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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마 코스는 일부러 설계한 듯 역사와 자연이 딱 맞게 안배된 코스다. 올레길은 말굽 모양의 고고이시(神籠石, 돌유적)가 3㎞에 걸쳐 흩

어진 조야마(女山)산에서 출발한다. 조야마산은 봄에는 벚꽃으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들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진다. 오

르내리는 곳곳에 자리잡은 유적과 꽃들은 걷는 이의 길동무로 부족함이 없고,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광은 오르막의 고단함을 보상하기

에 충분하다. 조야마 산을 지나 만나는 작은 마을과 거대한 기요미즈데라절로 가는 구간은 미야마 코스의 백미다. 마을 사람 모두가 힘을 

합해 만든 석조 다리 메가네바시를 지나면 커다란 은행나무가 눈길을 사로잡는 기요미즈데라 혼보정원(淸水寺本坊庭園)이 나타난다. 

섬세함과 형식미를 자랑하는 일본 정원의 원형을 보여주듯 심자연못(心字池）과 정원석 그리고 작은 폭포 등이 조화로운 정원이다. 정원

을 나서 산길을 걷다 보면 물가 옆에 머리가 잘려있거나, 잘린 머리가 붙여진 흔적이 있는 오백나한(五百羅漢)이 기다리고 있다. 석가모

니의 제자 5백명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모습을 담은 석상들이다. 오백나한을 지나면 비로소 기요미즈데라절을 만난다. 천년이 

넘은 이 사찰에는 나데(어루만짐)불상(なで仏)이 자리하고 있다. 나데불상을 만진 손으로 자신의 아픈 곳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

기가 전해진다. 절을 지나 종점을 향해 가는 길은 전형적인 규슈올레 길이다. 눈과 마음이 시원해지는 진녹색 숲길과 마음이 차분해지는 

오오다니저수지, 작은 신사가 있는 마을을 지나면 종점이다. 종점에는 인기 휴게소가 있어 지역에서 유명한 농산물과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다.

미야마・기요미즈야마 코스

하치라쿠카
이교단

우부메타니 
수문

쿠로이와 저수지 기요미즈데라 절 삼층탑 규슈자동차도 규슈신칸센 미치노에키 
미야마

기요미즈데라 절
혼보정원

오백나한조야마 사적 
삼림공원·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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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미즈데라절 혼보정원 
清水寺本坊庭園
국가지정명승으로 무로마치시대에 

셋슈가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심자연못（心字池）을 중심으로 

정원석·나무·연못으로 흘러 내리는 

폭포 등이 있어 자연과 인공미가 조화를 

이룬다. 봄에는 신록, 가을에는 단풍 

등이 사계절 뛰어난 풍경을 자아낸다. 

아타고산으로 떠오르는 한가위의 

보름달이 연못에 비출때면 그윽하고 

미묘한 분위기가 펼쳐진다.

기요미즈데라절 혼보정원 
清水寺本坊庭園
국가지정명승으로 무로마치시대에 

셋슈가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심자연못（心字池）을 중심으로 

정원석·나무·연못으로 흘러 내리는 

폭포 등이 있어 자연과 인공미가 조화를 

이룬다. 봄에는 신록, 가을에는 단풍 

등이 사계절 뛰어난 풍경을 자아낸다. 

아타고산으로 떠오르는 한가위의 

보름달이 연못에 비출때면 그윽하고 

미묘한 분위기가 펼쳐진다.

오백나한 五百羅漢
깨달음의 길을 목표로 수행한 오백 명의 

석가의 제자들의 모습을 담은 상으로, 

에도시대 말기부터 1925년 사이에 걸쳐 

봉납된 것이다. 오백나한상은 머리가 잘려 

떨어져 나가 언제부터인가「목이 없는 

지장보살」이라고 불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누군가가 머리를 붙여주어 한 몸 한 몸이 

다른 표정을 되찾았다

우부메다니 수문 産女谷水門
고고이시라는 자연석과 네모나게 가공한 돌을 경사면에 

늘어놓고 흙으로 진을 쌓아 계곡의 물을 빼기 위해 만든 

수문으로 수문터는 우부메다니계곡, 겐고다니계곡, 

나가다니계곡, 가유모치계곡, 4군데에서 확인되고 있다.

메가네바시 다리 眼鏡橋
현재 위치에서 북서쪽으로 약 1.2kｍ에 있는 

오오쓰카촌(大塚村)과 쿠사바촌(草場村)의 헨사이가와 

강(返済川)에 있었던 석조 다리였으나, 1864년 봄, 

도로 확장을 위해 이전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홍수가 

올 때마다 떠내려가는 다리 대신 튼튼한 다리를 세우고 

싶다는 바람으로 조야마마을의 우메노로쿠노헤이

(梅野六之平)씨에게 자금을 부탁하여 다카다마치 

다노우라(高田町田の浦)에 있는 이이모리야마

(飯盛山)에서 석재를 운반해 왔다. 1925년 메가네바

시다리 위에 콘크리트 다리가 만들어짐에 따라, 

군청에서는 이 다리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만든 다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철거 시킬 수 없다며 마을 주민이 하나가 되어 

지켜왔다는 일화가 있다.

야마우치 고분군 山内古墳群
조야마고고이시 성벽 안에 위치한 

고분으로, 6세기 후반에 축조된 묘라고 

추정되고 있다. 횡혈식(橫穴式 : 관을 

옆으로 들이밀어 매장하는 방식)석실 

구조의 봉분으로 서북서 방향으로 입구가 

열려 있어 모든 평야가 내려다 보인다. 

산기슭 경사면에는 2.9kｍ에 이르는 

고고이시 제작에 사용되었던 돌이 있다.

조야마 사적 삼림공원 
女山史跡森林公園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곳. 고대 망루를 본따 만든 

전망대에서는 치구고 평야와 아리아케해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후나고야 온천마을과 

멀리는 세후리산 등을 볼 수가 있다.

미치노에키 미야마 道の駅みやま
미야마에서 재배된 농산물과 특산품을 판매하는 인기 

휴게소로 야마가와 밀감과 샐러리, 갓나물 등 

미야마의 맛과 즐거움이 가득하다.

미치노에키 미야마 道の駅みやま
미야마에서 재배된 농산물과 특산품을 판매하는 인기 

휴게소로 야마가와 밀감과 샐러리, 갓나물 등 

미야마의 맛과 즐거움이 가득하다.

 거리 11.5km  시간 약 4~5시간 소요  난이도 중·상

문의	 미야마시	상공관광과	TEL. 0944-64-1523
	 (일반사단법인)	미야마시	관광협회	TEL. 0944-63-3955
택시	 세다카택시	瀬高タクシー	TEL. 0944-63-5151
	 니코니코히카리택시	ニコニコ光タクシー	TEL. 0944-63-4141

미야마·기요
미즈야마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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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식당

편의점

지도보는법 

스탬프 위치
다케야TAkeyA 

스탬프 위치
미치노에키미야마 

道の駅みやま (특산물 판매점)

COURSE>하치라쿠카이八楽会 ▶ 우부메다니

수문産女谷水門(0.6㎞) ▶ 야마우치고분군山内古
墳群(1.3㎞) ▶ 조야마사적삼림공원 女山史跡森林
公園(1.6㎞) ▶ 조야마고고이시 女山神籠石(1.7㎞) 
▶ 구로이와저수지 黒岩溜池(2.6㎞) ▶ 메가네바시

다리 眼鏡橋(4.1㎞) ▶ 혼보정원 本坊庭園(4.7㎞) 
▶ 오백나한五百羅漢(5.0㎞) ▶ 기요미즈데라절 清
水寺(5.5㎞) ▶ 기요미즈데라절 삼중탑 清水寺三重
塔(5.6 ㎞) ▶  제2전망소 第二展望所(5.8㎞) ▶ 오

오다니저수지 大谷溜池(6.8㎞) ▶ 스와신사諏訪神社

(7.4㎞) ▶ 미치노에키미야마(11.5㎞）

후쿠오카현福岡県 : 미야마みやま·
기요미즈야마清水山コース가는법

● 후쿠오카공항（지하철）   ▶   JR 하카타역 博多駅 〈규슈신칸센〉   ▶   

JR 치쿠고후나고야역 筑後船小屋駅 〈가고시마본선〉   ▶   JR 세다카역 瀬高駅
● 후쿠오카공항（지하철）   ▶   JR 하카타역 博多駅〈쾌속·보통〉    ▶ 

 JR세다카역 瀬高駅　　

● 사가공항（리무진버스）   ▶  JR세다카역 瀬高駅(약 40분 소요)

● 규슈자동차도 : 토스鳥栖I.C   ▶  미야마·야나가와みやま· 柳川I.C

※ 커뮤니티버스(마을버스)가 2017년 중에 실시 됩니다만, 그 전까지는 택시로 

시종점 까지 기본요금(640엔)을 시청이 보조합니다. (택시는 예약이 필요합니다)

택시 기본요금 보조 구간 ➊ JR세다카역 ~ 하치라쿠카이(시작점)

➋ 미치노에키미야마(종점) ~ 하치라쿠카이(시작점)

PLUS UP
갓나물 절임
큰 통에 소금과 강황을 넣어서 절여, 유산발효와 

숙성을 시킨 세타카 갓나물 절임. 계약 재배 농가와 

로컬 절임 공장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제품이 전국 

각지에 출하 하여, 식탁을 다채롭게 한다. 

야마가와 밀감
진한 오렌지색의 껍질을 벗기면 새콤한 향이 은은하다. 

입 속에서 살살 녹으며 단맛의 여운이 남는다. 

샐러리
서일본 제일의 출하량을 자랑하며, 시장에서 평가도 

높아 대도시권으로 출하되고 있다. 미치노에키 

미야마에서는 한 단 씩 샐러리를 판매한다. 

11월 중순~6월 중순)

고가콜라
일본 유수의 탄산 함유량을 자랑하는 나가타 광천의 

광천수를 사용해 만든 환상의 콜라. 부드럽고 순한 

끝맛이 레트로풍의 분위기를 내준다. 

(나가타 광천 후레아이관에서만 판매)기지구루마

（목제꿩인형）- 전교대사가 기요미즈데라 절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마리의 꿩이 길안내를 해주었다는 전설이 

유래가 된 공예품. 운수트임, 인연 맺기, 가정원만의 

부적도으로 사랑받고 있다. 

RESTAURANT & CAFE
다케야 TAKeyA　

❖우동과 대나무밥 정식 1,000엔

ADD. みやま市瀬高町本吉954
TEL. 0944-62-5028  

오소바 나나쿠사 お蕎麦 なな草　

❖회석요리(懐石料理) 2,500엔

TEL. 0944-62-7622
ADD. みやま市瀬高町大草1773-2 

미치노에키 미야마(특산물 판매점) 
푸드코트　

TEL. 0944-67-6477
ADD. みやま市瀬高町大江2328

다이리키 우동 大力うどん
❖우동 170엔 부터 종류 다양 

TEL.0944-63-5158
ADD. みやま市瀬高町坂田873-1 

HOTEL & RYOKAN
세이류칸 正龍館
TEL. 0944-62-2070
ADD. みやま市瀬高町下庄2312-2   (숙박만 
4,860엔, 조식 포함 5,940엔, 1박2식 8,640엔) 
홈페이지 없음 

기요미즈데라절 나데(어루만짐） 불상 
清水寺、なで仏
기요미즈데라절은 천태종의 개조(開祖) 덴쿄대사에 

의해 열린 오래된 절로 806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절에 있는 나데（어루만짐）불상은 몸이 아픈 

부위나 안 좋은 곳이 있으면 불상을 어루만진 손으로 

자기 몸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면 좋아진다고 

알려져있다.

조야마 고고이시 女山神籠石
1953년 11월 14일 국가지정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고고이시 배열 형태와 

모양은 후루즈카산을 중심으로 한쪽이 약 70㎝의 벽돌 모양으로 가공된 

돌이 산에 말굽 모양으로 나열되어 있다. 서 있는 커다란 돌을 

가로지르는 가유모치다니계곡, 나가다니계곡, 겐고다니계곡, 

우부메다니계곡에는 수문이 설치되어 있다. 조야마고고이시는 약 3㎞에 

달하고 있으며, 고고이시 축조 목적은 신역설(神域説)과 

산성설(山城説)의 양설 사이에서 분쟁되어 왔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7세기 경에 축조된 산성유적이라는 의견이 강하다.
기요미즈데라절 삼중탑 
清水寺三重塔
1822년 9대 야나가와번주 

다치바나아키가타(立花鑑賢)

시절에 야나가와 영내 주민과 

이웃 지역 신자들이 기부해 

오사카의 사천왕사 오중탑을 

본 따 착공했다. 도편수가 

사망한 후 제자들이 이어받아 

당초에 계획한 오중탑을 

삼중탑으로 변경하여 

1836년에 완성했다

기요미즈데라절 삼중탑 
清水寺三重塔
1822년 9대 야나가와번주 

다치바나아키가타(立花鑑賢)

시절에 야나가와 영내 주민과 

이웃 지역 신자들이 기부해 

오사카의 사천왕사 오중탑을 

본 따 착공했다. 도편수가 

사망한 후 제자들이 이어받아 

당초에 계획한 오중탑을 

삼중탑으로 변경하여 

1836년에 완성했다

조야마 고고이시 女山神籠石
1953년 11월 14일 국가지정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고고이시 배열 형태와 

모양은 후루즈카산을 중심으로 한쪽이 약 70㎝의 벽돌 모양으로 가공된 

돌이 산에 말굽 모양으로 나열되어 있다. 서 있는 커다란 돌을 

가로지르는 가유모치다니계곡, 나가다니계곡, 겐고다니계곡, 

우부메다니계곡에는 수문이 설치되어 있다. 조야마고고이시는 약 3㎞에 

달하고 있으며, 고고이시 축조 목적은 신역설(神域説)과 

산성설(山城説)의 양설 사이에서 분쟁되어 왔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7세기 경에 축조된 산성유적이라는 의견이 강하다.

88 KYUSHU O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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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 코스

세계 흑두루미의 90%가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오는 이즈미시는 물이 풍성한 농산촌 마을의 ‘교과서’ 같은 풍광을 품고 있다. 흑두루미가 

좋아하는 물과 먹거리가 그득한 이즈미의 자연은 곳곳이 아름다운 수채화 같다. 올레 코스는 풍요의 신을 모시는 이쓰쿠시마신사(厳島
神社)에서 시작한다. 길은 삼나무와 대나무가 높게 솟은 숲길을 지나 드넓은 논밭으로 이어지며 전형적인 농촌마을을 만난다. 이즈미는 

물이 좋은 동네답게 쌀과 술이 맛 좋기로 유명하다. 이즈미 코스 초반은 그 맛 좋은 쌀과 술을 빚어 내는 풍광 속으로 이끈다. 논길과 마을 

길이 반복되는 풍광을 따라 걷다 보면 느닷없이 고가와댐호수(高川ダム湖)가 선물처럼 등장한다. 1970년대에 댐을 건설하며 조성했던 

호수 주변 산책로는 수십년동안 이즈미 사람들에게조차 잊혀졌던 길이다. 올레길로 다시 살아난 호수 산책로는 잊혀진 곳이었기에 야생

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며, 세월과 함께 성장한 벚나무와 은행나무가 호수의 풍광을 완성한다. 호수가 고메노쓰가와강(米ノ津川)으로 이

어지듯, 올레길 또한 강 따라 이어진다. 하마터면 시멘트로 포장된 마을 길로 이어질 뻔한 올레길은 이즈미 탐사대의 ‘목숨 건’ 탐사 덕에 

강물 흐르는 소리를 배경 음악으로 깔아놓은 숲길로 방향을 틀 수 있었다. 이즈미 코스의 종점은 옛 무사 마을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이즈미후모토 무사가옥군(出水麓武家屋敷群)이다. 4백년 전 일본 고위 무사가 살았던 고저택들이 즐비한 종점 마을은 국가전통적건

조물군보존지구(国の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무사마을보존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마을에 있는 여러 가옥 중 다케조에 저택(竹
添邸)과 사이쇼 저택(税所邸)은 이즈미시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저택 내부 견학과 일본 무사의 갑옷을 입거나 기모노를 입는 

체험도 할 수 있다. 

가고시마현鹿児島県 : 이즈미出水市가는법
● JR 하카타역 博多駅・JR 가고시마쥬오역 鹿児島中央駅  ▶ 

＜규슈신칸센＞ ▶ JR 이즈미역 出水駅 ▶ ＜이즈미후레아이 버스 出水ふれあ
いバス＞  ▶ 가미오가와우치 버스정거장 上大川内バス停
● 가고시마공항 ▶ ＜가고시마공항 연락버스＞ ▶ 이즈미 버스센터 出水バスセ
ンター ▶  ＜이즈미후레아이 버스 出水ふれあいバス＞ ▶  

가미오가와우치 버스정거장 上大川内バス停

고메노쓰가와강 유역 논 
米ノ津川流域の水田地帯
산으로 둘러싸인 논과 고메노쓰가와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이즈미후모토 무사가옥군 
出水麓武家屋敷群
약 400년 전부터 있던 이즈미후모토 

무사가옥군은 현재 무사마을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마을 길을 따라 펼쳐진 

돌담 등은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며, 산울타리, 정원의 나무들, 무사 

가옥 등이 서로 어울려진 정돈된 거리를 볼 

수가 있다. 이즈미시 지정문화재로도 

지정된 「다케조에 저택」(竹添邸)과 

「사이쇼 저택」(税所邸)은 내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며, 우차(牛車)를 

타고 마을을 둘러볼 수도 있다（예약필요）. 

2017년5월에는 「이즈미후모토역사관」도 

개관할 예정이다

고만고쿠 수로터 五万石溝跡
오오노하라대지를 개간한 논밭 용수로로 사용하기 

위해 약 20년간에 걸친 공사를 진행하여 1734년에 

약 20km 길이의 수로를 완성했다. 이 지대 

논밭에서 5만 석 （１석＝180㎏)의 쌀 수확을 

목표로 내걸면서 고만고쿠(5만석의 일본어 

발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즈미 코스

고다마 상점이쓰쿠시마 신사 고메노쓰강 유역의 논 지대 산악 산책로 고메노쓰강 청류 오만석 수로 터 이즈미후모토 
역사관

3.5km 2.5km 2.4km 0.8km 2.4km 2.4km

00~00분 00~00분 00~00분 00~00분 00~00분 00~00분

100m
150m
200m

50m
0m

 거리 13.8km  시간 약 4~5시간 소요  난이도 중·상

문의 이즈미시청 산업진흥부 시티세일즈과 TEL. 0996-63-2111
 이즈미시관광협회 TEL. 0996-79-3030
택시 이토택시(有)伊藤タクシー TEL. 0996-62-1321
 아사히교통(주) 이즈미영영소 旭交通(株)出水営業所 TEL. 0996-62-1411
 이즈미택시 出水タクシー TEL. 0996-63-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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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식당

편의점

지도보는법 

COURSE>이쓰쿠시마신사 厳島神社 ▶ 고메노쓰가와강 유역 논 米ノ津川流域の水田
地帯(3.5㎞) ▶ 고가와댐 호수 高川ダム湖(6㎞) ▶ 산길 山岳遊歩道(8.4㎞) ▶ 고메노쓰가

와강 청류 米ノ津川清流(9.2㎞) ▶ 고만고쿠 수로터 五万石溝跡(11.6㎞) ▶ 이즈미후모토 무

사가옥군 出水麓武家屋敷群(13.8㎞)

스탬프 위치
이쓰쿠시마신사 

스탬프 위치
공개 무사가옥 다케조에저택 
竹添邸 (2017년 4월까지는 
이즈미후모토역사관에 위치)

RESTAURANT & CAFE
그란샤토쓰루마루 
グランシャトー鶴丸
❖회석요리이즈미 오야코스테이크

(いずみ親子ステーキごはん) 1,240엔 

(세금포함)

TEL. 0996-63-1122
ADD.出水市上鯖渕840-3
http://www.turumarukaikan.com/

아지도코로우오마쓰 味処魚松
❖회석요리이즈미 오야코스테이크

(いずみ親子ステーキごはん) 
1,240엔 (세금포함)

이즈미 도리타마돈덮밥(出水とりたま丼) 
800엔 (세금별도)

TEL. 0996-62-0655 
ADD. 出水市昭和町50-27  

카레라이스점 고토 

カレーライスの店　刻音（こと）　

❖회석요리이즈미 

도리타마돈덮밥(出水とりたま丼) 800엔 

(세금별도)

TEL.  070-5271-4216
ADD. 出水市昭和町50-28 

후렌치 고젠 후모토 나고미테이 

フレンチ御膳 麓・なごみ亭
❖회석요리매달 메뉴 변경

TEL. 0996-79-3222
ADD. 出水市麓町1282-2 
http://izumi-nagomitei.jp/

구쇼안 耦祥庵
❖회석요리메밀국수 750엔 

(세금 별도) ※예약필수

TEL. 090-8299-6908
ADD. 이즈미시 후모토쵸10-33 

HOTEL & RYOKAN
호텔 윙인터내셔널이즈미 ホテルウ
イングインターナショナル出水
JR 이즈미역 바로 앞에 위치, 종점에서 

송영가능 1박 6,000엔～, 조식별도 

어른800엔, 초등학생500엔

TEL. 0996-63-8111
ADD. 出水市昭和町48-5  

http://www.hotelwing.co.jp/izumi/

호텔 킹 ホテルキング
호텔 내 천연온천 있음, 종점에서 송영가능

1박 4,930엔~, 조식별도 760엔

TEL. 0996-62-1511　

ADD. 出水市向江町5-18  
http://www.hotelking.info/

호텔 센고쿠테이 ホテル泉國邸
종점에서 송영가능 1박 18,000엔~

TEL. 0996-63-1590
ADD. 出水市文化町351 
http://www.hotel-sengokutei.jp/

로얄인스테이션플라자 

ロイヤルインステーションプラザ
JR 이즈미역 바로 앞에 위치

1박 5,000엔~, 조식무료

TEL. 0996-64-1100
ADD. 出水市昭和町57-30  
http://royalin.jp/

호텔 토코 ホテル桃晃　

JR 이즈미역에서 도보 5분, 호텔 내 

천연온천 있음 1박 6,000엔~, 조식무료

TEL. 0996-63-7111
ADD. 出水市昭和町11-22  
http://toko-h.jp/

비지니스 호텔 쓰루ＨＯＴＥＬ鶴
JR 이즈미역에서 도보 5분

1박 3,900엔～, 조식별도500엔

TEL. 0996-62-5353
ADD. 出水市昭和町24-15
http://hotel-turu.com/

비지니스 호텔 쓰루 2호점 

ＨＯＴＥＬ鶴2号館
JR 이즈미역에서 도보 5분

1박 4,800엔~, 조식포함 

TEL.  0996-62-2211
ADD. 出水市昭和町40-32 
http://hotel-turu.com/ 

PLUS UP
이즈미도리타마돈 出水とりたま丼
전국 2위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이즈미의 

닭고기・계란을 사용한 덮밥. 특제 소스에 

재운 후 구워낸 닭고기를 밥 위에 올려 온천 

계란과 소스를 뿌려 제철 푸른 야채와 파 

등을 곁들인 덮밥이다. 

이즈미 오야코스테이크 

いずみ親子ステーキごはん
오야코는 부모(오야)와 자식(코)을 뜻하는 

일본어로, 닭고기와 계란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즈미의 닭고기와 계란을 주 재료로 

한 메뉴로 닭고기는 양념없이 그대로 

구워서 먹고 계란은 밥에 비벼 먹는다. 

치킨샐러드와 계란국이 포함되어 있다.

산스이마이쌀 山水米
오오가와우치지구大川内地区등 산에서 

재배된 쌀로 윤기와 풍미가 있고 찰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맛의 품질이 늘 

안정적이어서 인기가 많다.

이쓰쿠시마 신사 厳島神社
히로시마 이쓰쿠시마신사와 후쿠오카 무나가타신사의 신령 일부를 받아 모신다고 전해진다. 예부터 

이 지역에 있던 신사로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제공해주며 농업을 지켜주는 신을 모시고 있다. 신사에 

흐르는 물은 아주 맑아 지금도 많은 가정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다.

고가와댐 호수 高川ダム湖
고메노쓰가와강 수계의 댐으로 봄이 되면 

이 지역에 벚꽃이 만개한다. 뿔호반새 등 

야생조류 관찰 장소로도 인기가 많다.

고가와댐 호수 高川ダム湖
고메노쓰가와강 수계의 댐으로 봄이 되면 

이 지역에 벚꽃이 만개한다. 뿔호반새 등 

야생조류 관찰 장소로도 인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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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올레는 자유여행입니다. 길에서도 길을 벗어난 곳에서도 개인 안전에  

주의해 주세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에 꼭 가입하기 바랍니다.

 규슈올레 길을 에티켓

규슈올레를 걸을 때는 

1.  마을 지날 때 집안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기웃거리지 않는 게 좋죠.

2.  현지인의 얼굴(특히 어린이)이나 사유재산을 촬영할 때는 사전동의를 구하세요.

3.   오며 가며 만나는 올레꾼 혹은 마을 주민에게 정다운 미소와 인사를 나누면

더 즐거워 집니다.

올레꾼 에티켓

1.  리본을 떼가면 뒤에 오는 올레꾼이 길을 잃어요. 

2.  길안내 간세의 등위에 올라타면 간세가 부러집니다.

3.  쓰레기는 꼭 가방에 챙겨가세요, 과일껍질까지도요. 

4.  농작물 그리고 꽃과 나무들은 모두의 기쁨을 위해 눈으로만 감상해주세요.

5.  길에서 만난 야생동물이나 가축들 때문에 지나치게 놀라지 말고, 괴롭히지 마세요.

안전을 위해 

1.  규슈올레 길을 이끄는 표식(화살표와 리본 등)을 따라 꼭 정해진 길로 가세요.

2.  코스를 벗어난 가파른 계곡이나 절벽 등으로의 모험은 피해주세요.

3.  트레킹에 적합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하세요.

4.  차도에서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붙어서 걸어가세요.

5.  태풍, 호우, 폭설 시에는 걷기를 자제해주세요.

긴급연락처

경찰 110  구급차 119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092-771-0461
규슈관광추진기구 092-751-2947
www.welcomekyushu.or.kr  E-mail qtp@welcomekyushu.jp
www.facebook.com/KyushuOlle

 규슈올레 길을 이끄는 길표식

규슈올레의 상징은 다홍색이다. 다홍은 일본 신사의 토리이(鳥居) 

색깔로 일본문화를 대표하는 색. 규슈올레에선 제주올레처럼 

길표식 간세와 화살표 그리고 리본을 따라 걸으면 된다. 파란색의 

화살표는 정방향, 다홍색 화살표는 역방향을 가리킨다. 리본은 

파란색과 다홍색이 함께 나뭇가지 등에 달려 있다. 

 규슈올레 九州オルレ
한국의 대표적인 도보여행자 길 

제주올레 브랜드가 규슈로 수출되어 

만들어진 트레킹 코스로 2012년 2월에 

첫 4개 코스가 열렸다. 한국에서 ‘걷는 길’ 혹은 ‘트레킹 코스’라는 

일반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제주어 ‘올레’가 그대로 사용되며, 

코스개발자문 및 길 표식 디자인을 (사)제주올레가 제공했다. 두 

번째 규슈올레 4개 코스가 새로이 열리면서 규슈올레는 모두 15개 

코스, 총 길이 177.4 ㎞에 이르게 되었다. 규슈올레에서는 장엄한 

풍광과 온천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우아하게 더해진 문화와 

역사를 속속들이 느낄 수 있다. 

규슈 九州
일본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큰 섬 중에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면적은 남한의 절반 정도다. 규슈는 인천에서 비행기

로 1시간 20분, 부산에서는 비행기로 50분, 배로는 2시간 55

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이웃나라. 인구 1300만의 규슈섬은 후

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

마의 7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슈는 일본 최초의 문명을 

꽃피운 ‘역사의 요람’이자 연중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어 

일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서양의 문물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문화의 창’답게 개방적인 기질의 규슈 사람들은 외

국인들과도 쉽게 잘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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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가현 다케오코스 14.5㎞ 난이도 중

2  구마모토현 아마쿠사·이와지마코스 12.3㎞ 난이도 중  · 상
3  오이타현 오쿠분고코스 11.8㎞ 난이도 중

4  가고시마현 이부스키·가이몬코스 12.9㎞ 난이도 하

5  나가사키현 히라도코스 13.0㎞ 난이도 하

6  구마모토현 아마쿠사·마츠시마코스 11.1㎞ 난이도 중

7  미야자키현 다카치호코스 12.3㎞  난이도 중 · 하
8  가고시마현 기리시마·묘켄코스 11.0㎞ 난이도 중

9  오이타현 고코노에·야마나미코스 12.2㎞ 난이도 중

10  사가현 가라쓰코스 11.2㎞ 난이도 하

11  사가현 우레시노코스 12.5㎞  난이도 중  · 상
12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오시마코스 11.4㎞ 난이도 중  · 상
13  후쿠오카현  야메 코스  11.0㎞  난이도 하

14  오이타현  벳푸 코스  11.0㎞  난이도 중  · 상
15  구마모토현  아마쿠사·레이호쿠 코스  11.0㎞  난이도 중

 후쿠오카현  구루메·고라산 코스  8.6㎞  난이도 중 · 상
 나가사키현  미나미시마바라 코스  10.5㎞  난이도 중

 후쿠오카현  미야마·기요미즈야마 코스 11.5㎞ 난이도 중  · 상
 가고시마현  이즈미 코스 13.8㎞ 난이도 중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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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루메

고라산

이즈미

미나미시마바라
미야마

기요미즈야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