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관광국(JNTO) 후쿠오카 관광안내

후쿠오카
후쿠오카는 일본의 4개 섬 중 최남단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축제가, 시민들이 단체

규슈의 북쪽 해안에 자리잡고 있다. 이 도시는

의상을 입고 도시를 도는 ‘하카타 돈타쿠’(5월

2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예부터 아시아
의 게이트웨이로 번성해왔다. 후쿠오카는 인구

3-4일), 수백명으로 이루어진 7팀이 1톤의 가
마를 들고 5km의 코스를 도는 시간을 재는

가 1,476,316명(2010년 7월 현재) 이상으로

‘하카타 기온 야마카사’(7월 1-5일), 1085년의

일본에서 7번째로 큰 도시이며, 규슈의 행정,
경제, 문화적 중심지이다. 후쿠오카는 많은 호

역사를 가진 하코자키 신사에서 열리는 ‘호조
야’(9월 12-18일), 그리고 아시아 문화의 달

텔 및 기타 시설은 물론, 신사, 사찰, 그 밖의

동안 열리는 ‘아시안의 달’(9월)이다. 후쿠오카

문화, 역사적 시설을 소중하게 보존하고 있는
현대적인 도시이며, 수많은 산, 온천, 바다 그

및 주변에서 열리는 수많은 축제들은 여러분들
의 여행을 보다 더 다채롭게 해줄 것이다.

리고 시내 근처 공원 등 다양한 자연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후쿠오카는 큰 도시의 모든 편
의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방문객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다.
후쿠오카는 아시아와 그 외의 20여개 도시에
서 매주 300여편 이상의 국제선을 통한 뛰어
난 접근성을 자랑하고 있다. 물론 도쿄 공항,
오사카 및 기타 주요 국내선도 매일 다수 운항
되고 있다.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는 관광객
은 지하철로 단 11분만에 시내 중심에 도달할
수 있다. JR하카타역후쿠오카), 규슈 전 지역
의 주요 철도역에서 신칸센으로 6시간 정도밖
에 걸리지 않는다. 후쿠오카는 편리한 고속버
스 또는 특급열차로 벳부, 미야자키, 구마모토,
가고시마, 나가사키 등의 도시에 빠르게 갈 수
있어 규슈 여행의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에도 시대 때 나카강을 기준으로 후쿠오카를
서쪽의 성곽도시인 ‘후쿠오카’, 동쪽의 상인 마
을인 ‘하카타’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누었었다.
1889년 두 마을은 현재의 후쿠오카시로 통합
되었지만, 하카타의 오늘날을 만들어낸 전통
공예의 보존을 위하여 하카타 인형 및 하카타
직물 등 전통 공예품의 보존에 힘쓰고 있다.
후쿠오카의 사람들은 축제를 사랑하며, 후쿠오
카에는 매달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다. 그 중

시내 교통
후쿠오카 주변을 여행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다. 역 이름은 로마 문
자로 표시되며 승차권 자판기의 티켓 구매를
위함 지침도 영어로 표시되어 있다. 공항선은
후쿠오카 공항에서 하카타, 나카스카와바타,
덴진과 오호리 공원을 지나 메이노하마까지 운
행되며, 하코자키선은 나카스카와바타에서 하
코자키미야마에(하코자키 신사)를 지나 가이즈
카까지, 나나쿠마선은 덴진미나미에서 후쿠다
이마에를 지나 하시모토까지 운행된다.
후쿠오카의 광범위한 버스 노선을 이용하여 도
시와 근교 이내 대부분의 장소로 이동할 수 있
다. 주요한 지방 및 장거리 버스터미널은 JR하
카타역 옆에 있는 ‘후쿠오카 교통센터’와 덴진
에 위치한 ‘솔라리아 터미널 빌딩의 3층에 위
치한 ‘니시테쓰 덴진 버스센터’이다. 니시테쓰
후쿠오카(덴진)역은 덴진의 미쓰코시 백화점 2
층에 위치하고 있다. 역에서 니시테쓰 덴진오
무타선을 이용하여 다자이후, 구루메 및 야나
가와 등 인기 지역으로 갈 수 있다.

철도
출발

도착

도쿄

교통기관

소요 시간

편도 요금

JR신칸센(노조미)

5시간 9분

22,320엔

JR신칸센(히카리)

6시간 30분

21,720엔

오사카

하카타

JR신칸센(사쿠라)

2시간 40분

14,890엔

(신오사카)

(후쿠오카)

JR신칸센(노조미)

2시간 28분

14,890엔

JR신칸센(사쿠라)

1시간 10분

8,700엔

JR신칸센(노조미)

1시간 2분

8,900엔

항공사(공항)

소요 시간

편도 요금

히로시마

항공
출발

도착

JAL, ANA, SKY
(하네다)

도쿄
후쿠오카

오사카

1시간 50분

39,020엔
(SKY 22,800엔)

JAL, ANA(나리타)

2시간

38,900엔

JAL, ANA(이타미)
ANA(간사이)

1시간 10분

24,100엔

나고야

ANA(센트레아)

1시간 20분~
1시간 30분

27,900엔

편도 요금은 시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항-시내 중심부
지하철로 하카타역까지 5분(250엔), 후쿠오카 덴진 시내까지 11분(250엔)

후쿠오카 100엔 버스
후쿠오카시의 중심 덴진과 하카타역 사이를 100엔으로 오갈 수 있다. 그 외에 니시테쓰 버스1일
자유 승차권으로 시내의 주요한 관광지를 편하게 둘러볼 수도 있다(600엔).

대표적인 관광 지역[①~⑱: 시내 지도상의 위치, 지도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음]

덴진 지역

[지하철 덴진역]
덴진은 후쿠오카의 주요 상업 중심지로 에너지가 넘치는 곳으로, 다수의
사무실, 백화점(이와타야, 다이마루, 미쓰코시)과 오래된 신사가 공존하고
①

덴진

있는 공간이다. 쇼핑을 할 때에는 덴진 지하상가를 둘러보자. 덴진 서쪽의
덴진니시도리는 패션에 민감한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곳이고, 동쪽의
ACROS 후쿠오카는 계단식 정원인 덴진 중앙공원과 인접해 있으며 정보,
문화의 중심지이다.

②

야나기바시
연합시장

[JR하카타역에서 도보 15분]
후쿠오카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으로, 다양하고 신선한 생선들을 볼 수 있
는 곳이다.

하카타, 나카스 지역

[JR하카타역에서 도보 10분]
1996년 건설된 이 곳은 일본 최초의 미래 지향적 ‘도시 속의 도시’이다.
③

캐널시티

180m의 운하를 중심으로 13개의 스크린이 있는 영화관, 미래 지향적 테마

하카타

파크, 호텔, 수많은 상점과 거리의 놀이 문화 등이 있어 다양한 관광 매력
을 느낄 수 있다.
http://www.canalcity.co.jp/kr/

④

야타이

야타이는 늦은 오후와 이른 저녁 시간에 거리에 늘어서는 이동식 포장마차
이다. 후쿠오카시내에 약 200대 이상이 있으며, 주로 나카스와 덴진 지역
에 있다. 메뉴로는 하카타 라멘, 오뎅 등이 있다.
[지하철 기온역에서 도보 5분]

⑤

구시다 신사

757년에 세워진, 후쿠오카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로, 지금의 구조는 1587
년에 갖추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과 사업의 번영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야마카사 축제의 중심이 되는 곳이며, 축제
가마는 경내에 전시되어 있다.
[지하철 기온역에서 도보 10분]
구시다 신사 앞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메이지와 다이쇼 시대(1868~1926)

⑥

하카타마치야
후루사토칸

의 하카타 사람들의 삶과 시간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있기 있는 것은 야
마카사 축제의 영상과 다양한 지역 공예품을 판매하는 작은 상점이다.
운영 시간: 10:00~18:00(17:30까지 입장)
휴무: 12.29-12.31
입장료: 200엔
[JR하카타역에서 도보 15분]

⑦

스미요시 신사

이 신사는 규슈의 오래된 신사 중 하나로, 뱃사람들의 수호신을 모시고 있
다. 본전은 1623년에 복원되었으며, 대표적인 ‘스미요시즈쿠리’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지하철 기온역에서 도보 5분]

⑧

쇼후쿠지 절

에이사이라는 스님이 중국에서 4년 동안 공부한 뒤 일본으로 돌아와 선종
을 전파하고, 처음으로 선종 사원인 쇼후쿠지 절을 세웠다. 또한 에이사이
스님은 차(茶)를 들여오고, 일본 최초의 차나무를 경내에서 재배하였다.

⑨

도초지 절

[지하철 기온역에서 도보 2분]
1993년에 완성된, 현대적인 구조로 된 절이다. 이 절의 가장 큰 매력은 일
본에서 가장 큰 목조 불상으로, 그 높이는 10.8m(36피트)에 달한다.
[지하철 나카스카와바타역 6번 출구]
극장, 호텔, 상점과 레스토랑이 있는 새로운 복합상업단지로 7층은 현대
아시아 미술 컬렉션을 갖춘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이다.

⑩

하카타
리버레인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운영 시간: 10:00~20:00(19:30까지 입장)
휴무: 수요일(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12.26-1.1
입장료: 200엔
http://faam.city.fukuoka.lg.jp/korea/home.html
지하 2층의 니기와이 플라자에는 지역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무료 인
터넷이 연결된 컴퓨터가 있다.

운영 시간: 10:00~20:00
휴무: 1.1

⑪

베이사이드
플레이스
하카타 후토

[지하철 덴진역에서 도보 30분 또는 하카타역에서 버스로 14분]
해안가에 위치한 상점과 레스토랑은 후쿠오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이다. 해안가를 따라 도는 유람선은 넓은 나무 갑판의 인테리어와 대
형 원주형 수족관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 기온역 및 나카스카와바타역에서 도보 5분]
구시다 신사 옆에 위치한 목조 복층 건물은 후쿠오카시의 다양한 전통 예

⑫

하카타
전통 공예관

술인 ‘하카타 오리(섬유)’와 ‘하카타 닌교(인형)’와 같은 공예품들의 고향이
다. 1층에서는 다양한 전시회, 워크샵, 강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2층에서
는 ‘하카타 오리’와 ‘하카타 닌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그들의 역
사 및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운영 시간: 10;00~18:00(17:30까지 입장)
휴무: 수요일, 12.29-12.31
입장료: 무료
[지하철 오호리코엔역에서 도보 7분]
이 거대한 공원은 원래 후쿠오카 성 외곽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던 호수
로 구성되어 있다. 호수 주위 길은 조깅이나 사이클링, 걷기 등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또한 오호리 공원에는 후쿠오카시 미술관이 있
다.
후쿠오카시 미술관
운영 시간: 9:30~17:30(17:00까지 입장), 7-8월은 19:30까지

⑬

오호리 공원

휴무: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12.28-1.4
입장료: 200엔
http://www.fukuoka-art-museum.jp/korea/index.html
오호리 공원 일본 정원
운영 시간: 9:00~17:00(16:45까지 입장)
휴무: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12.29-1.3
입장료: 240엔
오호리 공원 동쪽에 인접한 마이즈루 공원에서는 언제든지 후쿠오카 성을
볼 수 있다.
[하카타역에서 버스로 20분]
이 대규모 공원은 도시 남부의 언덕에 위치해 있으며, 후쿠오카시립 동식
물원이 있다.

⑭

미나미 공원

후쿠오카시립 동식물원
운영 시간: 9:00~17:00
휴무: 월요일, 12.29-1.1
입장료: 400엔
[JR하카타역에서 버스로 35분]
원래 다이묘를 위한 별장으로 지어졌던 유센테이 공원이 전통 일본식 공원

⑮

유센테이 공원

으로 다시 만들어졌다.
운영 시간: 9:00~17:00
휴무: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12.29-1.1
입장료: 200엔

시사이드 모모치 지역

[도진마치, 니시진 또는 지하철 후지사키역에서 도보 15분]
해안에 위치한 매립지 위에 건설된, 후쿠오카에서 가장 현대적인 문화 상
업 시설이다.
후쿠오카 타워는 123m 높이의 전망대에서, 인접해있는 하카타만과 도시의
멋진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일본 최고의 해변 타워이다.
운영 시간: 9:30~22:00(4.1-9.30), 9:30~21:00(10.1-3.31)
입장료: 800엔(http://www.fukuokatower.co.jp)
바로 북쪽 옆으로 마리존이라는 부두가 있는데, 그곳 하카타만에서 우미노
⑯

시사이드
모모치

나카미치 해변공원까지 갈 수 있다. 남쪽으로는 후쿠오카시립 박물관이 있
는데, 이 박물관의 중심 테마는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에 서있는 후쿠오카
시의 역할이다.
후쿠오카시립 박물관
운영 시간: 9:30~17:30, 7-8월은 19:30까지(일요일 제외), 마감 30분 전까
지 입장)
휴무: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12.28-1.4
입장료: 200엔
동쪽의 호크스 타운에는 일본 최초의 개폐식 지붕 돔을 갖춘 후쿠오카 야
후 재팬 돔이 있으며, 이곳은 프로야구팀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홈구장이다. 돔을 둘러싼 3층 산책로는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다.

⑰

마리노아시티
후쿠오카

[지하철 메이노하마역에서 버스로 15분]
해안에 위치한, 관람차가 있는 아웃렛 쇼핑몰이다.

하코자키 궁

[하코자키미야마에역에서 도보 3분]
923년에 세워졌으며, 현재의 구조가 완성된 것은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요한 축제인 호조야는 매년 9월 12일부터 18일
까지 열린다. 하코자키 궁 진입로에는 하코자키미야 꽃정원이 있는데 모란
⑱

하코자키 궁

과 그 외 여러 가지 식물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코자키미야 꽃정원
운영 시간: 9:30~17:00
휴무: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입장료: 100~500엔(계절에 따라 다름)

그 외 여행지
다자이후
[니시테쓰 덴진 오무타선 후쿠오카역에서 후쓰카이치역으로 이동, 환승 후 다자이후역에서 하차,
약 40분 소요]
다자이후는 중국 문학의 위대한 학자인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교육의 신’으로 모시기 위해 905년
에 설립된 다자이후텐만구가 있는 도시로 유명하다. 현재의 본전은 1590년에 세워졌다. 경내에는
6,000그루의 매화나무가 있는데 1월 하순에서 3월까지 개화한 매화를 볼 수 있다. 작은 보물전에
는 훌륭한 유물 컬렉션들이 있다.
운영 시간: 9:00~16:30(16:00까지 입장)
휴무: 월요일(월별에 따라 다름)
입장료: 300엔
근처에는 아름다운 이끼 정원이 있는 고묘젠지 절이 있다.
운영 시간: 8:00~17:00
입장료: 200엔

규슈 국립박물관
[다자이후선 다자이후역에서 도보 10분 또는 JR가고시마본선 후쓰카이치역에서 택시로 15분]
2005년에 개관한 후, 일본의 문화유산과 그 외 아시아와의 문화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운영 시간: 9:30~17:00(16:30까지 입장)
휴무: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휴관)
입장료: 420엔
http://www.kyuhaku.com/pdf/leaflet_kr.pdf

야나가와
[니시테쓰 덴진 오무타선 후쿠오카역에서 50분, 야나가와역에서 하차]
야나가와의 주요 매력은 도시의 교차운하 네트워크이다. 관광객들은 편안한 보트를 타고 운하를
따라가며 수양버들 및 여러 가지 식물들과 함께 유서 깊은 건물들을 볼 수 있다.

숙박 시설
H 호텔
R 료칸

요금
￥￥￥ 15,000엔 이상

BH 비즈니스 호텔

￥￥

8,000엔~15,000엔

Y 유스호스텔

￥

~8,000엔

시설명

TEL

FAX

숙박 요금

ANA 크라운 프라자 호텔 후쿠오카(H)
하카타 미야코 호텔(H)

(092)471-7111
(092)441-3111

(092)471-1109
(092)481-1306

￥￥￥
￥￥￥

호텔 뉴오타니 하카타(H)

(092)714-1111

(092)715-5658

￥￥￥

니시테쓰 그랜드 호텔(H)
호텔 닛코 후쿠오카(H)

(092)781-0711
(092)482-1111

(092)751-8224
(092)482-1127

￥￥￥
￥￥￥

다카쿠라 호텔 후쿠오카(H)

(092)731-1661

(092)731-1669

￥￥￥

IP 호텔 후쿠오카(H)
센트럴 호텔 후쿠오카(BH)

(092)262-2009
(092)712-1212

(092)262-1909
(092)761-8980

￥￥
￥￥

하카타 그린 호텔(BH)

(092)451-4112

(092)451-4177

￥

호텔 홋케 클럽 후쿠오카(BH)
후쿠오카 야마노우에 호텔(H)

(092)271-3171
(092)771-2131

(092)272-2095
(092)771-8888

￥
￥￥￥

가시마 혼칸(R)

(092)291-0746

(092)271-7995

￥￥

솔라리아 니시테쓰 호텔(H)
이와이 호텔(R)

(092)761-6500
(092)712-5800

(092)781-1211
(092)712-5806

￥￥￥
￥￥

그랜드 하얏트 후쿠오카(H)

(092)282-1234

(092)282-2817

￥￥￥

레이센카쿠 호텔 에키마에(BH)
JBB. 호텔(BH)

(092)441-8601
(092)263-8300

(092)441-8625
(092)263-8301

￥
￥

호텔 ETS Inn 하카타(BH)

(092)642-4563

(092)642-4628

￥

R&B 하카타에키마에(BH)
하카타 그란 스이쇼 호텔(BH)

(092)473-9898
(092)451-0101

(092)434-7577
(092)451-0023

￥
￥

도요코인 하카타에키미나미(BH)

(092)475-1045

(092)475-1046

￥

어코드 호텔(BH)
아메니티 호텔 in 하카타(BH)

(092)434-1850
(092)282-0041

(092)434-1889
(092)282-0044

￥
￥

헤이와다이 호텔 덴진(BH)

(092)737-1000

(092)737-1003

￥

발리에 호텔 아카사카(BH)
기타텐진 S.B. 호텔(BH)

(092)732-0900
(092)717-6600

(092)732-0909
(092)717-6627

￥
￥

호텔 에토와스 덴진(BH)

(092)737-3233

(092)737-3266

￥

호텔 트윈스 모모치(BH)
호텔 오쿠라 후쿠오카(H)

(092)852-4800
(092)262-2100

(092)845-8637
(092)262-7701

￥
￥￥￥

힐튼 후쿠오카 시호크(H)

(092)844-8111

(092)844-7887

￥￥￥

YH 스카이코트 하카타(Y)

(092)262-4400

(092)262-8111

￥

여행 정보 문의
후쿠오카 여행자 인포메이션 센터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주오구 덴진 1-1-1
ACROS 후쿠오카 2층
TEL: (092)725-9100
10:00~18:00
휴무: 12.29-1.3
후쿠오카 국제협회, 레인보우 플라자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주오구 덴진 1-711 IMS 빌딩 8층
TEL: (092)733-2220
10:00~20:00
휴무: 셋째 주 화요일, 12.29-1.3

구루메 여행자 인포메이션(JR구루메역)
후쿠오카현 구루메시 조난마치 JR구루메역
TEL: (0942)33-4422
10:00~17:00, 9:00~17:30(토/일/휴일)
휴무: 12.29-1.3
구루메 여행자 인포메이션(니시테쓰 구루메
역)
후쿠오카현 구루메시 히가시마치 니시테쓰
구루메역
TEL: (0942)33-3388
10:00~17:30, 9:00~17:30(토/일/휴일)
휴무: 12.29-1.3

후쿠오카 하카타역 여행자 인포메이션 센터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하카타역
중앙가 1-1 JR하카타역
TEL: (092)431-3003
8:00~20:00
후쿠오카 덴진 여행자 인포메이션 센터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주오구 덴진 2-1-1
솔라리아 터미널 빌딩 1층
TEL: (092)751-6904
10:00~18:30
휴무: 12.31-1.1
하카타 다이마루 교환&인포메이션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주오구 덴진 1-4-1
다이마루 백화점 메인 빌딩 1층
TEL: (092)712-8181
10:00~18:00
휴무: 1.1
다자이후 홀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 사이후 3-2-3
TEL: (092)918-8700
10:00~18:00
휴무: 수요일

관광 정보 센터(TIC)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 TIC는 일본에 체류
하는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관광지, 교통 및 숙박 등 다양한 정보를 무
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 일정도 제안하
고 있다.

다자이후시 여행자 인포메이션 데스크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 사이후 2-5-1
TEL: (092)925-1880
9:00~17:30

TEL: 03-3201-3331
100-0005 도쿄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33-1 신도쿄 빌딩 1층
운영: 9:00~17:00(신정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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