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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슈 여행
Kyushu Mini Guide

★규슈 7개 현의 여행 정보를 한눈에!
★관광·미식·쇼핑·온천 정보를 총망라
★열차·버스 교통정보와 구글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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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의 7개 현
한눈에 보기
일본열도를 이루는 4개의 큰 섬 중에서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규슈(九州)이다.
규슈 지방은 면적이 4만 2163㎢에 인구는 1476만 명이 넘을 정도로
광범위한 지방이다. 규슈는 7개의 현으로 나뉘며,
각 현마다 각기 다른 문화와 특색을 지녀 다양한 스타일의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모두 돌아보려면 10일도 부족할 정도로
여행의 매력이 넘치는 곳이 바로 규슈 지방이다.

후쿠오카 현
사가 현

오이타 현

나가사키 현
구마모토 현

가고시마 현

미야자키 현

후쿠오카 현 福岡
규슈 교통의 중심. 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여러 번 선정될
정도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으며 도시 경관도 깔끔하다. 인구의 여성
비율이 높아 쇼핑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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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현 佐賀
우레시노 온천, 자연 트레킹 규슈올레
등 소소한 시골 마을의 풍경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나가사키 현 長崎
일본에서 가장 먼저 개항을 한 항구
도시. 일본 3대 야경, 일본 3대 중화
거리 등 볼거리가 가득하며, 제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이 투여된 도시
로 전쟁 관련 유적이 많다.

오이타 현 大分
유후인, 벳푸 등이 있는 일본 최대의
온천 지역으로, 자연 속의 온천을 즐
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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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현 熊本
일본의 3대 성 중 하나인 구마모토
성이 있는 규슈 중부의 도시, 시외에
는 활화산인 아소산을 비롯한 산들이
많아 등산과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미야자키 현 宮崎
아름다운 해변이 길게 펼쳐진 미야
자키는 일본인들의 신혼여행지로 각
광받던 곳이다.

가고시마 현 鹿児島
지금도 화산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사쿠라지마, 모래 찜질 온천으로 유
명한 이부스키, 가고시마의 고구마
사츠마이모, 흑돼지 구로부타 등 먹
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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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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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岡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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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오카현 01 }

후쿠오카
福岡

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곳
후쿠오카는 일본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도시이며, 국제상업과 아시아 교류의 거점 도시다. 예로부터 상
업지로 번성한 하카타 博多와 성을 중심으로 발달한 후쿠오카 福岡가 합쳐져 지금의 후쿠오카가 되었다.
다른 규슈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하카타 역을 중심으로 교통이 발달했으며, 나카스카와바타
中洲川端와 덴진 天神을 중심으로 번화가가 형성되어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될 만
큼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으며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인구의 70%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이 많
이 모이는 도시인 만큼 상업 시설이 잘 발달해 쇼핑을 즐기기에도 좋다.
◎ 지역 가이드
여행 소요 시간 1일

관광 ★★★★

음식 ★★★★

쇼핑 ★★★★★

온천 ★

인천-후쿠오카를 연결하는 항공편(1시간 10분 소요)이 매일 운항하고 있다. 후쿠오카 공항에서 시내까지 10분 정
도면 갈 수 있고 규슈의 다른 관광 명소로 이동하기도 편리해 규슈 여행의 시작점이 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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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가는 법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해외 도시인 후쿠오카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내외. 배로 이동해도 고속선으로 3
시간, 저렴한 페리를 이용하더라도 6시간이면 도착한다. 후쿠오카 국제공항과 하카타 항 국제여객터
미널 모두 시내에서 가깝고 대중교통과도 잘 연결되어 있어 시내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나가사키 ↔ 후쿠오카

후쿠오카 국제공항 ↔ 시내
니시테츠 버스
국제선 터미널
2번 승강장
国際線ターミナル

310엔, 32분

니시테츠 버스
260엔, 15분

지하철
지하철
후쿠오카쿠코 역
(공항역)
福岡空港

하카타 역
博多

덴진 역
天神

260엔, 11분

지하철

JR 특급 가모메
特急かもめ

덴진
天神

4190엔, 2시간
나가사키 역
長崎

2570엔,
2시간 40분~3시간

JR 특급 소닉
特急ソニック
5050엔, 1시간 50분
벳푸 역
別府

국제선 터미널
1, 3층
택시승차장
国際線ターミナル

택시

고속버스

하카타
博多

1500엔, 15분

하카타 항 국제여객터미널 ↔ 시내

3190엔, 2시간 30분

하카타 항
博多港

덴진

1000엔, 10분

4040엔, 2시간 10분
하카타 역
博多
유후인 역
由布院

니시테츠 버스
230엔, 17분

JR 특급 유후인노모리
ゆふいんの森
4560엔, 2시간 10분

하카타 역
博多

택시

하카타 버스터미널
博多バスタ-ミナル
덴진 버스센터
天神バスセンタ-

JR 특급 유후
特急 ゆふ
天神

택시

하카타 역
博多

유후인 ↔ 후쿠오카

니시테츠 버스
190엔, 13분

하카타 버스터미널
博多バスタ-ミナル
덴진 버스센터
天神バスセンタ-

벳푸 ↔ 후쿠오카

하카타 역
博多

260엔, 5분

고속버스

하카타 역
博多

고속버스
2880엔, 2시간 20분

1500엔, 15분

사가 ↔ 후쿠오카

하카타 버스터미널
博多バスタ-ミナル
덴진 버스센터
天神バスセンタ-

가고시마 ↔ 후쿠오카
JR 특급열차
1930엔, 43분

사가 역
佐賀
고속버스
1030엔,
1시간 10분

JR 규슈신칸센

하카타 역
博多

하카타 버스터미널
博多バスタ-ミナル
덴진 버스센터
天神バスセンタ-

9930엔, 1시간 20분
가고시마
추오 역
鹿児島中央

고속버스
5000엔, 4시간 10분

하카타 역
博多

하카타 버스터미널
博多バスタ-ミナル
덴진 버스센터
天神バスセン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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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시내 교통
후쿠오카 시 중심부인 하카타, 덴진, 캐널시티 구간은 100엔 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후쿠오카 시내는
교통이 혼잡하고 버스가 천천히 운행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하카타 –캐널시티)는 걸어서 가는 것도 좋
다(후쿠오카 시내의 노선버스는 뒤로 탑승하고 앞으로 내리니 주의. 후쿠오카 오픈 톱 버스를 제외한 시내
의 모든 버스는 산큐패스 이용 가능). 시내 외곽 지역, 후쿠오카 돔, 니시진, 오호리 공원을 둘러볼 때는 지
하철이 편리하다. 그러나 지하철은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공항 이동을 포함해 세 번 이상 탈 경우는 1일 승
차권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100엔 버스 100円バス
후쿠오카에서는 하카타~캐
널시티~덴진 구간과 각 전
철 및 지하철역 부근을 100
엔 구간으로 묶어서 버스를
운행한다. 100엔 버스는 시
내 구간만 순회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nishitetsu.jp/kr/

노선버스 バス
후쿠오카 시내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버스다. 노선 버
스의 기본요금은 190엔이고, 구간에 따라 할증된다. 단,
노선버스도 하카타–덴진 구간은 100엔의 요금이 적용
된다(100엔 구간을 벗어나면 190엔으로 기본요금 상승).

심지인 덴진에 니시테츠 후쿠오카(덴진) 西鉄福岡(天神)
역이 있다. 노선은 덴진 오무타 선 天神大牟田線과 니시
테츠 가이즈카 선 西鉄貝塚線 2개가 있다. 열차는 보통
열차(普通), 급행열차(急行), 특급열차(特急)로 나뉜다.
요금은 150엔부터이며 구간에 따라 할증된다.
홈페이지 www.nishitetsu.jp/kr/

택시 タクシ일본의 택시는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택시를 탈 때는
운전사가 문을 열어주고 닫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본 요금은 580엔부터이고, 덴진에서 하카타까지 약
1200엔, 후쿠오카 공항 국제선에서 덴진까지 약 1700엔
이다.

홈페이지 www.nishitetsu.jp/kr/

지하철 地下鉄
공항선 空港線(구코센), 하코자키 선 箱崎線, 나나쿠마
선 七隈線 3개 노선이 있다. 여행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
선은 후쿠오카쿠코 福岡空港 역에서 시내 중심지를 연
결하는 공항선이다. 기본요금은 200엔이며 이동 구간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 1일 승차권은 620엔(토·일·공
휴일 520엔).
홈페이지 subway.city.fukuoka.lg.jp

니시테츠 전철 西鉄電車
다자이후, 야나가와 등의 근교 관광지까지 이동할 때는
니시테츠 전철이 가장 빠르고 저렴하다. 후쿠오카 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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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후쿠오카 시내교통을
패스 하나로 이용

후쿠오카 투어리스트 시티 패스
FUKUOKA TOURIST CITY PASS
오직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만 판매하는 패스로 후
쿠오카 시내의 대중교통인 버스, 니시테츠 전철,
JR, 지하철까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할 날짜를 긁은 후 사용하는 스크래치형 티켓
으로, 버스 운전사, 개찰구 직원에게 보여주면 된
다. 구입 시 여권 제시 필요. 성인 820엔, 어린이
410엔.

후쿠오카 ★ AREA 01

하카타 博多
하카타는 덴진과 더불어 후쿠오카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게다가 바쁜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저렴한 숙박 시
설을 갖추어 후쿠오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는
지역이다.
규슈신칸센이 출발하는 하카타 역은 역 안에 대규모 상
업 시설이 들어서 있다. 간사이 지역 최대의 백화점인
한큐와 도쿄에서 가장 큰 문구점인 도큐핸즈 등이 진출
해 있다. 그 밖에도 구텐이라 부르는 레스토랑 층에는
규슈는 물론 일본 각지의 맛집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 무

후쿠오카 나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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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만족시
켜 준다.

체크 포인트
하카타는 공항과 하카타 항으로 가는 교통이 매우 편리
한 곳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남은 시간을 하
카타에서 잘 활용하면 좋다.

가는 방법
버스를 타고 하카타 博多 역 앞 버스정류장에 내리는 방법
과 지하철을 타고 하카타 博多 역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버스
◌ 덴진 天神에서 하카타 博多 역까지 약 12분, 100엔
◌ 하카타 항 국제터미널 博多港国際タ-ミナル에서 하
카타 博多 역까지 약 17분, 230엔
지하철
◌ 덴진 天神 역에서 하카타 博多 역까지 약 5분, 200엔
◌ 후쿠오카 공항 福岡空港에서 하카타 博多 역까지 약
5분, 260엔

하카타의 관광 명소
[Sightseeing]

JR 하카타 시티 JR HAKATA CITY
하카타 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형 복합 시설. 후쿠오카
의 중심지 덴진에서 지하철로 5분 거리인 하카타 역은
신칸센으로 일본 각지와 연결되며 후쿠오카 공항과도
지하철로 6분 거리로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대
형 백화점 하카타 한큐 博多阪急와 젊은이들의 쇼핑 타
운 아뮤 플라자 アミュ-プラザ, 영화관 등 각종 편의 시
설이 들어서 있다.
주소 福岡県福岡市博多区博多駅中央街1-1
구글 맵 33.5902357,130.419825
교통 JR 하카타 博多 역 지하 2층과 연결

아뮤 플라자 アミュ-プラザ

도큐핸즈 TOKYU HANDS

하카타 역 안에 들어서 있는 대형 쇼핑몰. 다양한 패션
브랜드와 인테리어 잡화점, 서점은 물론 규슈의 맛집이
모여 있는 식당가 구텐 くうてん(9~10층)까지 들어서
있다. 하카타 한큐와도 연결되어 있어 오가며 쇼핑하기
편리하다.

아뮤플라자 1~5층에 있는 도큐핸즈에서는 디자인 잡
화, 아이디어 상품,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한다. 주방용품
을 취급하는 2층에는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각종
아이디어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전화 092-431-8484 영업 10:00~21:00 휴무 연중무휴
홈페이지 www.jrhakatacity.com

전화 092-481-3109 영업 10:00∼21:00
휴무 1월 1일
홈페이지 hakata.tokyu-hands.co.jp

위치 JR 하카타 시티 내

위치 JR 하카타 시티 내 아뮤 플라자 1~5층

하카타 한큐 博多阪急

휴무 연중무휴 홈페이지 www.hankyu-dept.co.jp
위치 JR 하카타 시티 내

하카타에서 티파니, 루이 비통, 에르메스 등 명품 숍을 돌
아보려면 하카타 한큐로 가자. 고급 브랜드부터 젊은이
들에게 인기 있는 패션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숍
이 입점해 있다. 특히 사람들이 붐비는 곳은 지하 2층의
식품 코너. 일본 각지의 유명 제과·제빵점이 입점해 웬
만한 디저트는 모두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도지
마 롤 堂島ロ-ル과 긴노스푼 銀のスプ-ン 등이 인기다.
한글 홈페이지에 외국인 우대 5% 할인 쿠폰이 있으니 출
력해 가자.
전화 092-461-1381
영업 지하~4층 10:00~21:00, 5~8층 10: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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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후쿠오카 거리의 명물 포장마차

야타이 屋台

후쿠오카는 라멘 등을 술과 함께 판매하는 포장마차 야타이가 유명하다. 일본의 포장마차는 경제성장과 함께 부
상된 위생과 경관 문제, 그리고 도로 점유 문제 등을 이유로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받으며 폐업했는데 후쿠오카
에서만은 시의 정책으로 유지하게 했다. 후쿠오카 시의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자리별 주소가 있으며 수
도와 전기도 공급된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정겨운 곳을 찾는다면, 야타이를 추천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좁은 벤치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술잔을 기울이며 주고받는 경험은 후쿠오카 여행만의 추억이 될 것이다. 야타
이는 메뉴도 주인장의 개성도 모두 다르다. 여기저기 돌아보며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보자. 관광객들이 많은 나카
스 일대보다 토박이들이 이용하는 덴진 일대를 추천한다.

{ 영업 시간 }
18:00~새벽(악천후일 경우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많다). 직장인들이 일을 마치는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포장
마차가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한다. 손님이 붐비기 시작하는 시간대는 오후 9시부터이니 체크해두자.

{ 이용 방법 }
① 메뉴를 확인하자 외국인이 야타이를 이용하려면 먼저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는 사진이나 영어
메뉴가 없기 때문이다. 또 메뉴에 가격표가 없는 곳이 있으니 주의하자. 가격표가 없는 곳에서는 바가지요금을
씌우기도 한다. 가격은 일반 술집과 비슷한 정도다.
② 주문은 한 사람당 하나씩 비좁은 자리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장사를 해야 하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님 회전
율이 밥줄과도 같다. 이곳에서 두 명 이상이 하나를 시켜서 나누어 먹는 것은 큰 실례가 된다. 옆사람과 이야기하
느라 빈 술잔과 빈 접시를 앞에 두고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실례가 된다. 음식이나 술을 주문하거나 배
가 부르면 계산을 하고 나오자.
③ 메뉴 업소마다 다르지만 주로 어묵, 꼬치구이 등 주로 술안주로 시작해 라멘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야타이마다 주력 메뉴가 다르니 여러 군데를 돌아보며
음식을 조금씩 맛보는 것도 여행의 묘미가 될 것이다. 거스름돈이 덜 생기고 계산하기
쉬운 500엔대 메뉴가 많다.
④ 화장실 포장마차에는 화장실이 없으므로 미리 해결하고 가거나 가까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자. 대부분의 편의점에 공중화장실이 있다.
⑤ 주의할 점 주변 도로를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때문에 의자나 테이블을 포장마차 밖에 가지고 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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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카타의 맛집

[restaurant]

무츠카도 카페 むつか堂カフェ

덴진 호르몬 天神ホルモン

일본 최고의 식빵을 목표로 하는
독특한 식빵 전문점 무츠카도에
서 운영하는 카페. 식빵과 함께
달콤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카페라테
カフェラテ(518엔)에는 무츠카도
식빵이 그려진 귀여운 라테아트
를 볼 수 있다. 빵 위에 치즈를 올려 구워 낸 크로크무슈
クロックムッシュ(734엔) 또한 별미. 본점인 베이커리는

유명한 후쿠오카의 철판 곱
창구이 전문점. 전 좌석이 카
운터석으로, 눈앞에서 셰프가
직접 곱창을 철판에 구워준
다. 곱창 이외에도 소고기, 돼
지고기 스테이크 등 다양한
철판 요리가 준비되어 있으며
특히 마루초(대창) 丸腸 구이
가 맛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
격에 철판구이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선다. 호르몬 정식 ホルモン定食 1280엔.

야쿠인에 위치하고 있다.
주소 福岡県福岡市博多区博多駅中央街1-1
구글 맵 33.590477, 130.420971
전화 092-710-6699
영업 10:00~21:00 휴무 연중무휴
홈페이지 mutsukado.jp
교통 하카타 博多 역,
JR 하카타 시티의 아뮤 플라자 5층

하카타 오오야마 博多おおやま
후쿠오카의 향토 요리인 모츠나베 もつ鍋는 소나 돼지
의 곱창(소장, 대장 등의 내장)을 주재료로 하는 냄비 요
리로, 우리나라의 곱창전골과 비슷하나 맵지 않다. 오오
야마는 모츠나베를 전문으로 하는 이자카야 겸 레스토
랑으로 하카타 역과 연결되어 있다. 미니 냄비에 1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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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福岡県福岡市博多区博多駅中央街1-1 JR博多シティ B1F
博多1番街
구글 맵 33.590540, 130.420063
전화 092-413-5129 영업 10:00∼23:00
휴무 연중무휴
교통 하카타 博多 역 지하 1층 하카타 이치반가이 博多1番街

도 주문 가능하므로 점심 시간에 혼자 이용하기도 편하
다. 모츠나베 런치 1180엔~, 디너 1380엔~.
주소 福岡県福岡市博多区博多駅中央街1-1 博多デイトス1F
구글 맵 33.591318, 130.421193 전화 092-475-8266
영업 11:00~23:00 휴무 연중무휴 홈페이지 www.motuooyama.com 교통 하카타 博多 역 하카타 데이토스 1층 하카타
호로요이도리 博多ほろよい通り 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