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미시마바라 코스
거리 10.5㎞

시간 약 3~4시간 소요

25~30분
1.4㎞

100m
50m
0m

구치노츠항

15~20분
1.0㎞

야쿠모신사 노로시야마산

화장실
식당

난이도 중

15~20분 10~15분 15~20분
1.0㎞

지도보는법

0.5㎞

환상의
노무키
소나무

0.9㎞

고다마 상점

편의점
15~20분 15~20분
0.8㎞

0.8㎞

다지리
해안공원

40~45분

25~30분 10~15분

2.3㎞

세즈메자키 용나무 군락
등대

1.3㎞

0.5㎞

구치노츠
역사 민속 자료관
현무암
해안입구

구치노츠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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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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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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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오카 공항/하카타항 福岡空港・博多港

▶

＜산코버스 産交バス＞ ▶ 구마모토신항 熊本新港
▶
●
▶
●
●

시마바라 외항 島原外港

나가사키 공항 長崎空港

▶

구치노츠항 口之津港

▶

＜ 오션애로우 オーシャンアロー＞

＜시마테츠 버스 島鉄バ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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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노츠항 口之津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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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오카 공항/하카타항 福岡空港·博多港
▶

＜버스 バス＞

＜시마테츠 버스 島鉄バス＞

▶

▶

▶

JR하카타역<신칸센> JR博多駅＜新幹線＞ ▶
나가스항長洲港

구치노츠항 口之津港

▶

▶

＜아리아케 페리 有明フェリー＞

▶

타이라항 多比良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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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의 노무키 소나무 幻の野向きの一本松

RESTAURANT & CAFE

사츠마 薩摩

구치노츠 온천 시라하마 비치 호텔
口之津温泉しらはまビーチホテル

구보주조 久保酒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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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세즈메자키 등대 瀬詰崎灯台

용나무 군락 あこう群落

PLUS UP

마쓰다야 노포 松田屋老舗

하미네 波美音

노다제방 · 노로시야마산
野田堤 · 烽火山

HOTEL & RYOKAN

구치노츠 역사 민속 자료관 口之津歴史民俗資料館

하라죠 온천 마사고 原城温泉真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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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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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노츠항口之津港

구치노츠 등대口之津灯台

스다치 すだち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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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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니이케항(구마모토현) 鬼池港(熊本県) ▶ ＜시마테츠 페리 島鉄フェリー＞ ▶ 구치노츠항 口之津港

JR신타마나역 JR新玉名駅
▶

▶

▶

JR하카타역 ＜신칸센＞JR博多駅＜新幹線＞ ▶ JR구마모토역 JR熊本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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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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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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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칸 시로 旅館城

마스카르보네를 사용한 크림의 티라미스
롤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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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전화

長崎県南島原市南有馬町丁 170
0957-85-2148

과자 공방 레비니온
菓子工房レ · ピニオ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