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큐슈 지역 주요 관광지 레스토랑 숙박지 맵코드[ / / ] 2014.7.30

지역 관광지명 일본어( ) 전화번호 맵코드
주차장

높이제한
설명

기타큐슈

北九州

스페이스월드 スペースワー ルド 093-672-3600 16427824*85 무료 성인 엔어린이 엔4,320 / 3,240

토요타렌터카 기타큐슈공항점 093-475-4195 - -

키타큐슈공항과 가장 가까운 주유소 - 16207012*44 - 공항과 가장 가까운주유소반납시 이용/

시모노세키

下関

카라토시장 주차장 唐 市場戸 093-672-3600 16427824*85 엔120 분당 엔30 120

시모노세키항 터미널 부관훼리 - 16711315*58 X 터미널 앞은 한산한 편 불법주차불가( )

조선통신사 상륙기념비 아카마신궁 주차장& - 16744606*63 무료 참배객에한해 무료임신사입장무료/

고쿠라

小倉

리버워크 쇼핑몰 北九州リバーウォーク 093-573-1500 16465815*63

모지코레트로 주차장 093-321-6136 16716361*55 엔200 시간당 엔 주차 대수용1 200 /115

고쿠라성 주변 카츠야마공원지하주차장 - 16465485*74 엔150 분당고쿠라성 성인 엔30 / 350

탄가시장대학당 맞은편 시영주차장( ) 旦過市場 - 16465237*58 엔150 분당 엔30 150

후쿠오카

福岡

하카타항 국제여객터미널앞 際ターミナル国 092-282-4871 13378549 유료 하카타 국제여객터미널앞 도로

후쿠오카 타워 福岡タワー 092-823-0234 13312760 유료 분당 엔30 100

모모치 해변공원 海浜公園ももち 092-823-0234 13312760 유료 분당 엔 타워랑 같이 있음30 100 /

요도바시카메라

博多ヨドバシカメラマルチメディア
092-471-1010 13320145*36

유료
2.2m

분당 엔 천엔 시간무료30 200 /1 -1

천엔 시간무료 만엔 시간무료/5 -2 /5 -3

오호리공원 大濠公園

후쿠오카시 미술관 福岡市美術館
092-714-6051 13285476*66 유료

맵코드주차장 대- /250 /07:00 21:00～

시간 엔이후 분 엔/1 200 / 30 100

이온몰 루쿠루AEON イオンモール ルクル 092-938-4700 13357114*06 무료 후쿠오카 최대쇼핑몰 공항근처

마리노아시티 쇼핑몰 マリノアシティー 092-892-8700 13338206*25 무료 후쿠오카 패션 쇼핑몰베이비쟈러스있음-

호크스타운 쇼핑몰 ホークスタウン

맵코드입력시 토이자러스 주차장안내
092-847-1006 13314570*14 유료

토이자러스주차장최초 시간 엔 이후- 1 300

분당 엔 엔이상구매 시간무료30 150 /2000 1

엔이상 시간무료/3000 2

캐널시티

キャナルシティ

맵코드입력시 주차장안내

092-282-2322 13319289*28 유료

평일 분당 엔07:00~19:00 30 200

평일 분당 엔19:00~07:00 30 100

토일휴일 종일 분당 엔30 200

베이사이드 플레이스 하카다

博多ベイサイドプレイス
092-281-7701 13348872*44 유료

맵코드시영주차장-

분당 엔7:00~22:00 30 100　

분당 엔22:00~7:00 60 100　

우미노나카미치 마린월드

海 中道マリンワールド の
13584151*41 유료

맵코드국영우미노나카미치주차장-

회주차 엔1 500

남장원절 맵코드입력시 주변주차장( ) 南 院蔵 092-947-7195 55698807*82 유료 엔골목이므로 주의200~300 /

돈키호테 후쿠오카공항 남쪽점

福岡空港南店ドンキホーテ
092-433-3811 13264331*47 무료 후쿠오카공항과 매우 가까움 쇼핑찬스!

돈키호테 나카스점

中州店ドンキホーテ
092-283-9711 13319750*47 유료

분당 엔주차장입구가 일방통행임30 200 / /

렌터카로가기 매우불편

이케아 후쿠오카신구

IKEA 福岡新宮
13744821*47 무료

평일 10:00 21:00～

토일휴일 9:00~21:00

코스트코 홀 세일 히사야마 창고점

久山倉庫店コストコホールセール・
092-931-9092 13539870*63 무료

영업 연중무휴10:00~20:00

하카타역에서 약 분 소요40

구시다 신사 맵코드입력시 주변주차장櫛田神社 092-291-2951 13319768*11 유료 분당 엔구시다신사맞은편 주차장30 100 /

텐진 계약주차장 대형주차장 텐진까지도보 분( )- 4

파킹그303 303パーキング
13288741*30 유료

이와타야파르코 미츠코시다이마루백화, , ,

점 비꾸카메라 계약주차장구매액/LOFT/ /

에따라 무료주차가능 분당 엔/20 100

나카스입구 주차장 캐널시티 앞/ - 13319193*28 유료
평일 분당 엔주말08:00~01:00 40 200 /

휴일 분당 엔30 200

토요타렌터카 하카타역앞점 092-441-0100 - - 전화번호 입력

토요타렌터카 후쿠오카공항점국내선( ) 092-621-0100 - - 전화번호 입력

토요타렌터카 에노키다 인터점

田トヨタレンタカー インター榎 092-413-0100 13322765*41 - 맵코드 또는 전화번호 입력

토요타렌터카 하카타구치점

博多 博多口トヨタレンタカー 駅 092-432-0100 13320589*55 - 맵코드 또는 전화번호 입력

토요타렌터카 나가하마점

長浜トヨタレンタカー
092-716-0100 13317791*33 - 맵코드 또는 전화번호 입력

토스 토스 아카짱혼포 本 鳥栖アカチャン 舗 0942-85-1515 37708815*17 무료 영아유아를 위한 전문 대형쇼핑몰/



鳥栖
토스 프리미엄 아웃렛

鳥栖プレミアムアウトレット
0942-87-7370 37856255*30 무료 후쿠오카 근교의 프리미엄 아웃렛

우레시노

嬉野
와라쿠엔 료칸 嬉野 泉 茶心 宿 和 園の温 楽 0954-43-3181 104043054*03 O 숙박자주차무료

유후인

由布院

유후인역 JR由布院駅 0977-84-2021 269357088*85 유료 유후인역 바로옆 유료 주차장

대형 드럭스토어 코스모스

DRUGストアコスモス
0977-28-2911 269358558*33 무료 생수코스메틱음료 등 할인창고, ,

구루메시티 대형수퍼마켓 グルメシティー 0977-85-3411 269358068*22 무료 일반 대형 수퍼마켓

이나카안 우동전문가게( ) 田 庵舎 0977-84-3266 269358620 무료 우동 전문 가게 엔 이내1000

무라타 후쇼안소바가게 랭킹 위( 1 ) 不生庵 0977-85-2210 269389590 무료 소바전문 가는길이 좁으니 운전조심.

킨린코 주변 주차장( )金鱗湖 - 269359583*82 엔500 유료주차장 길이 매우 좁음 조심.

유후인 허브월드 湯布院ハーブワールド 0977-85-4656 269389695*60 무료 입장료 엔550

메바에소 료칸 めばえ荘 0977-85-3878 269328359*58 O 숙박자주차무료

호테이야 료칸 屋ほてい 0977-84-2900 269389040*74 O 숙박자주차무료

유후인 사기리다이 湯布院 霧台狭 - 46301757*63 무료 유후다케쪽 전망대유후이시가지 전망-

겟토안 료칸 月燈庵ゆふいん 0977-28-8801 269417250*06 O 숙박자주차무료

유후인주변

湯布院

오오쯔리바시 夢大吊橋 0973-73-3800 440882663*03 무료 성인 엔어린이 엔500 / 200

야마나미목장 牧場やまなみ 440793731*74 무료 레스토랑 우유 온천 동물원등, , ,

벳부

別府

유메타운 대형 쇼핑몰 YOUME TOWN - 46376606*03 무료
맵코드입력 주차장안내

맥도날드나가사키짬뽕 엔회전스시/ /100

킨테츠 벳부 로프웨이 近 別府・ ロープウェイ鉄 0977-22-2277 46369844*82 무료 로프웨이왕복 성인 엔어린이 엔1400 / 700

아프리칸 사파리

自然動物公園アフリカンサファリ
0978-48-2331 46634509*82 무료 성인 엔어린이 엔2,500 / 1,400

하모니랜드 ハーモニーランド 0977-73-1111 46830688*63 유료 성인 엔어린이 엔2,900 / 1,500

묘반 유노사토 明礬湯 里の 0977-66-8166 46519708*25 무료 유노하나 판매하는 곳

가마솥 지옥 地獄かまど 0977-67-3173 46522481*85 무료 성인 엔어린이 엔400 / 200

우미타마고수족관 水族館うみたまご 0977-534-1010 46319583*28
유료

엔400

반드시 맵코드입력 주차장안내

성인 엔어린이 엔1,950 / 970

야생 원숭이공원 高崎山自然動物園 0977-532-5010 46319583*28 엔400 성인 엔어린이 엔510 / 250 /08:30~17:00

벳부 엘 호텔 ホテルエール 0977-21-7272 46405419*17 O 맵코드입력 주차장안내

로얄호스트 別府北浜店ロイヤルホスト 0977-21-2033 46406092*44 무료 패밀리레스토랑함바그전문 엔내외-1100

모스버거 해변길점 別府海岸通 店モスバーガー り 0977-22-1717 46376485*66 햄버거가게 10:00~24:00

쿠로가와온천

川 泉黒 温

쿠로가와 여관조합 川 泉旅館組合黒 温 0967-44-0076 440542878*66 무료 주차대수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

오쿠노유 료칸 旅館 湯の奥 0967-44-0021 440542809*47 O 숙박자주차무료

산가 川 泉 山河旅館黒 温 0967-44-0906 440571094*52 O 맵코드입력 료칸 입구까지 안내

쿠로가와소 川 泉 旅館 川黒 温 黒 荘 0967-44-0211 440571019*71 O 맵코드입력 료칸 입구까지 안내

아야노쇼 하나무라 료칸& - 440540315*11 O 숙박자주차무료

카페 씨에루 Cafe Ciel 0967-44-0205 440542671*88 무료 쿠로가와의 카페언덕에 위치( )

아소

阿蘇

아소활화산 나카다케 阿蘇山中岳 0967-34-2111 256459157*77 무료 톨게이트 엔주차무료560 /

아소 화산 박물관 아소로프웨이 주차장( ) 0967-34-2111 256456799*41 엔500 성인 엔어린이 엔860 / 430

다이칸보 주차장 大 峰観 - 256878383*17 무료

아소신사 주차장 몬젠마치 지역( ) - 256704309*06 엔500 물의 마을 몬젠마치

아소팜랜드 호텔 당일치기 온천 가능- 0967-67-2323 256511030*58 무료 당일치기온천가능

아소지 향토음식점 路あそ 0967-35-0924 256601848*66 무료 아소의 향토음식 판매 엔내- 1000

구마모토

熊本

구마모토성 熊本城 - 29489225*88 무료 주차대수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

스이젠지공원 水前寺公園 096-385-5151 29433515*14 엔250 성인 엔어린이 엔400 / 200

구마모토항 오션에로우배 096-311-4100 - - 차량크기에따라 승선금액 틀림

시마바라

島原

화산피해마을 本陣みずなし ふかえ 0957-72-7222 173569278*06 무료 화산재로 뒤덮인 마을을 볼 수 있음

부케야시키 하급무사마을 武家屋敷 - 173748773*74 대무료5 하급무사들의 마을의 흔적이 남아있음

잉어가 헤엄치는 마을 공민관 코인주차장- 0957-64-2023 173719593*58 유료 마을 전체 수로들에 잉어가 헤엄침

운젠

雲仙

운젠 지옥 주차장雲仙地獄 - 173557150*14 엔410 지옥길이 여러갈래이므로 잘 기억

운젠 맥주관 레스토랑 雲仙麥酒館 0967-73-3113 무료 운젠지역한정 맥주 레스토랑



운젠 스파 하우스 비도로 미술관& 0957-73-3131 173556169*17 무료 성인 엔어린이 엔1100 / 700

하우스텐보스

ハウステンボス

하우스텐보스 ハウステンボス 0956-27-0001 307320669*77 엔600 입장티켓은 한국에서 미리 사가세요

오쿠라호텔 ホテルオークラ ハウステンボスＪＲ 0956-58-7111 307320346*33 O 숙박자무료

쟈스코 대형할인 수퍼마켓 JUSCO 0956-25-2525 307528539*82 무료 대형쇼핑몰 나가사키짬뽕 입점/

레스토랑 샤부샤부 전문점MK - MK大塔店 0956-26-1411 307529481*17 무료 샤부샤부가게 런치 엔내외1000~14000

하마카츠 돈까스 체인점 浜勝 0956-58-3254 307410496*14 무료 돈까스 전문가게 런치 엔내외1000

조이풀 針尾店ジョイフル 0956-27-3076 307410730*74 무료 저렴한 패밀리레스토랑

요시노야 이온몰점 吉野家 307529481*17 무료 일본의대표 소고기덮밥가게 엔내외400

사세보

佐世保

펄 씨 크루즈 パールシークルージング 0956-28-4187 24489223*33 무료 성인 엔어린이 엔1,240 / 620

신사이카이바시 다리 新西海橋 - 30719586*30 - 드라이브 도로

카라츠

唐津

카라츠성앞 주차장 唐津城 0955-72-5697 182402797*66
시간2

엔300
성인 엔어린이 엔400 / 200

나고야성 박물관 佐賀 立名護屋城博物館県 0955-82-4905 967104020*55 무료 입장무료

해중 레스토랑 만보 萬坊 0955-82-5333 182721223*85 무료 주차 대가능레스토랑50 /

카와타로우 카라츠 맛집 위- 1河太郎 0955-82-3208 182752187*71 무료 런치식사약 엔줄서서먹는곳2000 /

니지노 마츠바라 소나무숲 虹 松原の - 182408176*60 없음 주차장따로 없음 드라이브길

타카치호

高千穂
타카치호 협곡 뱃놀이 - 330711730 엔500 보트 분 엔 분연장 엔30 2,000 /10 300

타카치호 신사 주차장 高千 神社穂 - 330741349*74 무료 주차장은 참배객에게 무료

아리타

有田

아리타 포쉐린 파크 有田ポーセリンパーク 0955-42-6100 104244846*55 무료 입장무료

아리타 도자기 단지 有田 御 地焼 団 - 104390014*41 무료 아리타의 도자기를 판매하는 단지

이마리

伊万里
이마리 아리타 도자기 전통산업 회관 0955-22-6333 - 무료 월요일 휴무

야나가와

柳川
야나가와 뱃놀이 상점 다이토 柳川大東 0944-72-7900 - 무료

뱃놀이 승선 코스에 따라 다름

우나기 세이로무시 판매 레스토랑

나가사키시

長崎市内

구라바엔 園グラバー 095-822-8223 443824830*22 유료주변 입장 성인 엔어린이 엔610 / 180

원폭자료관 長崎原爆資料館 095-844-1231 262089242*74 유료 입장 성인 엔어린이 엔200 / 100

신치츄카가이 차이나타운 新地中華街 - 44240580*22 유료 차이나타운주변유료주차장/

데지마 出島 095-821-7200 443854806*11 유료주변 입장 성인 엔어린이 엔500 / 100

이나사야마 전망대 佐山展望台稲 095-829-1171 262027035*74
분30

엔100
입장 무료

히라도

平戸

란푸 호텔 平 千里 浜 泉 蘭風・ ヶ ホテル戸 温 0950-23-2111 89574605*03 숙박자무료

히라도 자비에르 기념교회 平 記念ザビエル戸 教会 - 89696878*88 무료 성지순례 입장무료[ ]

카와치토우케 川 峠内 - 89603554*52 무료 풍경이 예쁜 곳

미치노에끼 이키츠키 오오바시 道 生月大橋の 「 」駅 0950-53-2927 585682188*41 무료 국도휴게소히라도토산품 판매하는 곳/

미야자키

宮崎

우도신궁 神宮鵜戸 0987-29-1001 274536548*52 유료 길이 좁으니 조심하세요

아오시마 신사입구 주차장 島 周青 駅 辺 843161705*85 엔500 주차장으로부터 도보 분5

피닉스 자연동물원 自然動物園フェニックス 0985-39-1306 843190258*00 무료 입장 성인 엔어린이 엔830 / 310

산멧세 니치난 모아이상 日南サンメッセ - 274595168*00 무료 어른 엔중고생 엔만 세 엔700 / 500 / 4 350↓

미야자키 이온몰 AEON 宮崎イオンモール 0985-60-8000 66324144*71 무료 대형쇼핑몰 주차장 매우 넓음/

철판스테이크 미야치쿠 ミヤチク 0985-28-2914 66325102*8 무료 유명 스테이크 가게 엔3000~5000

아오시마 팜 비치호텔 0985-65-2929 9492268*33 O 아오시마입구 위치 호텔

쉐라톤 그랜드 오션 리조트 0985-21-1133 66446618*74 O 미야자키 특급 호텔 쉐라톤

코도모노쿠니 유원지 こどもの国 0985-65-1111 9492345*17 엔900 입장 성인 엔어린이 엔600 / 200

잇신 스시 코요우점 一心 光洋鮨 0985-60-5005 66262558*55 무료 미야자키 랭킹 위 스시가게1

군케이 가쿠시구라 ぐんけい 隠蔵 0985-28-4365 66290202*36 주변유료 맵코드입력 주변유료주차장안내

아오시마 앞 주차장 - 843161675*33 유료 아오시마 입구 주차장육교 건너편( )

호리키리 토우게 고개 堀切峠 - 843073752*88 무료

세키노오 폭포 주차장之尾の関 滝 - 216628868*41 무료

오비성 肥城飫 - 274432705*36 무료 주차장 매우 큼

아야쵸 혼모노센터 綾町本物センター 0985-77-0777 66570328*30 무료 농민들이 유기농재배 농산물을 직거래

아야성 綾城 0985-77-1223 591884836*41 무료 입장 성인 엔어린이 엔350 / 250

토요타렌터카 미야자키공항점 0985-56-0100 66142143*85 - 토요타렌터카 미야자키공항점



니치난해변 드라이브 번국도220 日南海岸 - 274775774*06 X 바다를 끼고 달리는 드라이브 도로

우마가세 전망소 馬 背展望所ケ 136322281*41 무료

슈센노모리 온천 소주 숙박( , , )酒泉 杜の 0985-77-2222 591853645*88 무료 당일치기온천 어른 엔초등 엔800 / 400

가고시마

鹿 島児

가고시마 사쿠라지마 페리 승선장→ 099-223-7271 42037143*58 - 차량별 요금 상이

사쿠라지마 가고시마 페리 승선장→ 099-293-2525 42012579*22 - 차량별 요금 상이

사쿠라지마 후루사토관광 호텔 폐관( ) 099-221-3111 393469752*17
당일온천 엔08:00~20:00/ 1080

매주월요일과 목요일은 청소 14:30~

사쿠라지마 아리무라용암전망소 393501076*33 무료

치란 특공평화 회관 知 特攻平和 館覧 会 0993-83-2525 198412220*30 무료 성인 엔어린이 엔맵코드입력500 / 300 /

치란 부케야시키정원 知 武家屋敷庭園覧 - 198473022*36 - 성인 엔 어린이무료맵코드입력주차500 / / ( )

이케다호수 池田湖 - 285278326*25 - 카이몬다케 방향 번 국도247

이브스키 스나무시온천 사라쿠 砂 泉砂むし温 楽 0993-23-3900 285228104*74 무료 성인 엔어린이 엔920 / 510

가고시마 썬 로얄 호텔 099-253-2020 - -

이브스키 백수관 指宿白水館 0993-22-3131 285319060*55 O 숙박자주차무료

닌교이와 인형바위 人形岩 - 528552632*71 X 주차어려움

흑돼지 돈까스 카와히사 川久とんかつ 099-255-5414 393575520*14 유료주변 주차장없으므로 주변주차맵코드입력( )

센간엔 仙 園磯庭園・巌 - 42099745*28 엔300 성인 엔중학생 엔어린이무료1000 / 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