱을 통 밑에서 밀어 올려 

통에 붙어 있는 실로 잘라서 먹는 재미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유토쿠이나리 신사 祐徳稲荷神社

일본 3대 이나리로 손꼽히는 신사로써 1687년에 창건 되었다. 가시마 영주였던 나베시마의 부인인 가잔인만코 공주가 교토에서 시집올 때 교토의 

이나리오카미(稲荷大神) 일부를 가져온 것에서 전해진다. 울창하게 우거진 숲 사이로 보이는 붉은색 계단이 인상적이고 사업번창, 가정화목, 풍어풍작, 

교통안전 등 다양한 기원을 위해 연간 300만 명의 참배객이 찾는 명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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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마 鹿島

사가시 남서쪽 60km 지점에 위치한 가시마시는 일본 3대 이나리(稲荷)중 하나인 유토쿠이나리신사, 국가지정 중요 전통 건축물인 히젠 하마슈쿠 술 주조장 

거리, 진기한 생물들의 보고 아리아케해, 일본 역사공원 100선에 선정 된 가시마 성터 아사히가오카 공원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이용정보

●

 문의   0954-69-8004   

●

 교통   히젠가시마 역에서 열차로  4분 히젠 하마역 하차   

●

 HP    www.kashimacity.com/play/machinami/

히젠 하마슈쿠 肥前浜宿

히젠 하마슈쿠(肥前浜宿)는 하마가와(浜川)의 하구(河口)에 만들어진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부터 이어져 온 역사 깊은 마을이다. 에도시대에는 

역참마을이자 아리아케해에 면해 있는 항구도시로서 번창했고, 일본의 사케와 소주를 만드는 양조장이 몰려있다. 규슈 내에서도 술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써 하마가와(浜川)의 물을 사용해 술을 담그면 은은한 단맛이 난다고 해서 일본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다. 현재 6개의 주조장이 있고 그중에서 

후쿠치요 주조장에서 생산하는 나베시마(鍋島) 다이긴죠는 2011년 국제 와인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히젠하마슈쿠는 주조장 견학과 시음도 

가능하고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구 노리타가 주택 등 다양한 건축물도 견학할 수 있다.

                이용정보

●

 문의   0954-63-3412   

●

 교통   히젠가시마 역에서 도보 15분

가시마 성터 아사히가오카 공원 旭ヶ岡公園

사가현 3대 벚꽃 명소 중 한 곳으로 일본 역사공원 100선에도 선정된 아시히가오카 공원은 가시마 나베시마번의 성터에 위치하고 있고, 오테몬(大手門)과 

아카몬(赤門)은 현내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있다. 오테몬은 현재 공원 입구에 남아 있고 아카몬은 현립 가시마 고교의 교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벚꽃 약 5,000

그루가 심어져 있는 아사히가오카 공원은 훌륭한 경관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요자쿠라(夜桜)가 유명해서 매년 3월 하순 - 4월 상순까지 많은 꽃놀이객들이 

밤늦도록 벚꽃을 즐긴다.



오기 小城

양갱의 왕국, 명물 잉어 요리, 규슈의 작은 교토라 불리는 오기시. 일본 전국 명수 100선의 하나로 선정된 시요미즈 폭포와 일본 최고의 양갱 생산 도시, 

오기시 명물로 자리 잡은 잉어 요리, 매화와 벚꽃 명소이자 반딧불 마을로 불리는 오기시.

                이용정보

●

   오기시 관광협회 (小城市観光協会)   

●

 문의   0952-72-7423   

●

 주소   佐賀県小城市三日月町長神田2312-2

●

 교통1   사가 공항 이용시 : 사가 공항 ▶ 오기 리무진 택시 이용 1명부터 승차가능하고 1인당 편도 1,500엔 (전날 17시까지 예약).    

●

 교통2   JR사가 역(佐賀駅) ▶ JR오기 역(小城駅)  약 17분 소요 / 280엔

                이용정보

●

 요금   입장료 무료   

●

 이용   08:00 - 17:00   

●

 주소   小城市小城町861   

●

 교통   JR오기 역에서 택시 10분   

●

 HP    www.m-youkansiryoukan.jp

오기양갱 小城 羊羹

오기 양갱은 가마쿠라 시대 중국에서 반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후 일본의 풍토와 취향에 맞게 전혀 다른 것으로 개량되었다. 오기시에 양갱 

제조업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메이지 27년 청일전쟁 이후 군부대 매점 용품으로 전쟁터에 대량으로 보내졌는데 그때 큰 호평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현재도 20여 개의 업체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양갱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 무라오카 오기 본점 옆에는 오기 양갱 역사를 비롯해서 양갱 제조 공정, 재료, 

도구, 외국 희귀 양갱 등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고 1997년 국가 유형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이용정보

●

 문의   0942-82-8888   

●

 주소   佐賀県鳥栖市酒井西町789-1   

●

 교통   JR도스 역에서 도보 15분   
●

 HP    www.bientos.jp/

비안토스 호텔 ホテルビアントス

양식뷔페를 제공하는 레스토랑과 일본 정원을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일식 레스토랑이 있다. 객실은 양실, 화실이 있으며 전 객실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다. 도스 프리미엄 아울렛까지는 25분, 다자이후 덴만궁 30분, 후쿠오카 공항 30분 등 규슈 중심인 도스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규슈 어느지역을 

여행하더라도 매우 편리하다.

오기공원 小城公園

벚꽃 명소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선사하는 

공원으로 약 3,000그루의 벚꽃이 오기시 최고의 명소로 만들었다. 

초여름이 되면 약 2만 5,000그루의 철쭉이 피고, 밤이 되면 반딧불의 

마을을 실감할 수 있다. 공원 내에는 연못과 아동 유원지도 있어 

가족단위의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용정보

●

 문의   0952-73-8813   

●

 교통   JR오기 역에서 도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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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 鳥栖

2004년 3월에 개업해 미쓰비시 그룹의 주식회사 미쓰비스지소 사이먼에서 운영 중이다. 신칸센 및 고속도로와 인접한 아울렛은 규슈의 각지에서 

찾아오기에 교통편이 편리하다. 타 지역을 관광할 때 한번씩 들르는 손님도 많아 연간 500만 명이 찾아오는 곳이다. 2007년 12월과 2011년 7월, 2회 증설을 

거쳐 현재 총 150점포가 됐다. 국내에도 파주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다. 차이점이라면 같은 명품 브랜드라도 제품이 다르며, 일본 로컬 브랜드 매장이 있 어 

국내와 또 다른 쇼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남부 도시를 이미지로 한 외관 또한 이곳만의 특색 이다. 푸드코트, 코인락커 등의 부대시설도 

잘 갖추어진 편이다. 홈페이지나 여행사를 통해 할인쿠폰을 챙겨 가면 추가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세일은 6월 여름 바겐세일과 1월 겨울 

바겐세일로 연중 최대규모의 세일을 단행한다.

도스 프리미엄 아울렛 교통편

기차로 이동시

●

 교통1   JR사가 역 ▶ JR도스 역 ▶ 노선버스(15분 200엔) ▶ 프리미엄 아울렛

●

 교통2   JR하카타 역 ▶ JR도스 역 ▶ 노선버스(15분 200엔) ▶ 프리미엄 아울렛

버스로 이동시

●

 교통3   덴진 버스센터에서 직행버스(토, 일, 휴일만 운행)로 45분소요

                    안내

●

 영업   10:00 - 20:00 (2월 셋째주 목요일 휴무)   

●

 문의   0942-87-7370   

●

 주소   佐賀県鳥栖市弥生が丘8-1   

●

 HP    www.premiumoutlets.co.jp/tosu/

도스 교통편

●

 교통1   JR사가 역 ▶ JR신도스 역 특급 기차로 12분소요 편도 1,270엔   

●

 교통2   JR하카타 역 ▶ JR신도스 역 규슈 신간센으로 13분소요 편도 2,310엔



                이용정보

●

 교통   요시노가리 역에서 택시로 10분

왕인천만궁 王仁天滿宮

천수 백 년 전 일본의 왕은 뛰어난 백제의 여러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백제의 왕인박사와 많은 기술자들을 일본으로 불러서 일본 기술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문화와 기술을 배우도록 한다. 왕인박사와 기술자들은 천자문과 논어를 처음으로 일본에 전파하였고 일본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왕인 

박사를 기리는 신사를 만들 정도로 일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다.

                이용정보

●

 요금   마젬바 650엔   

●

 영업   11:00 - 14:00, 17:00 - 21:00   

●

 문의   0952-72-2023   

●

 주소   佐賀県小城市小城町本町163-7   

●

 교통   JR오기 역에서 도보 10분

고토부키별관 마젬바 寿屋別館

오기시 B급 구루메 마젬바. 마젬바는 면과 오기 지역의 식재료를 한가지 이상 넣어서 잘 비벼서 먹는 음식이다. 오기시 내 16곳에서 마젬바를 먹을 수 있고 그 

중 100년 이상 된 목조 건물이 특징인 고토부키별관이 가장 인기가 좋다. 이곳 마젬바의 면은 아시가리 두유면을 사용하고 토핑은 돼지고기, 감자조림, 

우엉줄기 튀김 등  총 21가지 재료를 사용한다. 고토부키 별관만의 특제 소스와 유자후추를 넣어서 잘 비비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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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정보

●

 요금   1,960엔   

●

 영업   11:00 - 22:00 (매주 화요일 휴무)   

●

 문의   0952-72-3895   

●

 교통   JR오기 역에서 택시로 10분   

●

 주소   佐賀県小城市小城町大字松尾2222

잉어요리 전문점 다카미야 滝見屋

오기시 기요미즈에는 옛부터 수십 개의 잉어 요리 전문점이 늘어서 있다. 그중에서도 다카미야는 1894년부터 기요미즈 폭포에 수행 온 수행자들을 위해 

숙소를 제공해 왔던 곳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잉어 요리 전문점이다. 기요미즈 강의 차고 깨끗한 물에서 자란 신선하고 건강한 잉어는 특유의 냄새도 없고 

담백한 맛으로 식감 또한 훌륭하다. 요리는 잉어  요리 코스 딱 한 종류만 가능하다.

                이용정보

●

 문의   0952-72-2155   

●

 주소   小城市小城町岩蔵77   

●

 교통   JR오기 역에서 송영버스로 5분

오기온천 가이센카쿠 小城温泉 開泉閣

아담한 온천마을인 오기온천은 알칼리성 단순천으로 신경통, 관절통, 위장병, 피로회복 등에 효능이 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 잡은 가이센카구에서는 

온천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고, 정성이 담긴 가이세 키요리 외에도 오기시의 명물인 잉어 요리를 맛볼 수 있다.

간자키 神埼



규슈 올레의 상징

규슈 올레길 이용방법

제주 올레가 일본의 규슈에 만들어졌다. 제주의 곳곳을 걸어서 여행하며 제주의 속살을 발견하는 제주 올레처럼,

규슈 올레는 웅대한 자연과 수많은 온천을 가지고있는 규슈의 문화와 역사를 오감으로 즐기며 걷는 트레일이다. 규슈 올레 조성을 위해

제주 올레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제주올레에서 코스개발 자문과 브랜드 사용, 표식 디자인 등을 제공했다.

「올레」란 좁은 길을 말하는 제주 방언이며, 규슈 올레는 제주 올레의 올레가 일본에 수출돼 조성된「보도 여행길」이다. 

규 슈 올레의 상징은 다홍색이다. 다홍색은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사의 도리이(鳥居) 색깔로서, 일본 문화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색이다.

또한 일본을 상징하는 도키(朱鷺/따오기)라는 새의 머리와 발 색깔이기도 하다.

제주 올레와 같이 간세(조랑말 캐릭터를 표현한 구조물)와 화살표, 리본을 따라서 길을 걸으면 된다.

간세의 머리가 가리키는 방향이 길의 진행 방향이다. 파란색 화살표는 정방향, 다홍색 화살표는 역방향을 가리킨다. 리본은 파란색과 다홍색이 같이 걸려있다.

규슈 올레

                이용정보

●

 요금   성인 420엔, 아동 80엔   

●

 개장   09:00 - 17:00   

●

 문의   0952-55-9333   

●

 주소   佐賀県神埼郡吉野ヶ里町田手1843   

●

 교통1   JR사가역 JR요시노가리코엔 역 12분소요 편도 280엔   

●

 교통2   JR하카타역JR요시노가리코엔 역 40분소요 편도 840엔   

●

 HP    www.yoshinogari.jp/

요시노가리 역사공원 小城 羊羹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은 “야요이인의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테마로 일본의 우수한 문화적 유산인 요시노가리 유적의 보전과 당시 시설의 보존 및 전시 등을 

통해서 야요이 시대를 느낄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창출하고, 그 정보를 세계로 널리 알리고자 만들어 졌다.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의 야요이(弥生) 

시대는 일본에서 벼농사 문화가 시작, 정주문화가 뿌리내린 일본 문화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이다. 요시노가리 유적은 간자키시와 요시노가리 마을에 

걸쳐 2.5km 의 해자에 둘러싸인 일본 최대 규모의 야요이(弥生) 시대 환호취락(環壕集落)군 이고 일본 고대 역사를 해명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와 정보가 

모여있다.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자취, 다카마루 창고군 자취(高床倉庫群跡), 3000개가 넘는 묘, 야요이 시대 중기의 왕족의 무덤인 분구묘(墳丘

墓) 등이 발굴되었고, 분구묘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유병동검(有柄銅剣)이나 유리제의 관옥(ガラス製の管玉)등이 출토되어 대륙과의 교류를 

엿볼 수 있다. 요시노가리 유적은 한반도를 통해 전해진 벼 농사 문화를 받아들인 마을이 나라의 핵심 취락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다. 

2001년 4월에 오픈한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은 광대한 부지를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야요이 시대를 마음껏 체험하고 견학하고 느낄 수 있는 공원이다.

갓포우 다케시타 코코로 割烹 竹下こころ

간자키 소면은 380년의 오랜역사가 있는 전통있는 재료이다. 간자키 소면을 이용한 

멘가이세키요리(めん懐石)는 간자키시 8곳의 레스토랑에서 각자의 독특한 스타일로 

만들어지고 있다.8곳의 레스토랑중 가장 인기가 있는 다케시타 고고로는 현해탄과 

아리아케에서 잡은 해산물과 현지 식재료만 고집한다.가게안은 세련된 일본식 공간의 

차분한 분위기가 기분까지 상쾌하게 해준다. 예약은 필수이다.

                이용정보

●

 요금   멘가이세키 런치 2100엔   

●

 영업   11:00 - 22:00   

●

 문의   0952-52-3873   

●

 주소   佐賀県神埼市大字田道ケ里2100-4   
●

 교통   JR간자기 역에서 도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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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올레

번창했던 지난 시절의

다케오 코스
약 14. 5km / 약 4시간 소요 / 난이도 - A코스 : ★★★★☆  B코스 : ★★★☆☆

후쿠오카에서 JR 열차 또는 차로 1시간 거리인 다케오는
사방을 에워싼 산들 속에 고요히 자리 잡은 오래된 온천마을.
수령 약 3,000년의 신비하게 생긴 거대한 녹나무들과 1,300년이나 된 오래된 
온천들, 4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도자기 가마 90여 개가 있는 다케오는 전통이 
그대로 오늘의 삶이 된 곳으로 산악 풍광과 온천마을 풍광이 어우러지는 코스다.
다케오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힘을 준다고 믿는 영험하고 거대한 두 그루의 
녹나무를 차례로 지나면서 지친 발걸음에 다시 한번 신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JR다케오
온천역

다케오온천
관광안내소

사쿠라야마
공원입구

다케오온천
누문

나가사키
가도

다케오
시청앞

쓰카사키
녹나무

다케오신사
큰 녹나무

다케오시
문화회관

시라이와
운동장

B 코
스

 ▷

A 
코

스
 ▷

257개의
계단

B코스
전망대

다케오
가와

시라이와
운동공원

기묘지절
입구

이케노우치
호수입구

산악
유보도

A 코스
정상

A, B 코스 합류점A, B 코스 갈림길펜션피크닉 앞

1. 기묘지절
1574년 제 19대 다케오 영주인

고토다카아키라가 세운선종절인 기묘지절.
아름다운 숲길사이로 하늘을 가린 울창한 대나무 숲길과

1,500년 전의 고분 유적이 사람들의 발길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경내에는 일본식 정원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여러 지장보살상도 눈길을 끈다.

다케오에는 수령 3,000여년의 큰 녹나무 세 그루가 있다.

다케오 코스에서 그 중 두 그루의 녹나무를 지나는데,

이나무들은 태고에 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성역이라 불리며,

압도적인 존재감과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다케오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힘을 주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다케오시 문화회관은 옛 영주의 정원으로서 흙담과 문 등의

고풍스런 일본문화를 엿볼 수 있다.

1,300년 전 험한 돌산 기슭에서 뿜어나온 다케오 온천은 대지의 힘을 받아 건강을 지켜주는 곳으로 여겨졌다.

온천을 감싸고 있는 사쿠라야마공원은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과 함께 온천의 보물찾기를 하듯

공원 곳곳의 88개의 지장보살을 찾아보는 것도 큰 재미! 

이 지장보살들의 흐뭇한 미소는 번성과 대지의 영력을 기원하는 의미라고 한다.

4. 사쿠라야마 공원
& 다케오온천

2. 다케오온천 보양촌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챙길 수 있는 다케오시 소유의 아름다운 녹지지대. 

마을에서 벗어나자마자 만나는 커다란 호수 위 물그림자를 만드는 벚

꽃들이 봄이면 장관을 이룬다.

호숫가에 위치한 사가현 우주과학관은 우주비행 체험이 가능하며,

호수 위에서 보트를 타면서 물 위에 비치는 산그림자와 벚꽃그림자를

감상하는 묘미를 맛볼 수 있다.

3.
3,000년 된 녹나무 두 그루와

다케오시 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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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1.2km / 약 4-5시간 소요 / 난이도 ★★☆☆☆

제주를 꼭 닮은 바다가 펼쳐지는 해안올레인 가라쓰 코스는 나고야 성터와 
지금도 남아있는 400년간 이어져 온 옛길을 중심으로 지난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길이다. 이키섬, 대마도, 현해탄 등이 한 눈에 들어오는 시원한 경관이 
마음 속 깊은 고민까지 날려버리는 듯 하다. 자연이 조각한 주상절리와 푸른 
해송이 있어 규슈올레 중 제 주의 해안올레와 가장 닮아있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잘 
닦여있는 해 송 산책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과 함께 걷기에도 좋다. 

미치노에키 
모모야마텐카이치

마에다 도시이에 
진영터 

후루타 
오리베 진영터 

호리 히데하루 
진영터

400년 
역사의 길

다원
「가이게쓰」

다이코미치 히젠 나고야
성터 천수대 

가라쓰도자기 
히나타가마 

하토미사키 
소년자연의 집

하토미사키 
산책로 소라구이 

포장마차

1. 호리 히데하루 진영터
나고야 성터 주변에는 전국 160명이 넘는 다이묘가 집결되어 만든 

130개 진영터가 있다. 이 중 도쿠가와 이에야스, 다테 마사무네, 가토 기요마사, 

마에다 도시이에, 구로다 나가마사, 호리 히데하루 등 23개의 진영터는 

국가특별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돌담과 토루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특히 호리 히데하루 진영터는 유일하게 전체 터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다실과 일본의 전통 가면극인 노(能)무대 터 등이 있어 

일본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가 있다. 

2. 다원 가이게쓰
나고야성터의 일각에 자리잡고 있는 다원 「가이게쓰」. 이 곳에 들러 

마시는 진한 말차는 다원 앞 정원처럼 정돈된 몸과 마음을 만들어준다. 

가볍게 다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 곳은 옛날 전국에서 모인 여러 다이묘들과 

상인들이 참가하여 연일 다회를 개최한 곳이기도 하다.

자연이 조각한 주상전리

가라쓰 코스
특급 미도리 / 특급 하우스텐보스 이용

리무진 택시, 쿠루쿠루 버스

약 1시간 6분 소요 / 편도 ￥ 2, 580~

약 1시간 소요 / 편도 ￥ 2, 000

A 코스 : JR다케오 온천역 ▶ 기묘지절 ▶ 산악유보도 ▶ A 코스 정상 ▶ A, B 합류점 ▶ 녹나무 ▶ 누문

B 코스 : JR다케오 온천역 ▶ 기묘지절 ▶ 257개의 계단 ▶ B 코스 전망대 ▶ A, B 합류점 ▶ 녹나무 ▶ 누문

기묘지절

관광안내소 ▶ 다케오시 관광협회 09 : 00~ 17 : 00 ▶ Tel. 0954-23-7766 / 다케오온천역 관광안내소 09 : 00~ 17 : 45  Tel. 0954-22-2542 

사가공항 JR 다케오 온천역

다케오코스로 가기

다케오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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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미사키

하도미사키

가라쓰 코스
미치노에키 모모야마텐카이치 ▶ 마에다 도시이에 진영터 ▶ 후루타 오리베 진영터 ▶ 호리 히데하루 진영터 ▶
400년 역사의 길 ▶ 다원「가이게쓰」 ▶ 다이코미치 ▶ 히젠 나고야성터 천수대 ▶ 가라쓰도자기 히나타가마 ▶ 
하도미사키 소년자연의 집 ▶ 하도미사키 산책로 ▶ 소라구이 포장마차

가라쓰코스로 가기

JR 가라쓰역

약 1시간 10분 소요 / 편도 ￥ 1,140~

지하철 / JR기차
약 1시간 30분 소요 / 편도 ￥ 1,710~

리무진버스 JR기차

사가공항 JR 사가역 JR 가라쓰역

호리히데 하루 진영터

히젠 나고야 성터

하도미사키
소라구이 포장마차

규슈올레

4. [옵션:사가현립 나고야성 박물관]
국가 지정의 특별사적「나고야성터(名護屋城跡)」와 인접한 사가현립 나고야성 

박물관은 일본열도와 조선반도의 교류역사를 전시, 소개 하고 있으며 , 

우호・교류의 추진 거점이 될 것이다.
관람：9:00 ~ 17:00　휴관일：매주 월요일（휴일인 경우, 다음날), 

연말 입관료 ： 무료 （기획전 개최중에는 별도 요금 필요）

TEL 0955-82-4905, 한국어 음성안내 있음

3. 나고야성터
국가특별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나고야성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1592년에 축성한 성으로

 일본에 남아있는 모모야마 시대의 성곽 중 최대급의 성터이다. 

웅장한 석벽이 남아있는 이 곳의 천수대에서는 멀리 이키섬과 

대마도까지 현해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 

이곳은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으로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역사 교육을 위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봄에는 성터 전체에 흐드러지게 벚꽃이 핀다.

5. 하도미사키
겐카이국정공원(玄海国定公園)으로 지정되어 있는 하도미사키 곶. 자연이 만든 예술작품인 주상절리와 바다, 

또 다른 푸르름을 자랑하는 해송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으로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유명하다. 해안선을 따라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 파도소리를 듣고 진한 솔향기를 맡으며 걷기에 좋다.  아름다운 석양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6. 소라구이 포장마차
코스의 종점인 하도미사키 해수욕장 주차장에는 작은 가게들이 옹기종기 들어서 있다. 

이 고장의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이 가게에서는 현해탄의 거친 파도 속에서 자란 소라를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주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하다.  

반건조 오징어와 전복, 굴(12월~3월)도 맛볼 수 있다.

영업 : 3중순~10월 (9시~18시) , 11월~3월중순(9시30~17시), 1/1 휴무

가격(한접시당) : 소라구이 500엔, 반건조 오징어 600엔,  한입 크기 전복 700엔, 굴(12월~3월) 5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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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도로키노 타키 폭포 공원
높이 11m, 삼단으로 이루어진 폭포가 

굉음을 내며 떨어져서 이 이름이 붙여졌다.

폭포 주변은 공원이 정비되어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 등 

사계절의 꽃들이 아름다운 곳이다.

여기서 온천가로 이어지는 유보도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강물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어 

이 지역 사람들의 산책코스로도 인기가 있다.

4. 22세기 아시아의 숲
아시아 여러 나라에 서식하는 꽃과 나무들을 심어 자연 속 국제 교류의 장소로 만들었다. 

이곳의 식물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뿌리를 뻗어나가는 동안 국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져 

아시아 국가간 관계가 튼튼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22세기 아시아의 숲’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특히 ‘메타세콰이아’가 400여 그루 심어져 있어 여름에는 신록을, 가을에는 단풍을 뽐낸다. 

광대한 숲 속에 감도는 나무향기와 새들의 지저귐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6. 시볼트의 족욕탕
우레시노 온천가 중심에 있는 족탕 시설  “일본 3대 미인탕 우레시노 온천”을 손쉽게 체험할 수 있어 걸어서 피곤해진 발을 쉬게 해주는데 아주 좋다. 

우레시노 온천은 PA지수가 높아 단순천이지만 물이 매끄럽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3대 피부미인온천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3. 니시요시다 곤겐불상과 13보살상
곤겐불상(権現さん)은 옛부터 니시요시다 지역의 

오곡풍성을 기원하며 ‘물의 신’으로 모셔졌다. 곤겐불상의 옆에는 

13개의 보살상이 세워져 있다. 우레시노에 있는 88개 순례지 중 하나로, 

깎아지른 듯한 기암괴석 앞에 늘어선 지장 보살들이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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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젠 요시다 
도자기 회관

보즈바루 
파일럿 다원

니시요시다 
다원 

니시요시다의 
곤겐불상과 
13 보살상

22 세기 
아시아의 숲

도도로키 
폭포 

시볼트 유
(공중욕탕)

시볼트의 
족탕

온천공원
・

상점가

시이바 산소 

다이죠지
 • 

요시우라신사

1. 다이죠지・요시우라 신사
도자기 마을 요시다 사라야 지역에 있는 진언종의 절. 

요시다도자기의 번영을 기원하여 건립되었다. 

이곳에 모셔진 지장 보살들의 빨간 앞치마와 색색의 바람개비가 

조용한 경내의 공기와 대비를 이뤄 더욱 화려하게 느껴진다. 

안쪽에 위치한 요시우라신사에는 도자기의 신이 모셔져 있다.

2. 독특한 차밭
우레시노 녹차는 전국 차 품평회에서 5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 할 정도로 

품질의 우수성이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같은 우레시노시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밭의 모양이 다양해 개성 있는 풍경을 자아낸다. 특히 우레시노 코스가 지나는 

니시요시다 차밭의 기암괴석과의 대비와 넓은 녹색 천 조각을 서로 

꿰매 붙인듯한 보즈바루 파일럿 다원의 풍경이 매력적이다.

약 12. 5 km  / 약 4-5시간 소요 / 난이도 ★★★☆☆

우레시노는 ‘일본의 3대 미용 온천’ 중 하나로 꼽히는 곳으로, 미끈미끈한 감촉의 온천이 특징이다. 
온천과 더불어 녹차의 명산지로도 알려져 있다 하니 이 마을을 거닐기만 해도 피부가 미끈해질 것 같다. 
가지런하게 뻗은 녹차밭이 만들어내는 녹색 물결을 따라 걷다 보면 어지럽게 흩어진 마음까지 정갈하게 
정리되는 기분이다. 하늘을 꽉 메운 푸른 메타세콰이아 잎 사이로 
보이는 햇살이 작은 별처럼 빛난다. 우레시노의 상징인 ‘시볼트 유（シ〡ボルトの湯/공중욕탕)’와 
족욕탕시설이 있고, 개성적인 료칸들이 늘어져있어 노곤한 몸과 마음을 우레시노의 온천물에 녹일 수 있다.

녹차의 마을

우레시노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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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올레

22세기 아시아의 숲

다이죠지 · 요시우라신사

시볼트의 족욕탕

도도로키 폭포
요시다 사라야마

대관소 유적지

니시요시다의
곤겐불상과 13 보살상

우레시노 코스

우레시노코스로 가기

약 1시간 소요 / 편도 ￥ 2,000

사가공항 우레시노 온천

우레시노 온천

약 1시간 30분 소요 / 편도 ￥ 3,240~

특급 미도리 / 
특급 하우스텐보스 이용

노선버스
JR 하카타 역 다케오 온천 역

리무진 택시 /
쿠루쿠루 버스

히젠 요시다 회관 ▶ 다이죠지 • 요시우라신사 ▶ 니시요시다 다원 ▶ 니시요시다의 곤겐불상과 13 보살상 

▶보즈바루 파일럿 다원 ▶ 22 세기 아시아의 숲 ▶ 도도로키 폭포 ▶ 온천공원・상점가 ▶ 시볼트의 족탕

관련정보

 

<일반사단법인 사가현 관광연맹>

주소 : 佐賀県佐賀市城内1－1－59
전화번호 : 0952－26－6754

한국어 홈페이지 http://www.welcome-saga.kr/main.do

일본어 홈페이지 http://www.asobo-saga.jp/

<긴급연락처>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119(한국어 대응 가능)

도난 및 분실 등 발생 시 110

<환전 및 현금서비스>

환전

현금서비스

세븐일레븐 각 점포 내, ATM

우체국은행(ゆうちょ銀行)　각 지점 내, ATM

지점

본점(사가시)

도스

다쿠

가라쓰

다케오

가시마

우레시노

이마리

시설명

사가은행

사가공항

佐賀市唐人2-7-20

鳥栖市本通町1-793-2

多久市北多久町大字小侍820

唐津市米屋町1648

武雄市武雄町大字富岡8270-1

鹿島市大字高津原4296-7

嬉野市嬉野町大字下宿乙1047-9

伊万里市伊万里町甲614

0952-24-5111

0942-82-4121

0952-75-3131

0955-72-3111

0954-22-2131

0954-63-4111

0954-43-1161

0955-23-3111

0952-25-7104

9:00~15:00

9:00~15:00

9:00~15:00

9:00~15:00

9:00~15:00

9:00~15:00

9:00~15:00

9:00~15:00

月  水  土

11:00~12:30

水  金  日

15:30~17:00

주소 전화벊호 영업시간

<Wi-Fi이용가능 숙박시설>

1

2

3

4

5

사가시

사가시

사가시

사가시

사가시

호텔 뉴오타니 사가

호텔 그랜드 하가쿠레

사가 워싱턴호텔 플라자

관광호텔 아사카제

호텔 치요다칸

시살명

佐賀県佐賀市与賀町1-2

佐賀県佐賀市天神2-1-36

佐賀県佐賀市駅前中央1丁目164番地

佐賀市愛敬町11-25

佐賀市高木瀬町東高木216-1

0952-23-1111

0952-25-2212

0952-25-1111

0952-28-3333

0952-32-5115

주소지역 전화번호

우레시노 코스

약 1시간 30분 소요 / 편도 ￥ 1,900~

고속버스 료칸 송영버스
우레시노 온천우레시노 IC



<Wi-Fi이용가능 숙박시설>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사가시

사가시

사가시

사가시

사가시

사가시

사가시

사가시

사가시

사가시

사가시

사가시

사가시

사가시

사가시

가라쓰시

가라쓰시

가라쓰시

가라쓰시

가라쓰시

가라쓰시

가라쓰시

가라쓰시

가라쓰시

가라쓰시

가라쓰시

가라쓰시

가라쓰시

가라쓰시

가라쓰시

가라쓰시

가라쓰시

도스시

도스시

료칸 아케보노

컴포트호텔 사가

호텔 루트인 사가역 앞점

아파호텔 사가역 앞 중앙점

도요코인 사가역 앞점

비지니스호텔 선시티 1호관

비지니스호텔 선시티 2호관

다쓰미 료칸

비지니스호텔 이치조

의대 앞 그린호텔

호텔 류토인

유메치도리

후루유온천 ONCRI

료칸 야마토야

야마아카리

가라쓰 시사이드호텔

가라쓰 다이이치호텔

가라쓰 다이이치호텔 리베루

국민숙사 니지노마쓰바라호텔

아스카호텔

비지니스호텔 소라

요요카쿠

미즈노 료칸

료칸 마쓰노이

료칸 와타야

후쿠야

우오한 료칸

비지니스호텔 지토세

비지니스료칸 미도리

관광호텔 다이보카쿠

세이리키 료칸

비지니스료칸 후지야

호텔 비안토스

지산인 도스

시살명

佐賀県佐賀市中ノ小路3-10

佐賀県佐賀市駅前中央1丁目14-38

佐賀県佐賀市駅前中1-9-50

佐賀県佐賀市駅前中央2-6-14

佐賀県佐賀市駅前中央1-10-36

佐賀市神野東2丁目1-11

佐賀市神野東4丁目1-33

佐賀県佐賀市高木瀬東1-6-3

佐賀県佐賀市唐人2-6-23

佐賀県佐賀市鍋島4-3-6

佐賀県佐賀市大和町大字梅野120

佐賀県佐賀市富士町上熊川288

佐賀県佐賀市富士町古湯556

佐賀県佐賀市富士町古湯860

佐賀市富士町古湯792-1

佐賀県唐津市東唐津4-182

佐賀県唐津市西寺町488-1

佐賀県唐津市東町1-9 

佐賀県唐津市東唐津４丁目

佐賀県唐津市西城内6-13

佐賀県唐津市新興町2981-3

佐賀県唐津市東唐津2-4-40

佐賀県唐津市東城内4-50

佐賀県唐津市東唐津2丁目4番32号

佐賀県唐津市大名小路5-10

佐賀県唐津市大名小路5-19

佐賀県唐津市浜玉町虹の松原海岸

佐賀県唐津市高砂町1696-1

佐賀県唐津市栄町2573-7

佐賀県唐津市鎮西町名護屋1399

佐賀県唐津市呼子町殿の浦1672－2

佐賀県唐津市呼子町呼子4200－1

佐賀県鳥栖市酒井西町789-1

佐賀県鳥栖市弥生が丘6-84

0952-24-8181

0952-36-6311

0952-27-7115

0952-36-5111

0952-23-1045

0952-31-8888

0952-31-9999

0952-30-3018

0952-26-7238

0952-30-8100

0952-62-3111

0952-51-0155

0952-51-8111

0952-58-2101

0952-58-2106

0955-75-3300

0955-74-1000

0955-75-2000

0955-73-9111

0955-75-1210

0955-72-3003

0955-72-7181

0955-72-6201

0955-72-8131

0955-72-4181

0955-74-1298

0955-56-6234

0955-72-3361

0955-72-4961

0955-82-1711

0955-82-2311

0955-82-3556

0942-82-8888

0942-82-3711

주소지역 전화번호

<Wi-Fi이용가능 숙박시설>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도스시

도스시

다쿠시

이마리시

이마리시

이마리시

이마리시

다케오시

다케오시

다케오시

다케오시

다케오시

다케오시

다케오시

다케오시

다케오시

오기시

우레시노시

우레시노시

우레시노시

우레시노시

우레시노시

우레시노시

우레시노시

우레시노시

우레시노시

우레시노시

우레시노시

우레시노시

우레시노시

간자키시

아리타초

다라초

다라초

호텔 루트인 도스역 앞점

Komatsusou since1960 

다쿠 시티호텔 마쓰야

이마리 그랜드호텔

이마리호텔

호텔 뉴이마리

센트럴호텔 이마리

미후네야마 관광호텔

다케오 센추리호텔

교토야

나카마스

도요칸

센트럴호텔 다케오

다케오온천 하이쓰

퍼스널호텔 YOU

가제노모리

오기온천 가이센카쿠

와타야벳소

다이쇼야

시바산소

세이류

요시다야

와라쿠엔

이리후네소

하나노시즈쿠

다카사고

그랜드 호요

지요노야

료칸 센토로

산보쿠야

와타야 료칸

민숙 야마다

호텔 가니고텐

호요소

佐賀県鳥栖市京町724-1

佐賀県鳥栖市大正町747-1

佐賀県多久市北多久町小侍692-42

佐賀県伊万里市新天町中島466-11

佐賀県伊万里市蓮池町115

佐賀県伊万里市二里町八谷搦171番地

佐賀県伊万里市新天町字浜ノ浦549-17

佐賀県武雄市武雄町大字武雄4100

佐賀県武雄市武雄町武雄4075-13

佐賀県武雄市武雄町大字武雄7266-7

佐賀県武雄市武雄町大字武雄7377

佐賀県武雄市武雄町武雄7408

佐賀県武雄市武雄町昭和16-12

佐賀県武雄市武雄町大字永島18091

佐賀県武雄市武雄町武雄7283

佐賀県武雄市西川登町小田志17275

佐賀県小城市小城町岩蔵77

佐賀県嬉野市嬉野町下宿乙738

佐賀県嬉野市嬉野町下宿乙2276-1

佐賀県嬉野市嬉野町岩屋川内字椎葉

佐賀県嬉野市嬉野町下宿乙2314番地

佐賀県嬉野市嬉野町大字岩屋川内379

佐賀県嬉野市嬉野町下野甲33

佐賀県嬉野市嬉野町下宿乙2330

佐賀県嬉野市嬉野町岩屋川内甲445-1

佐賀県嬉野市嬉野町新湯通り

佐賀県嬉野市嬉野町大字岩屋川内甲 338-1

佐賀県嬉野市嬉野町下宿乙800

佐賀県嬉野市嬉野町大字岩屋川内

字清水乙2117-1

佐賀県嬉野市嬉野町下宿乙833

佐賀県神埼市神埼町田道ヶ里2350

佐賀県西松浦郡有田町本町丙1517-18

佐賀県藤津郡太良町大字大浦乙316-3

佐賀県藤津郡太良町大浦丙野崎1099-5

0942-87-1050

0942-82-3039

0952-75-6666

0955-22-2811

0955-22-3118

0955-23-4141

0955-22-0880

0954-23-3131

0954-22-2200

0954-23-2171

0954-22-3118

0954-22-2191

0954-20-1234

0954-23-8151

0954-23-2007

0954-20-6060

0952-72-2155

0954-42-0210

0954-42-1170

0954-42-3600

0954-42-0130　

0954-42-0026　

0954-43-3181　

0954-43-1230

0954-43-5066

0954-42-0035

0954-42-0185

0954-42-1073

0954-42-1195

0954-42-1122

0952-52-2973

0955-42-2067

0954-68-2260

0954-68-3545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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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큐패스
SUNQ PASS

산큐패스는 규슈지역은 물론 야마구치현의 시모노세키시 지역의 거의 모든 고속, 시내버스를 자유롭게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패스.북큐슈패스 3일권 6000엔  / 

전큐슈 3일권 10,000엔, 전큐슈 4일권 14,000엔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참조 

(www.sunqpass.jp/hangeul/)

2.규슈레일패스
KYUSHU RAILPASS

규슈레일패스는 규슈의 지정된 지역 내의 규슈 신칸센, 특급열차의 지정석, 보통열차와 JR 시모노세키역까지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자유이용패스입니다. 

북부 규슈지역과 규슈 전지역으로 나눠지며 북규슈지역 3일권 7,200엔, 5일권 9,260엔 / 전규슈 3일권 14,400엔, 5일권 17,490엔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참조 

(www.jrkyushu.co.jp/korean/railpass.html)

사가여행의 필수 교통패스
사    가    현    여    행    의         필    수         교    통    패    스

사가공항 관광(셔틀)버스 이용정보

2014년 5월 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사가 쿠루쿠루 셔틀을 통해 사가시의 유명 관광지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은 쿠루쿠루 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현 요금은 2015년 5월 이후 변동 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쿠루쿠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www.kurukurub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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