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 가득, 즐거움 가득, 역사와 문화의 도시

이즈카시
관광 가이드북

이즈카



메이지 30년대 전후에 세워진 구 

이토 덴에몬 저택은 다이쇼 초기, 

쇼와 초기에 몇 번의 증축, 개축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택 

부지는 약 2,300평으로 남동

(정면), 북동(정원), 두 곳을 잇는 

가쿠노마(角 之 間)・나카노마(中 之

間)동, 현관・식당동, 계동(繋 棟)의 

다 섯  동 과  토 장  세  동 으 로  

이루어진, 연못과 광대한 회유식 

정 원 을  갖 춘  근 대  일 본 풍  

주택입니다. 건물의 특징으로는 

화양절충(和 洋 折 衷)의 아름다움. 

당시의 선진적이던 건물 기술과 

섬세하며 우아한 장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나기하라 뱌쿠렌이 

이토 덴에몬의 부인으로서 1911년

(메이지44년)부터 1921년(다이쇼

10년)까지 약 10년간 생활했던 

곳이기도 한 이 곳은, 2011년 10

월  국가  지정문화재(명승 )로  

등록되었습니다.

메이지 30년대 전후에 세워진 구 

이토 덴에몬 저택은 다이쇼 초기, 

쇼와 초기에 몇 번의 증축, 개축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택 

부지는 약 2,300평으로 남동

(정면), 북동(정원), 두 곳을 잇는 

가쿠노마(角 之 間)・나카노마(中 之

間)동, 현관・식당동, 계동(繋 棟)의 

다 섯  동 과  토 장  세  동 으 로  

이루어진, 연못과 광대한 회유식 

정 원 을  갖 춘  근 대  일 본 풍  

주택입니다. 건물의 특징으로는 

화양절충(和 洋 折 衷)의 아름다움. 

당시의 선진적이던 건물 기술과 

섬세하며 우아한 장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나기하라 뱌쿠렌이 

이토 덴에몬의 부인으로서 1911년

(메이지44년)부터 1921년(다이쇼

10년)까지 약 10년간 생활했던 

곳이기도 한 이 곳은, 2011년 10

월  국가  지정문화재(명승 )로  

등록되었습니다.

오세쓰마(応接間)

다다미가 깔린 복도

(畳がしかれた廊下 )

①

후쿠오카현 이즈카시 고부쿠로 300　　　전화 0948-22-9700
개관 / 9:30~17:00(입관은 16:30까지)　휴관일 / 수요일(경축일인 경우 개관),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입관료 / 일반 300엔(240엔), 초등・중학생 100엔(80엔)
※(   )는 20명 이상 단체 요금
니시테쓰 버스 ‘고부쿠로・큐이토덴에몬테이마에’ ・JR규슈 버스 ‘고부쿠로혼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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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세키(桝席)

후쿠오카현 이즈카시 이이즈카 5-23　전화 0948-22-0266
개관 / 9:00~17:00
휴관일 / 공연 및 리허설 날, 연말연시(12월 31일~1월 4일), 2017년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입관료 / 어른 400엔, 어린이 100엔
니시테쓰 버스 ‘가호게키조이리구치’

석탄 산업으로 번영했던 1931년(쇼와
6년), 탄광 노동자들의 오락장으로서 
개관하였습니다. 에도 시대 연극 

극장의 특징인 마스세키(桝 席)와 두 
개의 사쿠라미치(花 道), 인력으로 
움직이는 직경 16m의 회전 무대가 
있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박력 
넘치는 연극 극장입니다. 전국 등록 
유 형 문 화 재  및  근 대 화  
산업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 7월 수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으나 전국에서 보내온 따뜻한 
응원에 힘입어 1년만에 복구되었으며, 
현재도 현역 대중 연극 극장으로서 
활발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없는 날에는 극장 안의 나라쿠(奈落)
부터 전시실까지 폭 넓게 견학도 
가능합니다.

석탄 산업으로 번영했던 1931년(쇼와
6년), 탄광 노동자들의 오락장으로서 
개관하였습니다. 에도 시대 연극 

극장의 특징인 마스세키(桝 席)와 두 
개의 사쿠라미치(花 道), 인력으로 
움직이는 직경 16m의 회전 무대가 
있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박력 
넘치는 연극 극장입니다. 전국 등록 
유 형 문 화 재  및  근 대 화  
산업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 7월 수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으나 전국에서 보내온 따뜻한 
응원에 힘입어 1년만에 복구되었으며, 
현재도 현역 대중 연극 극장으로서 
활발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없는 날에는 극장 안의 나라쿠(奈落)
부터 전시실까지 폭 넓게 견학도 
가능합니다.

나라쿠(奈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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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다테이와 유적의 출토품을 비롯하여 

조몬, 야오이, 고분 시대의 출토품과 

중국 시안시로부터 기증된 진시황제 

병마용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생활과 문화’를 테마로 이즈카 

지방의 근세부터 근대 시대까지를 

(1) 농촌 생활 (2) 나가사키 가도 

(3) 석탄 시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석탄 시대’ 부스에서는 

수송배에서 철도로 바뀌는 석탄 

수송의 변화를 배 모형 및 철도 

관계 자료 등을 이용해 설명함과 

더불어, 석탄 채굴의 모습을 손으로 

파던 시대의 실제 영상, 야마모토 

사쿠베에의 탄광 회화, 탄광에서 

사용하던 도구 등의 전시물 등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현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즈카시. 에도 시대에는 

나가사키 가도의 역참 마을로서 활기를 띠었고 메이지 이후에는 전국 

제일의 석탄 출탄량을 자랑한 지쿠호 탄전의 상업 문화의 중심 

도시로서 번영하였습니다.

현재 이이즈카시는 지쿠호의 중핵을 담당하는 상업 도시로서, 또 

규슈 공업 대학, 긴키 대학, 긴키 대학 규슈 단기 대학의 3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도시로서 문화, 창조, 건행 도시를 목표로 

활기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후쿠오카현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즈카시. 에도 시대에는 

나가사키 가도의 역참 마을로서 활기를 띠었고 메이지 이후에는 전국 

제일의 석탄 출탄량을 자랑한 지쿠호 탄전의 상업 문화의 중심 

도시로서 번영하였습니다.

현재 이이즈카시는 지쿠호의 중핵을 담당하는 상업 도시로서, 또 

규슈 공업 대학, 긴키 대학, 긴키 대학 규슈 단기 대학의 3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도시로서 문화, 창조, 건행 도시를 목표로 

활기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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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현 이즈카시 가야노모리 959-1
전화 0948-25-2930
개관 / 9:30~17:00(입관은 16:30까지)
휴관일 / 매주 수요일(경축일 제외),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입관료 / 일반 220엔(160엔), 고등학생 110엔(70엔), 초등・중학생 50엔(30엔)
※(   )는 20명 이상 단체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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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이토 덴에몬 저택을 
시 작 으 로 ,  시내  
상점가와 가호 극장 
등에서 히나 인형을 
장식합니다. 각  
이벤트 회장에서는 
취향을 담은 히나 
인형들이 손님들을 
맞 이 합 니 다 .  
이즈카시를 대표하는 
관광 이벤트로 현 
안 팎 에 서  많 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구 이토 덴에몬 저택을 
시 작 으 로 ,  시내  
상점가와 가호 극장 
등에서 히나 인형을 
장식합니다. 각  
이벤트 회장에서는 
취향을 담은 히나 
인형들이 손님들을 
맞 이 합 니 다 .  
이즈카시를 대표하는 
관광 이벤트로 현 
안 팎 에 서  많 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미 오픈 등 세계 4대 대회를 잇는 
슈퍼 시리즈로 평가되는 아시아 
최고의 휠체어 테니스 대회. 모두 
자원봉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신체장애인 간의 스포츠 교류,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국제 교류의 
장입니다.

전미 오픈 등 세계 4대 대회를 잇는 
슈퍼 시리즈로 평가되는 아시아 
최고의 휠체어 테니스 대회. 모두 
자원봉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신체장애인 간의 스포츠 교류,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국제 교류의 
장입니다.

벚 꽃  명 소 로  유 명 한  
다이쇼진 공원.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아름다운 벚꽃 
터널이 맞이해 줍니다. 
벚 꽃  축 제 에 서 는  
아이들에게 인기인 캐릭터 
쇼는 물론, 라이브 스테이지, 
떡 찧기 체험, 바자회 등도 
개최되어 봄 낭만의 분위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벚 꽃  명 소 로  유 명 한  
다이쇼진 공원.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아름다운 벚꽃 
터널이 맞이해 줍니다. 
벚 꽃  축 제 에 서 는  
아이들에게 인기인 캐릭터 
쇼는 물론, 라이브 스테이지, 
떡 찧기 체험, 바자회 등도 
개최되어 봄 낭만의 분위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름 축제로 친숙한 
이즈카 야마카사. 야마카사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오이야마’ 
날에는 약 3천명의 남성들이 
파 란  핫 피 를  입 고  
등장합니다. 길 양쪽에서 
힘차게 뿌려대는 물을 온몸에 
맞아가며 거리를 질주하는 
모습은 이이즈카의 거리에 
감동과 청량함을 선사합니다.

시민들의 여름 축제로 친숙한 
이즈카 야마카사. 야마카사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오이야마’ 
날에는 약 3천명의 남성들이 
파 란  핫 피 를  입 고  
등장합니다. 길 양쪽에서 
힘차게 뿌려대는 물을 온몸에 
맞아가며 거리를 질주하는 
모습은 이이즈카의 거리에 
감동과 청량함을 선사합니다.

오랜 역사를 갖는 이즈카 
납량 불꽃 대회는 매년 8
만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유명 이벤트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비롯한 대규모의 
불꽃들이 밤하늘을 장식합니다. 

회장인 나카노시마 주변으로 
노점상들도  늘어서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오랜 역사를 갖는 이즈카 
납량 불꽃 대회는 매년 8
만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유명 이벤트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비롯한 대규모의 
불꽃들이 밤하늘을 장식합니다. 

회장인 나카노시마 주변으로 
노점상들도  늘어서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매년 가을 시내 상점가를 
중심으로 개최되며 일본무용 
경연회, 나가사키 가도로 

번영했던 것과 연관해 다양한 
의상으로 분장한 시민들의 ‘시대 

가장 행렬’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립니다.

매년 가을 시내 상점가를 
중심으로 개최되며 일본무용 
경연회, 나가사키 가도로 

번영했던 것과 연관해 다양한 
의상으로 분장한 시민들의 ‘시대 

가장 행렬’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립니다.‘아소 다키치’가 장남인 다에몬의 

주택으로서 건축한 ‘오우라소’. 
가야노모리의 아소 본가를 중심으로 지어진 

아소 가문 주택 중 하나로, 근대 일본풍의 
건축  디자인이 아름다운  주택입니다.  

‘히나마쓰리’와 ‘단풍’ 시기인 봄가을, 연 2회 특별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소 다키치’가 장남인 다에몬의 
주택으로서 건축한 ‘오우라소’. 
가야노모리의 아소 본가를 중심으로 지어진 

아소 가문 주택 중 하나로, 근대 일본풍의 
건축  디자인이 아름다운  주택입니다.  

‘히나마쓰리’와 ‘단풍’ 시기인 봄가을, 연 2회 특별 
공개되고 있습니다.



‘슈가 로드’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나가사키 가도. 그 역참 마을이던 
이즈카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사탕과 남방의 과자들이 전해져, 
예부터 과자 제조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즈카시는 
메이지 초기부터 탄광 마을로서도 번영했는데 달콤한 과자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6

지도리야 본가는 1630년에 창업한 전국구 
명과점입니다. 이즈카에서는 1927년부터 만들어 

졌으며 지도리 만주・지로리안이 유명합니다. 점포 
안에 카페와 전시 룸을 병설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서비스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도리야 본가는 1630년에 창업한 전국구 
명과점입니다. 이즈카에서는 1927년부터 만들어 

졌으며 지도리 만주・지로리안이 유명합니다. 점포 
안에 카페와 전시 룸을 병설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서비스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후쿠오카현 이즈카시 혼마치 4-21
전화 0120-22-0831
영업시간 / 8:30~20:00
정기휴일 / 1월 1일
주차장 / 있음, 대형버스 주차 가능

1912년, 과자 제조가 활발했던 이즈카에서 첫 
선을  보인  ‘명과  히요코’.  이즈카에서 
후쿠오카로, 도쿄에서 전국으로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과자가 되었습니다. 그 
탄생지인 이즈카의 점 내에는 히요코의 탄생에 
관한 판넬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호나미 공장에서는 공장 견학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0948-23-0745

1912년, 과자 제조가 활발했던 이즈카에서 첫 
선을  보인  ‘명과  히요코’.  이즈카에서 
후쿠오카로, 도쿄에서 전국으로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과자가 되었습니다. 그 
탄생지인 이즈카의 점 내에는 히요코의 탄생에 
관한 판넬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호나미 공장에서는 공장 견학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0948-23-0745

후쿠오카현 이즈카시 혼마치 15-1
전화 0948-22-0145
영업시간 / 9:30~18:00
정기휴일 / 1월 1일　　주차장 / 없음

나가사키 가도 변의 80년된 옛 건물을 카페 공간으로 
개조. 본점 한정 과자와 지역의 특색이 묻어있는 과자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가도 변의 80년된 옛 건물을 카페 공간으로 
개조. 본점 한정 과자와 지역의 특색이 묻어있는 과자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현 이즈카시 호리이케 128-1　　전화 0948-26-0111

사카에야 본점 / 9:00~21:00 카페 / 9:00~20:00
※계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 있음, 대형버스 주차 가능

‘탄광 마을 지쿠호카한’ 이미지를 살려, 가한 

지역 인기 과자점이 ‘KURO~흑~’을 테마로 

창작한 ‘KURO SELECTION’. 맛과 디자인에 

신경 쓴,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고급 

과자입니다.

‘탄광 마을 지쿠호카한’ 이미지를 살려, 가한 

지역 인기 과자점이 ‘KURO~흑~’을 테마로 

창작한 ‘KURO SELECTION’. 맛과 디자인에 

신경 쓴,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고급 

과자입니다.

http://www.kuro-selection.com

후쿠오카현 이즈카시 이기스 295-13

전화 0948-22-1384

영업시간 / 9:00~17:30

정기휴일 / 일요일(경축일인 경우 영업)

주차장 / 1대

후쿠오카현 이즈카시 다다쿠마 77-34

전화 0948-25-6771　영업시간 / 9:00~19:00

정기휴일 / 셋째 주 목요일　주차장 / 있음

후쿠오카현 이즈카시 쓰시마 408-1

전화 0948-22-7349　영업시간 / 8:00~17:00

정기휴일 / 일요일, 경축일　주차장 / 있음

후쿠오카현 이즈카시 다이니치지 1114

전화 0948-23-2415

영업시간 / 9:00~18:00　주차장 / 있음

후쿠오카현 이즈카시 혼마치 8-18

전화 0948-22-2323

영업시간 / 10:00~17:00

정기휴일 / 수요일　주차장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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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호의 명물 음식으로, 탄광 
식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호르몬(‘돈짱’이라고도 불림) 
요리는 하카타 모쓰나베의 
뿌 리라 고 도  일컬어지 고  
있습니다. 호르몬은 ‘호루
(버리다)몬(것)’를 어원으로 
한다는 설이 있으며, 뜨겁고 
강한 시멘트 봉지(종이봉지)에 
넣어 숯불로 구워 먹었던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탄광 노동자들의 
스태미너 음식으로 순식간에 
지쿠호  전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지쿠호의 명물 음식으로, 탄광 
식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호르몬(‘돈짱’이라고도 불림) 
요리는 하카타 모쓰나베의 
뿌 리라 고 도  일컬어지 고  
있습니다. 호르몬은 ‘호루
(버리다)몬(것)’를 어원으로 
한다는 설이 있으며, 뜨겁고 
강한 시멘트 봉지(종이봉지)에 
넣어 숯불로 구워 먹었던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탄광 노동자들의 
스태미너 음식으로 순식간에 
지쿠호  전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일 찍이  탄 갱  
마 을 의  
스태미너원으로 
사랑 받아 온 호르몬 요리. 그 ‘전설’적인 맛과 문화를 
이어가며 새로운 ‘전설과 진화’를 만들어 내자는 
생각에, 각 점포가 개성 넘치는 신 메뉴를 만들어 
냈습니다. ‘호루호루메시’도 그 대표 메뉴 중 하나. 
덮밥과 면, 나베 등 다채로운 메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 찍이  탄 갱  
마 을 의  
스태미너원으로 
사랑 받아 온 호르몬 요리. 그 ‘전설’적인 맛과 문화를 
이어가며 새로운 ‘전설과 진화’를 만들어 내자는 
생각에, 각 점포가 개성 넘치는 신 메뉴를 만들어 
냈습니다. ‘호루호루메시’도 그 대표 메뉴 중 하나. 
덮밥과 면, 나베 등 다채로운 메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탄광에서의 노동은 남녀 구별 없이 모두 목숨을 건 
작업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식사 때만큼은 미련이 남지 
않게 맛있는 걸 먹자’라는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돈은 하루 이상 묵히지 않는다’라는 특유의 가와스지(川
筋) 기질 때문에도 먹는 것에는 절대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것들이 모여 유명 점포를 
키워내고 그것이 다시 사람들의 미각을 키웠습니다. 이런 
이즈카의 식문화는, 맛있는 것을 맛볼 수 있는 마을로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석탄  산업으로 많은  사람들의 교류  
거점으로서 번영했던 가한 지역. 지명에서 알 
수 있듯 ‘쌀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Kahan 
라이스’는 과자의 고향 가한 지역과 인연이 
깊은 ‘계란’과 따뜻한 ‘인정’으로 ‘밥’을 감싼 
창작 오므라이스 메뉴입니다.

시
설

노가미 프레젠트 호텔
관광에도, 비즈니스에도 최적. 세련된 휴식 공간에서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해 

드립니다. 넓고 안락한 총 6개 타입으로 이루어진 객실을 마련하고 있으며 

숙박과 체제 일정에 맞춘 다양한 플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즈카시 신다테이와 12-37

전화 0948-22-3840

비즈니스 호텔 뉴 이즈카

넓고 편안한 실내 
공간, 객실 내 
욕실・화장실 분리,
무료 주차장이 
완비된 충실한 
시설. 조식(간단한 일본식) 서비스를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즈카시 요코타 585-1
전화 0948-22-0066

비즈니스 호텔 센추리
신 이 즈 카 역 에 서  도 보  2 분 ,  
비즈니스나 관광 시 최적의 위치 
조건입니다. 1층에는 우체국을 
병설하고 있으며 객실은 전 40실. 
싱글, 더블, 트윈, 다다미 방의 총 
4개 타입으로 1인 손님부터 단체 
손님까지 폭 넓게 대응해 드립니다.

이즈카시 신이즈카 9-11
전화 0948-29-2515

신이즈카 스테이션 호텔

홈페이지에서도 예약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예약 시 포인트가 쌓입니다!

이즈카시 요시오마치 4-20
전화 0948-26-1300

http://www.s-s-hotel.jp/

호텔 뉴가이아 이즈카

지쿠호 지구 최대의 비즈니스 거점 ‘이즈카・
요시하라마치’에 위치. ‘넓고, 편안하고, 
친절한 서비스의 비즈니스 호텔’로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이즈카시

요시하라마치7-24
TEL.0948-26-2500

비즈니스 호텔 야마토야
이즈카시 신이즈카 5-13
전화 0948-22-2544
프리 다이얼.0120-07-2544

아케보노노칸
이즈카시 신이이즈카 6-14
전화번호 0948-22-1708

온
천 

포
함

숙
박 

시
설

(

당
일
치
기 

입
욕
도 

가
능)

쇼나이 온천 지쿠호 하이쓰

공영 숙박 시설. 지쿠호 녹지 공원과 
인접해 잇는 천연 라듐 온천. 신경통과 
근육통, 만성 소화기 질환 등에 효능이 
있어 하루의 피로를 풀기에 최적입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특선 연회 
요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즈카시 니호 8-30
전화 0948-82-0240

고노유 온천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 
라듐 암반에서 여과되어 
자연의 힘으로 세정되어 온 
신비의 물. 지쿠호의 안방, 
고 노 이 케 에  위 치 한  
한적하고 조용한 온천, 
고 노 이 케  온 천 에 서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을 
보내 주세요.

이즈카시 이카와82-33
전화 0948-28-4126

숙
박

온
천



이즈카 관광협회

문의처

이즈카 관광협회
(우) 820-0040 이즈카시 요시하라마치 6-1 아이타운 2층
전화 0948-22-3511(토, 일, 경축일 가능)　팩스 0948-22-2528
메일 otoiawase@kankou-iizuka.jp
http://www.kankou-iizuka.jp　　　

검색

2019.3

덴진덴진

하카타하카타

지쿠고오고리IC

후쿠오카IC

야하타IC

고쿠라고쿠라

이즈카이즈카

오리오역

후쿠오카현

후쿠오카현후쿠오카현

◆차

-후쿠오카IC에서 약 40분　　　-야하타IC에서 약 40분

-지쿠고오고리IC에서 약 60분　-후쿠오카 공항에서 약 50분

-기타큐슈 공항에서 약 60분

니시테쓰 덴진
고속버스터미널

이즈카
버스터미널60분

◆니시테쓰 버스

하카타역 신이즈카역

JR
후쿠호쿠유타카선

40분
(쾌속)

고쿠라

JR
가고시마본선

20분
(쾌속)

신이즈카역

JR
후쿠호쿠유타카선

40분
(쾌속)

◆ＪＲ

오리오역

JR가고시마본선

ＪＲ오리오역
ＪＲ고쿠라

야하타IC
후
쿠
호
쿠
유
타
카
선 히

타
히
코
산
선

고토지선

지
쿠
호
본
선

후쿠오카IC

산
요
신
칸
센

ＪＲ하카타역●
덴진

후쿠오카시

이즈카

기타큐슈시

ＪＲ다가와고토지역

닛
포
본
선

히
가
시
큐
슈 

자
동
차
도

기타큐슈 공항

모지코 레트로●

ＪＲ신이즈카역

ＪＲ이즈카역

지쿠고오고리IC
ＪＲ하라다역

ＪＲ가쓰라가와역

규슈 자동차도

후쿠오카 공항

구루메

벳푸

무나카타

야마구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