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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젠시 관광가이드북〕
2013년 나가사키현 21세기 마을 만들기 추진 종합지원사업



헤이세이신잔 산

시마바라반도 지오파크 캐릭터

‘지오군’ ‘지나짱’

시마바라반도는 일본 최초
세계지오파크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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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바라반도 지오파크 협의회사무국

오바마온천

화산과 혜택과 풍요로운 자연

시마바라반도 지오파크

지오파크가 뭐예요? 운젠시에서 볼거리는?

지오파크와 관련있는 지형∙지질∙산물∙
자연현상에는 이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시마바라반도 지오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오파크란 지구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야외 박물관입니다. 
지형,지층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과 
역사도 포함됩니다.

지오사이트(지형이나 지층을 
관찰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인      
헤이세이신잔 산이나 지지와단층 
등이 볼거리입니다. 이외에도 
오바마온천, 운젠온천 등  성분이 
전혀 다른 여러 온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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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젠의 사계절 & 자연

봄 여름

미야마키리시마 (철쭉)의 제철……5월 상순(운젠온천가 주변)∼하순(니타토게고개 주변)

산딸나무의 제철……6월 중순∼7월 상순 (운젠다케 산 일대)

　　　　　　　문의: 운젠 산 정보관  TEL 0957-73-3636

쟈카란다 제철……6월 상순∼하순 (오바마온천가 주변)

　　　　　　　문의: 오바마온천관광협회  TEL 0957-74-2672

이케노하라의 미야마키리시마 (철쭉)

신록의 터널

쟈카란다

산딸나무(시의 나무)산딸나무(시의 나무)산딸나무(시의 나무)

시라쿠모노이케 연못

미야마키리시마 (철쭉)

다치바나 신사

나베시마 저택의 히칸자쿠라 (대만 벚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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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밖에 만날 수 없는 감동의 자연미.

가을 운젠다케 산의 단풍

코스모스 석양 산책로

다랭이논의 벼이삭

후겐다케 산 단풍 수림

단풍의 제철……10월 하순(니타고개 주변)∼11월 상순 (운젠온천가 주변)

문의: 운젠 산 정보관  TEL 0957-73-3636

홋토훗토 105 운젠지옥

운젠다케 산의 상고대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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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운젠온천

산∙바다∙온천 다양한 운젠을 만끽!!

추천 
운젠
추천 
운젠
추천 
운젠
운젠다케 산이 우뚝 솟은 시마바라반도, 운젠시.

광대한 바다∙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온천  

드라이브도 좋고 느긋하게 산책하는 것도 좋고

운젠의 여기저기를 돌아봅시다.

운젠다케 산이 우뚝 솟은 시마바라반도, 운젠시.

광대한 바다∙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온천  

드라이브도 좋고 느긋하게 산책하는 것도 좋고

운젠의 여기저기를 돌아봅시다.

오바마온천오바마온천

【로맨스 코스】【로맨스 코스】

운젠온천운젠온천

(족욕온천, 가미노카와 용수, 탄산천,
 오바마쵸 역사자료관 등)
(족욕온천, 가미노카와 용수, 탄산천,
 오바마쵸 역사자료관 등)

(지옥∙산 정보관 니타토게고개 등)(지옥∙산 정보관 니타토게고개 등)

물레방아의 마을물레방아의 마을(이와도 신사)(이와도 신사)

고지로쿠지 무가저택고지로쿠지 무가저택(나베시마 저택)(나베시마 저택)

●탄산천

●지옥 ●니타고개

●오바마쵸 역사자료관

모델 
코스로 

돌아다니는
여행

모델 
코스로 

돌아다니는
여행

출발!!

아이노마치
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도착!!

아이노마치

먼저 걸으면서 마을 산책을 즐기고 그 피곤함을
홋토훗토 105에서 풉시다. 오바마온천은 피부를
매끄럽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냉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산책 도중에
구입한 야채나 해산물을
찜가마에 쪄서 먹는 맛도
일품이에요.

지붕 위에는 큐피트의 화살. 
벽면에는 하트 모양을 한 
숫자가 들어간 클로버가 있는 
로맨틱한 장소. 이 역에서 한정 
발매하는 최고의 사랑 인정증도 
있습니다.

가쓰 가이슈와 사카모토 
료마가 나가사키에서 
돌아오는 도중 점심을 
먹었다고 하는 ‘나베시마 
저택’은 시마바라 반도의 
유일한 국가 중요문화재입니다.  
두 사람은 성지를 돌면서 
어떤 로망을 품었을까요?

정적한 숲 속에 있는 파워
스폿. 마치 대지에 안겨
있는 듯한 신비로운 감각.

신사의 본당에는 남녀 
성의 상징이 자리잡고 
있어 이곳을 참배하면 
자손번영이 확실합니다.

‘I Love You’를 수화
형태로 표현한 벤치.
여기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것도 로맨틱.

홋토훗토 105의 일본에서 가장 긴 족욕온천 어딘가에 
하트스톤이…

로맨틱한 석양을
보면서 사랑을

속삭이자

이와도 신사의 맑은 물이 흐르는 공원입니다. 
맑은 물은 연중 변함없는 수온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매년 5월에는 모모페스티벌이 개최되어 송아지 
몸무게 맞히기나 동물들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는 행사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삼림욕을 
하기에 적합☆ 마이너스이온으로 몸을 
치유합니다.

사가번의 원격지로서 나베시마 나오시게의 형인 노부후사가 
초대 번주. 4대 다카나리가 조성한 무가저택 군으로 나베시마 
저택을 중심으로 겐로쿠 시대(17세기 후반경)의 건물이 
점재해 있습니다. 2005년 2월에 ‘국가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선정되어 당시의 모습이 남아 있는 
건물이나 돌담, 
산울타리 수로, 구획 
등, 에도 시대로 
시간여행을 한 것 
같은 거리 
풍경입니다.

검은색은 드라이브 코스
빨간색은 로맨스 코스

표고 700m의 온천지로 옛날 외국인의 피서지였던 
곳입니다. 고산 철쭉을 비롯해 산딸나무, 단풍, 
상고대 등 사계절 경치를 즐길 수 있고 지옥온천에서 
피어오르는 김 속을 걸으며 온천달걀을 먹거나 
정보관에서 시마바라반도 온천 3곳의 비밀을 
알고나면 온천 여행이 더욱 더 즐거워집니다. 
운젠 니타토게고개 순환도로 통행료가 환경협력금
(임의 100엔)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날에는 니타고개에서의 전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차로
돌아다니는 

모델 코스

차로
돌아다니는 

모델 코스

드라이브 코스드라이브 코스
【 추 천  코 스 】【 추 천  코 스 】

차로 20분

차로 20분

차로 20분

차로 20분

차로 10분

운젠시
시마바라시

사랑의 여행
사랑의 역사랑의 역

가이드에 관한 것이라면 저희에게 맡겨 주세요.가이드에 관한 것이라면 저희에게 맡겨 주세요.

운젠가이드∙사루파 
（운젠온천）
운젠가이드∙사루파 
（운젠온천）
오바마온천 관광가이드
（오바마온천）
오바마온천 관광가이드
（오바마온천）

(오바마온천관광협회 내)(오바마온천관광협회 내)

(재)자연공원재단 운젠지부
(트랙킹)
(재)자연공원재단 운젠지부
(트랙킹)

나베시마 저택나베시마 저택

이와도 신사이와도 신사

홋토훗토 105
I Love You 벤치
홋토훗토 105
I Love You 벤치

고노하나사쿠야히메 신사고노하나사쿠야히메 신사

홋토훗토 105  하트스톤홋토훗토 105  하트스톤

차로 20분
출발!!

아이노마치
에서

차로 10분

자동차 40분

바로 옆

바로 옆

차로 20분

운젠온천에 도착하면

둘만의 전세 노천탕에서

느긋하게!!

모
델 

코
스



도착!!

운젠온천

산∙바다∙온천 다양한 운젠을 만끽!!

추천 
운젠
추천 
운젠
추천 
운젠
운젠다케 산이 우뚝 솟은 시마바라반도, 운젠시.

광대한 바다∙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온천  

드라이브도 좋고 느긋하게 산책하는 것도 좋고

운젠의 여기저기를 돌아봅시다.

운젠다케 산이 우뚝 솟은 시마바라반도, 운젠시.

광대한 바다∙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온천  

드라이브도 좋고 느긋하게 산책하는 것도 좋고

운젠의 여기저기를 돌아봅시다.

오바마온천오바마온천

【로맨스 코스】【로맨스 코스】

운젠온천운젠온천

(족욕온천, 가미노카와 용수, 탄산천,
 오바마쵸 역사자료관 등)
(족욕온천, 가미노카와 용수, 탄산천,
 오바마쵸 역사자료관 등)

(지옥∙산 정보관 니타토게고개 등)(지옥∙산 정보관 니타토게고개 등)

물레방아의 마을물레방아의 마을(이와도 신사)(이와도 신사)

고지로쿠지 무가저택고지로쿠지 무가저택(나베시마 저택)(나베시마 저택)

●탄산천

●지옥 ●니타고개

●오바마쵸 역사자료관

모델 
코스로 

돌아다니는
여행

모델 
코스로 

돌아다니는
여행

출발!!

아이노마치
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도착!!

아이노마치

먼저 걸으면서 마을 산책을 즐기고 그 피곤함을
홋토훗토 105에서 풉시다. 오바마온천은 피부를
매끄럽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냉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산책 도중에
구입한 야채나 해산물을
찜가마에 쪄서 먹는 맛도
일품이에요.

지붕 위에는 큐피트의 화살. 
벽면에는 하트 모양을 한 
숫자가 들어간 클로버가 있는 
로맨틱한 장소. 이 역에서 한정 
발매하는 최고의 사랑 인정증도 
있습니다.

가쓰 가이슈와 사카모토 
료마가 나가사키에서 
돌아오는 도중 점심을 
먹었다고 하는 ‘나베시마 
저택’은 시마바라 반도의 
유일한 국가 중요문화재입니다.  
두 사람은 성지를 돌면서 
어떤 로망을 품었을까요?

정적한 숲 속에 있는 파워
스폿. 마치 대지에 안겨
있는 듯한 신비로운 감각.

신사의 본당에는 남녀 
성의 상징이 자리잡고 
있어 이곳을 참배하면 
자손번영이 확실합니다.

‘I Love You’를 수화
형태로 표현한 벤치.
여기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것도 로맨틱.

홋토훗토 105의 일본에서 가장 긴 족욕온천 어딘가에 
하트스톤이…

로맨틱한 석양을
보면서 사랑을

속삭이자

이와도 신사의 맑은 물이 흐르는 공원입니다. 
맑은 물은 연중 변함없는 수온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매년 5월에는 모모페스티벌이 개최되어 송아지 
몸무게 맞히기나 동물들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는 행사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삼림욕을 
하기에 적합☆ 마이너스이온으로 몸을 
치유합니다.

사가번의 원격지로서 나베시마 나오시게의 형인 노부후사가 
초대 번주. 4대 다카나리가 조성한 무가저택 군으로 나베시마 
저택을 중심으로 겐로쿠 시대(17세기 후반경)의 건물이 
점재해 있습니다. 2005년 2월에 ‘국가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선정되어 당시의 모습이 남아 있는 
건물이나 돌담, 
산울타리 수로, 구획 
등, 에도 시대로 
시간여행을 한 것 
같은 거리 
풍경입니다.

검은색은 드라이브 코스
빨간색은 로맨스 코스

표고 700m의 온천지로 옛날 외국인의 피서지였던 
곳입니다. 고산 철쭉을 비롯해 산딸나무, 단풍, 
상고대 등 사계절 경치를 즐길 수 있고 지옥온천에서 
피어오르는 김 속을 걸으며 온천달걀을 먹거나 
정보관에서 시마바라반도 온천 3곳의 비밀을 
알고나면 온천 여행이 더욱 더 즐거워집니다. 
운젠 니타토게고개 순환도로 통행료가 환경협력금
(임의 100엔)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날에는 니타고개에서의 전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차로
돌아다니는 

모델 코스

차로
돌아다니는 

모델 코스

드라이브 코스드라이브 코스
【 추 천  코 스 】【 추 천  코 스 】

차로 20분

차로 20분

차로 20분

차로 20분

차로 10분

운젠시
시마바라시

사랑의 여행
사랑의 역사랑의 역

가이드에 관한 것이라면 저희에게 맡겨 주세요.가이드에 관한 것이라면 저희에게 맡겨 주세요.

운젠가이드∙사루파 
（운젠온천）
운젠가이드∙사루파 
（운젠온천）
오바마온천 관광가이드
（오바마온천）
오바마온천 관광가이드
（오바마온천）

(오바마온천관광협회 내)(오바마온천관광협회 내)

(재)자연공원재단 운젠지부
(트랙킹)
(재)자연공원재단 운젠지부
(트랙킹)

나베시마 저택나베시마 저택

이와도 신사이와도 신사

홋토훗토 105
I Love You 벤치
홋토훗토 105
I Love You 벤치

고노하나사쿠야히메 신사고노하나사쿠야히메 신사

홋토훗토 105  하트스톤홋토훗토 105  하트스톤

차로 20분
출발!!

아이노마치
에서

차로 10분

자동차 40분

바로 옆

바로 옆

차로 20분

운젠온천에 도착하면

둘만의 전세 노천탕에서

느긋하게!!

모
델 

코
스



모델
코스로
도는
여행

운젠온천 캐릭터
‘운제리느’

오바마온천 캐릭터
‘오윳피’

오윳피 
추천
코스

오리지널 유리는
여행 최고의

추억!!

운젠의
 정보는 여기에서 

체크 !!

옛부터 
사랑받고 있는 

지장보살

당시는 
대중목욕탕이나
사이다 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증기로 
삶은 온천 
달걀은 일품

운젠 비드로미술관운젠 비드로미술관
천천히 느긋하게 산책하며 돌아다니는천천히 느긋하게 산책하며 돌아다니는

운젠 산 정보관운젠 산 정보관

이보토리 지장보살이보토리 지장보살

가미노카와 용수가미노카와 용수

탄산천탄산천

오바마 신사오바마 신사

운젠지옥운젠지옥 다이쇼 시대 낭만적인 거리 풍경다이쇼 시대 낭만적인 거리 풍경

추천 운젠추천 운젠

운젠운젠 오바마오바마
어슬렁어슬렁 산책기

운제리느 
추천
코스

온천 시설과 비드로미술관을 병설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체험 시설입니다. 관내에서는 간편하게 
‘유리공예 스트랩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오리지널 스트랩은 여행의 추억에 안성맞춤!
●운젠 비드로미술관  TEL 0957-73-3133

“이곳에 와서 지는 해를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바다로 저무는 석양 또한 잊을 수 없다” 나가사키 
의과대학 교수 시절에 오바마를 찾은 가인(歌人)사이토 
모키치가 다치바나만에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에 감동하여 
읊은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바마온천관광협회 TEL 0957-74-2672

후겐다케 산의 분화를 진정시키고
천장에는 하룻밤 사이에 그려졌다는
용의 그림이 있습니다.
●오바마온천관광협회 
TEL 0957-74-2672

운젠의 자연, 역사 정보를 중심으로
시마바라반도의 정보를 제공. 
화산과 온천의 구조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최신
정보는 홈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운젠 산 정보관  TEL 0957-73-3636

건물 정면(파사드)의 수경 정비가 완료되고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거리던 다이쇼 시대의 낭만적인 거리 
풍경을 재현. 
귀여운 대여 
드레스를 입으면 
몸도 마음도 
시간여행! 
(유료, 부정기 휴무)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사마귀를 떼어 주는
지장보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배할 때는
“이 사마귀 떼어 가라”
고 말합니다. 
●오바마온천관광협회
TEL 0957-74-2672

오바마쵸의 대표적인 
용수로 음료수∙
생활용수로써 이용되며 
나가사키 등 시외로부터도 
맛있는 물을 길으러 
찾아옵니다. 오바마 유일의 냉천. 식염천과는 달리

유황냄새가 나며 철분과 탄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피부에 좋다고 합니다.
●오바마온천관광협회
TEL 0957-74-2672

운젠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운젠지옥.
유황 냄새가 가득하고 땅
밑에서 뿜어 나오는 증기와
열기가 주변 일대를 뒤덮어 버리는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
●운젠온천관광협회
TEL 0957-73-3434

석양의 광장 (사이토 모키치의 노래비)석양의 광장 (사이토 모키치의 노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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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코스로
도는
여행

운젠온천 캐릭터
‘운제리느’

오바마온천 캐릭터
‘오윳피’

오윳피 
추천
코스

오리지널 유리는
여행 최고의

추억!!

운젠의
 정보는 여기에서 

체크 !!

옛부터 
사랑받고 있는 

지장보살

당시는 
대중목욕탕이나
사이다 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증기로 
삶은 온천 
달걀은 일품

운젠 비드로미술관운젠 비드로미술관
천천히 느긋하게 산책하며 돌아다니는천천히 느긋하게 산책하며 돌아다니는

운젠 산 정보관운젠 산 정보관

이보토리 지장보살이보토리 지장보살

가미노카와 용수가미노카와 용수

탄산천탄산천

오바마 신사오바마 신사

운젠지옥운젠지옥 다이쇼 시대 낭만적인 거리 풍경다이쇼 시대 낭만적인 거리 풍경

추천 운젠추천 운젠

운젠운젠 오바마오바마
어슬렁어슬렁 산책기

운제리느 
추천
코스

온천 시설과 비드로미술관을 병설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체험 시설입니다. 관내에서는 간편하게 
‘유리공예 스트랩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오리지널 스트랩은 여행의 추억에 안성맞춤!
●운젠 비드로미술관  TEL 0957-73-3133

“이곳에 와서 지는 해를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바다로 저무는 석양 또한 잊을 수 없다” 나가사키 
의과대학 교수 시절에 오바마를 찾은 가인(歌人)사이토 
모키치가 다치바나만에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에 감동하여 
읊은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바마온천관광협회 TEL 0957-74-2672

후겐다케 산의 분화를 진정시키고
천장에는 하룻밤 사이에 그려졌다는
용의 그림이 있습니다.
●오바마온천관광협회 
TEL 0957-74-2672

운젠의 자연, 역사 정보를 중심으로
시마바라반도의 정보를 제공. 
화산과 온천의 구조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최신
정보는 홈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운젠 산 정보관  TEL 0957-73-3636

건물 정면(파사드)의 수경 정비가 완료되고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거리던 다이쇼 시대의 낭만적인 거리 
풍경을 재현. 
귀여운 대여 
드레스를 입으면 
몸도 마음도 
시간여행! 
(유료, 부정기 휴무)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사마귀를 떼어 주는
지장보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배할 때는
“이 사마귀 떼어 가라”
고 말합니다. 
●오바마온천관광협회
TEL 0957-74-2672

오바마쵸의 대표적인 
용수로 음료수∙
생활용수로써 이용되며 
나가사키 등 시외로부터도 
맛있는 물을 길으러 
찾아옵니다. 오바마 유일의 냉천. 식염천과는 달리

유황냄새가 나며 철분과 탄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피부에 좋다고 합니다.
●오바마온천관광협회
TEL 0957-74-2672

운젠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운젠지옥.
유황 냄새가 가득하고 땅
밑에서 뿜어 나오는 증기와
열기가 주변 일대를 뒤덮어 버리는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
●운젠온천관광협회
TEL 0957-73-3434

석양의 광장 (사이토 모키치의 노래비)석양의 광장 (사이토 모키치의 노래비)

모
델 

코
스



잠깐 휴식.
여행의 피로를 

풀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족욕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붕이 있어
비가 오는 날도

괜찮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손가락
온천입니다

족욕온천

홋토훗토 105홋토훗토 105

슌요칸슌요칸 신유 족욕온천 광장신유 족욕온천 광장

일본 최고의 길이 105m! 걸터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것도 좋고 워킹 
족욕온천이나 애완동물 족욕온천도 있습니다!
◎오바마쵸 기타혼마치 905-68
◎이용시간/ 4월∼10월 10:00∼19:00
       　　11월∼ 3월 10:00∼18:00
◎무료
◎휴일/매달 첫번째 월요일 오전중
  (공휴일인 경우는 화요일 오전중)

에도 시대 중기에 개장한 역사 깊은 온천. 일찌기 
요시다 쇼인도 탕치(湯治)를 위해 찾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쵸 운젠 500-1 TEL 0957-73-2351
◎요금/중학생 이상 420엔, 어린이 210엔
◎시간/ 9:00∼21:00 ◎연중무휴

◎오바마쵸 운젠 320
　TEL 0957-73-3233
◎요금/어른 100엔　어린이 50엔
◎시간/ 9:00∼23:00 
◎휴일/매주 수요일

◎오바마쵸 기타혼마치 1680
◎시간/ 12:00∼20:00
◎무료  ◎부정기 휴무

지붕이 달린 직경 4m 
정도의 족욕온천. 
혈액순환이 좋아져 
다리의 피로가 풀린다고 
평이 좋습니다.
◎오바마쵸 운젠 320
◎시간/ 24시간
(여름철 19시까지)
◎무료  ◎휴일/없음

운젠소운젠소
◎오바마쵸 미나미혼마치 145-2
◎시간/ 12:30∼22:00
◎무료  ◎부정기 휴무

오바마 역사자료관오바마 역사자료관
◎오바마쵸 기타혼마치 923-1
◎시간/ 9:00∼17:00
◎요금/100엔(자료관의 입장료)
◎휴일/월요일

운젠 이와키 여관운젠 이와키 여관 그린테라스 운젠그린테라스 운젠
풍부한 온천수량을 자랑하는 자가원천을
이용하여 손가락 온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바마초 운젠 318
◎시간/ 24시간
◎무료  
◎휴일/없음

◎오바마쵸 운젠 320
◎시간/ 11:00∼일몰까지
  (악천후 시는 휴업)
◎무료  
◎휴일/수요일

◎오바마쵸 운젠 320
◎시간/ 11:00∼일몰까지
  (악천후 시는 휴업)
◎무료  
◎휴일/수요일

◎오바마쵸 운젠 320
◎시간/ 11:00∼일몰까지
  (악천후 시는 휴업)
◎무료  
◎휴일/수요일

오바마 해산물 판매점오바마 해산물 판매점
◎오바마쵸 마리나 20-3
◎시간/ 8:00∼18:00
◎무료  ◎부정기 휴무

유모토 호텔유모토 호텔
◎오바마쵸 운젠 316
◎시간/ 7:00∼22:00
◎무료  ◎부정휴

가세야 CAFÉ가세야 CAFÉ
◎오바마쵸 운젠 315
◎시간/ 7:00∼18:00
◎무료  ◎부정기 휴무

족욕온천

족욕온천

족욕온천 족욕온천

족욕온천

족욕온천

족욕온천

손가락
온천

●족욕온천∙손가락온천에 관한 문의

족욕온천

오바마온천관광협회 TEL 0957-74-2672
운젠온천관광협회 TEL 0957-73-3434

피부에 좋은
탕으로인기

있는
온천입니다

P49∼50의 지도 ‘온천지역’

소지옥 온천관〔운젠〕

◎오바마초 운젠 303　TEL 0957-73-2576
◎요금/
　어른 100엔
　어린이 50엔
◎시간/
　9:00∼23:00 
◎연중무휴

◎오바마쵸 기타혼마치 14-23　TEL 0957-38-3111
　(환경정책과)
◎요금/초등학생 이상 150엔 (운젠 시민은 100엔)
◎시간/ 6:00∼21:00 
◎부정기 휴무

◎오바마쵸 운젠 380 TEL 0957-73-3482
◎시간/ 9:00∼21:00 
◎요금/중학생 이상 400엔
　어린이 200엔
◎연중무휴

◎오바마쵸 미나미혼마치 7
　TEL 0957-74-2056
◎시간/ 7:00∼21:00 
◎요금/어른 150엔
　초,중학생 70엔
　유아 30엔
◎부정기 휴무

◎오바마초 기타혼마치 905-32
　TEL 0957-75-0107
◎요금/어른 200엔, 
　초등학생 이하 100엔
　(식사하시는 분은 무료)
◎시간/ 9:00∼22:00 
◎휴일/매달 세 번째 수요일

온천가에서 조금
떨어진 방파제
밖에 만들어진
대중목욕탕. 
노천탕 앞쪽으로는
다치바나만을
바다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쵸 마리나 20  TEL 0957-74-2672
◎요금/어른 300엔, 어린이 200엔
◎시간/4월∼10월 10:00∼19:00　11월∼3월 10:00∼18:00
◎휴일/악천후 시

유노사토온천 대중목욕탕〔운젠〕

운젠 요카유〔운젠〕

와키하마 대중목욕탕〔오바마〕 온천 요시쵸〔오바마〕

해상 노천탕 나미노유 ‘아카네’〔오바마〕

하마노유 대중목욕탕〔오바마〕신유 대중목욕탕〔운젠〕

모
델 

코
스

모델
코스로 

도는 여행

추천     
운젠

추천     
운젠 모델

코스로 
도는 여행

추천     
운젠

추천     
운젠

족욕온천족욕온천
손가락온천손가락온천

당일치기  
   온천

당일치기  
   온천

살짝 온천기분을
느끼는 여행
살짝 온천기분을
느끼는 여행

간편하게 
온천을 즐기는 여행
간편하게 
온천을 즐기는 여행



잠깐 휴식.
여행의 피로를 

풀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족욕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붕이 있어
비가 오는 날도

괜찮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손가락
온천입니다

족욕온천

홋토훗토 105홋토훗토 105

슌요칸슌요칸 신유 족욕온천 광장신유 족욕온천 광장

일본 최고의 길이 105m! 걸터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것도 좋고 워킹 
족욕온천이나 애완동물 족욕온천도 있습니다!
◎오바마쵸 기타혼마치 905-68
◎이용시간/ 4월∼10월 10:00∼19:00
       　　11월∼ 3월 10:00∼18:00
◎무료
◎휴일/매달 첫번째 월요일 오전중
  (공휴일인 경우는 화요일 오전중)

에도 시대 중기에 개장한 역사 깊은 온천. 일찌기 
요시다 쇼인도 탕치(湯治)를 위해 찾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쵸 운젠 500-1 TEL 0957-73-2351
◎요금/중학생 이상 420엔, 어린이 210엔
◎시간/ 9:00∼21:00 ◎연중무휴

◎오바마쵸 운젠 320
　TEL 0957-73-3233
◎요금/어른 100엔　어린이 50엔
◎시간/ 9:00∼23:00 
◎휴일/매주 수요일

◎오바마쵸 기타혼마치 1680
◎시간/ 12:00∼20:00
◎무료  ◎부정기 휴무

지붕이 달린 직경 4m 
정도의 족욕온천. 
혈액순환이 좋아져 
다리의 피로가 풀린다고 
평이 좋습니다.
◎오바마쵸 운젠 320
◎시간/ 24시간
(여름철 19시까지)
◎무료  ◎휴일/없음

운젠소운젠소
◎오바마쵸 미나미혼마치 145-2
◎시간/ 12:30∼22:00
◎무료  ◎부정기 휴무

오바마 역사자료관오바마 역사자료관
◎오바마쵸 기타혼마치 923-1
◎시간/ 9:00∼17:00
◎요금/100엔(자료관의 입장료)
◎휴일/월요일

운젠 이와키 여관운젠 이와키 여관 그린테라스 운젠그린테라스 운젠
풍부한 온천수량을 자랑하는 자가원천을
이용하여 손가락 온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바마초 운젠 318
◎시간/ 24시간
◎무료  
◎휴일/없음

◎오바마쵸 운젠 320
◎시간/ 11:00∼일몰까지
  (악천후 시는 휴업)
◎무료  
◎휴일/수요일

◎오바마쵸 운젠 320
◎시간/ 11:00∼일몰까지
  (악천후 시는 휴업)
◎무료  
◎휴일/수요일

◎오바마쵸 운젠 320
◎시간/ 11:00∼일몰까지
  (악천후 시는 휴업)
◎무료  
◎휴일/수요일

오바마 해산물 판매점오바마 해산물 판매점
◎오바마쵸 마리나 20-3
◎시간/ 8:00∼18:00
◎무료  ◎부정기 휴무

유모토 호텔유모토 호텔
◎오바마쵸 운젠 316
◎시간/ 7:00∼22:00
◎무료  ◎부정휴

가세야 CAFÉ가세야 CAFÉ
◎오바마쵸 운젠 315
◎시간/ 7:00∼18:00
◎무료  ◎부정기 휴무

족욕온천

족욕온천

족욕온천 족욕온천

족욕온천

족욕온천

족욕온천

손가락
온천

●족욕온천∙손가락온천에 관한 문의

족욕온천

오바마온천관광협회 TEL 0957-74-2672
운젠온천관광협회 TEL 0957-73-3434

피부에 좋은
탕으로인기

있는
온천입니다

P49∼50의 지도 ‘온천지역’

소지옥 온천관〔운젠〕

◎오바마초 운젠 303　TEL 0957-73-2576
◎요금/
　어른 100엔
　어린이 50엔
◎시간/
　9:00∼23:00 
◎연중무휴

◎오바마쵸 기타혼마치 14-23　TEL 0957-38-3111
　(환경정책과)
◎요금/초등학생 이상 150엔 (운젠 시민은 100엔)
◎시간/ 6:00∼21:00 
◎부정기 휴무

◎오바마쵸 운젠 380 TEL 0957-73-3482
◎시간/ 9:00∼21:00 
◎요금/중학생 이상 400엔
　어린이 200엔
◎연중무휴

◎오바마쵸 미나미혼마치 7
　TEL 0957-74-2056
◎시간/ 7:00∼21:00 
◎요금/어른 150엔
　초,중학생 70엔
　유아 30엔
◎부정기 휴무

◎오바마초 기타혼마치 905-32
　TEL 0957-75-0107
◎요금/어른 200엔, 
　초등학생 이하 100엔
　(식사하시는 분은 무료)
◎시간/ 9:00∼22:00 
◎휴일/매달 세 번째 수요일

온천가에서 조금
떨어진 방파제
밖에 만들어진
대중목욕탕. 
노천탕 앞쪽으로는
다치바나만을
바다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쵸 마리나 20  TEL 0957-74-2672
◎요금/어른 300엔, 어린이 200엔
◎시간/4월∼10월 10:00∼19:00　11월∼3월 10:00∼18:00
◎휴일/악천후 시

유노사토온천 대중목욕탕〔운젠〕

운젠 요카유〔운젠〕

와키하마 대중목욕탕〔오바마〕 온천 요시쵸〔오바마〕

해상 노천탕 나미노유 ‘아카네’〔오바마〕

하마노유 대중목욕탕〔오바마〕신유 대중목욕탕〔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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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욕온천족욕온천
손가락온천손가락온천

당일치기  
   온천

당일치기  
   온천

살짝 온천기분을
느끼는 여행
살짝 온천기분을
느끼는 여행

간편하게 
온천을 즐기는 여행
간편하게 
온천을 즐기는 여행



운젠온천운젠온천 오바마온천오바마온천오바마온천 역사탐방의 여행!역사탐방의 여행!역사탐방의 여행!
운젠온천의 역사운젠온천의 역사 오바마온천의 역사오바마온천의 역사

사적을 돌아다니는 여행사적을 돌아다니는 여행 사적을 돌아다니는 여행사적을 돌아다니는 여행

운젠의 역사는 옛날에 승려 교기가 만묘지 절을
창건한 다이호 원년(701)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에이3년(1850) 국학자인 요시다 쇼인도
나가사키 유학 시에 소지옥 탕에 들어가
세상일을 걱정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서
시볼트가 저서에서 운젠을 소개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이 운젠을 찾아 운젠은 국제적인 피서지로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운젠다케의 산기슭 다치바나만에 면한 바닷가에 
위치한 온천 마을∙오바마온천은 ‘히젠 풍토기’
(713년)에 쓰여져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고 
1614년 무렵부터 점차 탕치(湯治)장으로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1924년부터 1938년까지는 철도도 
개통, 도로도 정비되어 여관가는 번화하고 
하이쿠 시인∙사이토 모키치와 다네다 산토카도 
감동적인 오바마의 아름다운 풍경을 하이쿠에 
남겼습니다.

(P50의 지도 파란색 글자) (P49의 지도 파란색 글자)

온센 공원의 비석온센 공원의 비석

운젠은 그 옛날
‘온센(온천)’이라고
써서 ‘운젠’이라고
불리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 비석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관광협회 앞에 있음.

“여기에 와서 지는
해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었고
바다로  저무는 석양
또한 잊을 수 없다”
오바마를 방문한
가인 사이토 모키치가
다치바나만에 저무는
석양의 아름다움에
감동하여 읊은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바마 종합지소 옆에
있음.

무늬도 없고 제작자
이름도 없는 받침이
있는 술통형 기리시탄
묘비로 가운데가
부푼 형상은 술통형
묘비의 특징을
나타내며 크고
보존상태도 좋아
많지 않은 술통형
묘비로서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도겐 신사 부근에 있음.

“쓸쓸해지면
따끈따끈한 온천이
늘 있네” 두부
모양을 딴 독특한
석비에는 자유률
하이쿠로 유명한
다네다 산토카가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읊은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구니사키(여관)
앞에 있음.

중국의 소아과
한방의인 에가와
닛토쿠는 일본에
와서 오바마온천의
효능을 널리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공로를 치하하여
건립되었습니다.
덴묘지 절에 있음.

요시이 이사무의 노래비요시이 이사무의 노래비

“운젠 온천 여관에서
하룻밤 머무니 시가
떠오른다. 여행의
피로일런지” 묘조파의
가인 요시이 이사무는
1920년에 운젠을
방문했습니다.
유모토 호텔 앞에 있음

기타하라 하쿠슈의 노래비기타하라 하쿠슈의 노래비

“만발하던 철쭉이
자취를 감추려 하는
산등성 여름을 향해
달려가는 바람이
빛나며 불어온다.”
기타하라 하쿠슈가
사랑했던 운젠의
자연미가 엿보입니다.
운젠 미야자키 여관
앞에 있음

타고르의 비석타고르의 비석

사이토 모키치의 노래비사이토 모키치의 노래비

오바마초 (시게무타) 기리시탄 묘비오바마초 (시게무타) 기리시탄 묘비

다네다 산토카 비석다네다 산토카 비석

닛토쿠 사옹 비석닛토쿠 사옹 비석

아시아인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시인도 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규슈호텔
앞에 있음.

지
역
별



운젠온천운젠온천 오바마온천오바마온천오바마온천 역사탐방의 여행!역사탐방의 여행!역사탐방의 여행!
운젠온천의 역사운젠온천의 역사 오바마온천의 역사오바마온천의 역사

사적을 돌아다니는 여행사적을 돌아다니는 여행 사적을 돌아다니는 여행사적을 돌아다니는 여행

운젠의 역사는 옛날에 승려 교기가 만묘지 절을
창건한 다이호 원년(701)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에이3년(1850) 국학자인 요시다 쇼인도
나가사키 유학 시에 소지옥 탕에 들어가
세상일을 걱정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서
시볼트가 저서에서 운젠을 소개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이 운젠을 찾아 운젠은 국제적인 피서지로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운젠다케의 산기슭 다치바나만에 면한 바닷가에 
위치한 온천 마을∙오바마온천은 ‘히젠 풍토기’
(713년)에 쓰여져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고 
1614년 무렵부터 점차 탕치(湯治)장으로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1924년부터 1938년까지는 철도도 
개통, 도로도 정비되어 여관가는 번화하고 
하이쿠 시인∙사이토 모키치와 다네다 산토카도 
감동적인 오바마의 아름다운 풍경을 하이쿠에 
남겼습니다.

(P50의 지도 파란색 글자) (P49의 지도 파란색 글자)

온센 공원의 비석온센 공원의 비석

운젠은 그 옛날
‘온센(온천)’이라고
써서 ‘운젠’이라고
불리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 비석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관광협회 앞에 있음.

“여기에 와서 지는
해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었고
바다로  저무는 석양
또한 잊을 수 없다”
오바마를 방문한
가인 사이토 모키치가
다치바나만에 저무는
석양의 아름다움에
감동하여 읊은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바마 종합지소 옆에
있음.

무늬도 없고 제작자
이름도 없는 받침이
있는 술통형 기리시탄
묘비로 가운데가
부푼 형상은 술통형
묘비의 특징을
나타내며 크고
보존상태도 좋아
많지 않은 술통형
묘비로서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도겐 신사 부근에 있음.

“쓸쓸해지면
따끈따끈한 온천이
늘 있네” 두부
모양을 딴 독특한
석비에는 자유률
하이쿠로 유명한
다네다 산토카가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읊은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구니사키(여관)
앞에 있음.

중국의 소아과
한방의인 에가와
닛토쿠는 일본에
와서 오바마온천의
효능을 널리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공로를 치하하여
건립되었습니다.
덴묘지 절에 있음.

요시이 이사무의 노래비요시이 이사무의 노래비

“운젠 온천 여관에서
하룻밤 머무니 시가
떠오른다. 여행의
피로일런지” 묘조파의
가인 요시이 이사무는
1920년에 운젠을
방문했습니다.
유모토 호텔 앞에 있음

기타하라 하쿠슈의 노래비기타하라 하쿠슈의 노래비

“만발하던 철쭉이
자취를 감추려 하는
산등성 여름을 향해
달려가는 바람이
빛나며 불어온다.”
기타하라 하쿠슈가
사랑했던 운젠의
자연미가 엿보입니다.
운젠 미야자키 여관
앞에 있음

타고르의 비석타고르의 비석

사이토 모키치의 노래비사이토 모키치의 노래비

오바마초 (시게무타) 기리시탄 묘비오바마초 (시게무타) 기리시탄 묘비

다네다 산토카 비석다네다 산토카 비석

닛토쿠 사옹 비석닛토쿠 사옹 비석

아시아인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시인도 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규슈호텔
앞에 있음.

지
역
별



구니미 지역구니미 지역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축구의 마을

역사적 유산과 풍요로운 자연에도 둘러싸여

약동과 정적에 감싸여 있습니다

햣카다이 공원

아와시마
신사의
작은 도리이
(입구의 기둥문)

축구공 모양 가로등

갯벌에서 바지락 캐기 체험

운젠 후겐다케 산∙헤이세이신잔 산을 가까이서 바라보고 정면으로 멀리 아리아케해가 펼쳐지는

자연이 풍요로운 공원으로 현내 유수의 크기와 설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에 걸쳐 벚꽃이 제철입니다.

●햣카다이 공원 관리사무소 TEL 0957-78-3545

구니미초 내를 대표하는 벚꽃의 명소로 경내에
있는 세 개의 작은 도리이를 빠져 나가면 좋은
인연이 있거나 자식을 점지 받는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3월부터 5월 상순까지 봄의 시작을 알리는 
갯벌에서 바지락 캐기를 합니다.(입장료 필요)
●구니미어업협동 본부사무소 TEL 0957-78-2262
●구니미어업협동 가미시로지소 TEL 0957-78-2834

유학의 마을 구니미
2003년의 나가사키 유메 종합체육대회(고교총체)
에서 축구 경기장으로 사용된 공식 축구장이나
테니스 코트가 있습니다.
●유학의 관 TEL 0957-78-3344

고지로쿠지∙나베시마 저택
사가 나베시마 번∙고지로 영의 나베시마 영주가 조성한
마을로 나베시마 병영터를 중심으로 한 고지로쿠지 지구는
국가 중요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나베시마 저택은 나베시마 영주인 나베시마 가문의 병영터로
2007년 시마바라반도 최초의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TEL 0957-61-7778

나가하마 해수욕장

갈매기 워칭 페가사스∙라이딩파크

파도 잔잔한 아리아케해에 면한 시마바라반도
북동부에서 유일한 해수욕장입니다. 5m의 목제
다이빙대도 있습니다.
●운젠시청 관재과
　TEL 0957-38-3111

11월 상순부터 4월 하순에 걸쳐 갈매기가 많이
날아 옵니다. 아리아케 페리 선상에서 먹이를
주면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승선료 필요)
●아리아케 페리 다이라 항  TEL 0957-78-2100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대자연 속의 운젠후겐다케 산을 바라보는 광장에서 
승마 체험! 3세 어린이부터 안심하고 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승마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체험료 필요)
●TEL 0957-78-5407

역사자료관 구니미전시관
구 고지로 마을의 중학교 건물을 개수한 건물로
안에 들어가면 그리운 쇼와 시대로 타임슬립합니다.
민속자료나 고고자료를 전시하며 유적에서 발견된
귀중한 출토품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TEL 0957-78-2334

국도 251호선을 중심으로 축구 마을 ‘구니미쵸’
에 15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가 공을 잡고 
있는 디자인으로 운전자의 눈을 즐겁게 해 줍니다.
●운젠시 상공회 구니미지소 TEL 0957-78-2095

체험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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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호 지역미즈호 지역
맑은 시냇물 소리. 나무들의 속삭임.

푸르른 산들, 가득한 별, 사람들의 미소.

이어져 내려오는 고향의 마음

미즈호노모리 공원 캠프장

이와도 신사

체험

공원 내에는 텐트 데크 35기가 준비되어 있고 텐트 등의 대여 캠프 용품 등 외에 취사동이나
화장실도 정비되어 있습니다. 또 관리동에는 전화, 샤워, 급탕실 등이 있습니다.
기간 7월 20일∼8월 31일
●운젠시청 미즈호종합지소 TEL 0957-77-2111

농촌체험 투어 체험

안심, 신선, 만족! 카네이션이나
딸기 등의 수확(농업)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체험료 필요)

●(사)시마바라반도 관광연맹사무국

　TEL 0957-62-0655

오래된 삼나무가 조용한 모습으로 서 있는 수원(水源)의 
숲. 경내는 수령 300년을 넘는 노송나무나 삼나무 등의 
거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파워스폿으로도 유명합니다.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이와도 관광가든(소멘나가시)
연륜을 거듭  쌓은 오래된 삼나무가 늘어선 이와토 신사 옆에서는 신록이 풍요로운 나무숲 
속에서 맑은 물을 이용한 명물의 소멘나가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4∼9월만)
●TEL 0957-77-3040

농촌공원 물레방아 마을
운젠 국립공원의 경사진 들판에 펼쳐지는 자연림을 활용한 4ha 상당의 광대한 ‘미즈호노모리 
공원’에 인접한 농촌공원.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미즈호 건강랜드
스포츠, 문화, 복지, 교류를 위한 복합시설입니다. 특히 노송나무 목욕탕을 비롯해 
사우나 등을 완비한 ‘미즈호온천 센넨노유’는 추천.

●후레아이회관 TEL 0957-77-4111

●미즈호온천 센넨노유 TEL 0957-77-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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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마 지역아즈마 지역
바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신록과 어울린다.

온화하고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유구한 역사를 통해 자라온 전통과 문화

목장의 마을 아즈마
아즈마다케의 중턱, 표고 400m에 펼쳐지는 
아즈마다케 목초지를 이용한 휴양지.
풀을 먹는 방목된 소, 만리장성을 모방한 전체 
길이 480m의 산책로에서는 아리아케해와 
다치바나만 등 웅대한 자연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내의 광대한 ‘꽃언덕 광장’은 3월 
무렵에 유채꽃이 피고 10월 중순∼하순이 되면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드라이브 코스로 
안성맞춤입니다.
●운젠시청 관재과
　TEL 0957-38-3111

이세하야만 간척조수 제방도로(운젠타라 씨라인)

후루사토 교류관 모리야마오쓰카 고분

198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영 간척사업의 바깥쪽 가장자리에 만들어진 제방. 전체 길이
8㎞로 자동차는 물론 워킹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방관리사무소 TEL 0957-27-7045

운젠 그린로드 연변에 위치하며 시내 농가가 
정성을 담아 키운 제철 야채나 과일이 가득 
놓여져 있습니다.
●TEL 0957-38-6546

야마다 성터 공원

오안 5년(1372)에 축성된 야마다성을
정비한 공원. 전망대에서는 아즈마의
거리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운젠시청 관재과
　TEL 0957-38-3111

시마바라반도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전방후원분으로 낙도를 제외하고 현내에서는
최대급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미야자키 고헤
씨의 서적 ‘환상의 야마타이코쿠’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운젠시 교육위원회 평생학습과
　TEL 0957-37-3113

이와도 계류 공원
삼림과 맑은 물을 살린 자연공원으로 숲을 
한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젠시청 관재과
　TEL 0957-3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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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자연과 사랑이 넘치는 마을

온화한 기후와 그곳에 펼쳐지는 전원 풍경은

어딘가 그리움을 느끼게 한다

지
역
별

아이노 지역아이노 지역

아이노 역
일본 로맨티스트협회의 명예
본부. 숫자가 새겨진 클로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연인이 많아 연인들의 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마바라 철도∙아이노 역
　TEL 0957-36-0058

풍차
아이노마치 감자밭 안에 있는 풍차. 석양이 질 무렵이
되면 감자밭에 한 대 우뚝 서 있는 풍차가 정취어린 풍경을
자아냅니다. 풍차 아래에는 주차창도 있습니다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아이노 운동공원
아이노마치 중앙 지역(아이노 중학교 안쪽)에
있는 공원. 아침부터 산책, 조깅으로 땀을
흘리는 사람으로 붐빕니다.
●TEL 0957-36-1600

아이노 전망대
표고 약 100m, 다치바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돈대에 위치한 전망대.
눈 아래는 다치바나만의 단층, 맑은
날에는 동쪽으로 운젠 산맥, 북쪽으로
다라다케 산, 또 멀리 아마쿠사의 여러
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뷰스폿입니다.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코스모스 석양 산책로
운젠시의 현관인 아이노 입구에 있는 코스모스
석양 산책로. 가을에는 일면에 핀 코스모스를
볼 수 있습니다.
●운젠시청 관재과  TEL 0957-38-3111

구비즈카(목무덤)
아이노마치 구비즈카에는 몇가지 설이 있습니다. 
시마바라의 난∙하라성 낙성 후 에도 바쿠후가 
신도 1만명의 목을 이곳 아이쓰 구비즈카에 
묻었다는 설과 반란군과 막부의 추격군 쌍방의 
전사자를 매장했다는 설. 그리고 고분 시대 후기 
6∼7세기에 이 지방을 지배한 호족의 분묘일 
거라는 설도 있습니다.
●운젠시 교육위원회 평생학습과  TEL 0957-37-3113

야마모토 미술관
다치바나만을 바라보는 아이노 전망대 일각에
있는 미술관. 고자키 간 선생님의 작품을 비롯해
각종 판화나 도자기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입관료 필요)
●TEL 0957-36-3701

아이노(愛野) 역과 아즈마(吾妻) 역 

이름을 이으면 ‘사랑스러운 내 아내’

가 되는 것으로 많은 연인과 

애처가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아이노 역 한정으로 ‘아이노에서 

아즈마 행’의 편도표가 딸린 최고의 

사랑 인정증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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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자연과 사랑이 넘치는 마을

온화한 기후와 그곳에 펼쳐지는 전원 풍경은

어딘가 그리움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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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노 지역아이노 지역

아이노 역
일본 로맨티스트협회의 명예
본부. 숫자가 새겨진 클로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연인이 많아 연인들의 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마바라 철도∙아이노 역
　TEL 0957-36-0058

풍차
아이노마치 감자밭 안에 있는 풍차. 석양이 질 무렵이
되면 감자밭에 한 대 우뚝 서 있는 풍차가 정취어린 풍경을
자아냅니다. 풍차 아래에는 주차창도 있습니다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아이노 운동공원
아이노마치 중앙 지역(아이노 중학교 안쪽)에
있는 공원. 아침부터 산책, 조깅으로 땀을
흘리는 사람으로 붐빕니다.
●TEL 0957-36-1600

아이노 전망대
표고 약 100m, 다치바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돈대에 위치한 전망대.
눈 아래는 다치바나만의 단층, 맑은
날에는 동쪽으로 운젠 산맥, 북쪽으로
다라다케 산, 또 멀리 아마쿠사의 여러
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뷰스폿입니다.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코스모스 석양 산책로
운젠시의 현관인 아이노 입구에 있는 코스모스
석양 산책로. 가을에는 일면에 핀 코스모스를
볼 수 있습니다.
●운젠시청 관재과  TEL 0957-38-3111

구비즈카(목무덤)
아이노마치 구비즈카에는 몇가지 설이 있습니다. 
시마바라의 난∙하라성 낙성 후 에도 바쿠후가 
신도 1만명의 목을 이곳 아이쓰 구비즈카에 
묻었다는 설과 반란군과 막부의 추격군 쌍방의 
전사자를 매장했다는 설. 그리고 고분 시대 후기 
6∼7세기에 이 지방을 지배한 호족의 분묘일 
거라는 설도 있습니다.
●운젠시 교육위원회 평생학습과  TEL 0957-37-3113

야마모토 미술관
다치바나만을 바라보는 아이노 전망대 일각에
있는 미술관. 고자키 간 선생님의 작품을 비롯해
각종 판화나 도자기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입관료 필요)
●TEL 0957-36-3701

아이노(愛野) 역과 아즈마(吾妻) 역 

이름을 이으면 ‘사랑스러운 내 아내’

가 되는 것으로 많은 연인과 

애처가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아이노 역 한정으로 ‘아이노에서 

아즈마 행’의 편도표가 딸린 최고의 

사랑 인정증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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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와 지역지지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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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至誠)’ ‘지예(至藝)’ ‘지순(至純)’

 위대한 선인의 혼과 풍부한 자연의

혜택을 받아 미래로 이어가고 싶다

체험

지지와 해수욕장∙지지와단층
일본 자연백선, 백사청송백선에 선정된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지지와 해안은 현내 유수의
모래사장으로서 여름 해수욕철에는 가족동반, 커플의 쉼터로 붐빕니다.
또, 지오사이트인 지지와단층의 일부로서 명료한 단층 지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다시로바루 캠프장
운젠다케 산 북부에 펼쳐지는 다시로바루 고원은
자연 관찰에 적합한 자연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처에는 정보관의 트레일센터가
있습니다.
기간 5월 1일∼10월 31일

●TEL 0957-78-2331

패러글라이더
지지와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을 이용한
패러글라이딩으로 연중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패러글라이더 체험. 봄의 신록이나 가을의
운젠다케 산의 단풍, 반짝거리는 다치바나만이나
아리아케해의 전망 등, 멋진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문의 필요)

●운젠시청 지지와종합지소 TEL 0957-37-2001

지지와 미겔동상
덴쇼 10년(1582) 기리시탄 다이묘의 사절로서
로마 법왕에게 파견된 지지와 세이자에몬 일명
지지와 미겔. 일본과 서양의 가교로서의 위업을
칭송하여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운젠시 교육위원회 평생학습과

　TEL 0957-37-3113

식재료관 ‘지지와몬’
‘ 지지와에서 생산된 것’을 의미하는 이름의 
지지와몬 직판소에서는 지지와에서 수확된 농산물
외에 직접 만든의 두부나 크로켓도 판매.

●TEL 0957-37-2208

다치바나 신사∙
다치바나 공원

신사는 1940년 전국에서 기부를 받아 건립,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 광대한 신사 경내, 규슈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높이 9.7m의 화강암의 큰 도리이, 굽은 난간구조의 군신바시 다리 등은 매우
유명합니다. 큰 가도마쓰(소나무와 대나무로 만든 설맞이 장식)가 장식되는 정월의 첫 참배 때, 
800그루의 벚나무가 흐드러지게 피는 4월은 참배객으로 참배길 경내가 가득합니다.

●TEL 0957-37-2538

다랭이논 전망대(지지와 다랭이논)

일본 다랭이논 백선에 선정되어 있는 돌로 쌓은
계단식 논. 운젠으로 이어지는 길 도중에 있는
다랭이논 전망대에서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다랭이논을 바라다볼 수 있습니다.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산천어의 마을
운젠다케 산의 용수를 이용하여 맑은 물의
여왕으로 일컬어지는 산천어를 양식. 
낚시터에서의 산천어 낚시 체험은 대인기.
(체험료 필요)

●TEL 0957-37-3054

와키미즈노모리 공원
1908년에 개관한 ‘지지와호텔’ 터에 있습니다. 
나무와 풀꽃도 많아 주민의 산책로이기도 합니다.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다시로바루 트레일센터

다시로바루 고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이나
동물, 곤충 등을 소개하는 자연 관찰을 위한
정보센터입니다.
기간 5월 1일∼11월 31일

●TEL 0957-78-0441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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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와 지역지지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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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至誠)’ ‘지예(至藝)’ ‘지순(至純)’

 위대한 선인의 혼과 풍부한 자연의

혜택을 받아 미래로 이어가고 싶다

체험

지지와 해수욕장∙지지와단층
일본 자연백선, 백사청송백선에 선정된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지지와 해안은 현내 유수의
모래사장으로서 여름 해수욕철에는 가족동반, 커플의 쉼터로 붐빕니다.
또, 지오사이트인 지지와단층의 일부로서 명료한 단층 지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다시로바루 캠프장
운젠다케 산 북부에 펼쳐지는 다시로바루 고원은
자연 관찰에 적합한 자연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처에는 정보관의 트레일센터가
있습니다.
기간 5월 1일∼10월 31일

●TEL 0957-78-2331

패러글라이더
지지와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을 이용한
패러글라이딩으로 연중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패러글라이더 체험. 봄의 신록이나 가을의
운젠다케 산의 단풍, 반짝거리는 다치바나만이나
아리아케해의 전망 등, 멋진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문의 필요)

●운젠시청 지지와종합지소 TEL 0957-37-2001

지지와 미겔동상
덴쇼 10년(1582) 기리시탄 다이묘의 사절로서
로마 법왕에게 파견된 지지와 세이자에몬 일명
지지와 미겔. 일본과 서양의 가교로서의 위업을
칭송하여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운젠시 교육위원회 평생학습과

　TEL 0957-37-3113

식재료관 ‘지지와몬’
‘ 지지와에서 생산된 것’을 의미하는 이름의 
지지와몬 직판소에서는 지지와에서 수확된 농산물
외에 직접 만든의 두부나 크로켓도 판매.

●TEL 0957-37-2208

다치바나 신사∙
다치바나 공원

신사는 1940년 전국에서 기부를 받아 건립,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 광대한 신사 경내, 규슈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높이 9.7m의 화강암의 큰 도리이, 굽은 난간구조의 군신바시 다리 등은 매우
유명합니다. 큰 가도마쓰(소나무와 대나무로 만든 설맞이 장식)가 장식되는 정월의 첫 참배 때, 
800그루의 벚나무가 흐드러지게 피는 4월은 참배객으로 참배길 경내가 가득합니다.

●TEL 0957-37-2538

다랭이논 전망대(지지와 다랭이논)

일본 다랭이논 백선에 선정되어 있는 돌로 쌓은
계단식 논. 운젠으로 이어지는 길 도중에 있는
다랭이논 전망대에서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다랭이논을 바라다볼 수 있습니다.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산천어의 마을
운젠다케 산의 용수를 이용하여 맑은 물의
여왕으로 일컬어지는 산천어를 양식. 
낚시터에서의 산천어 낚시 체험은 대인기.
(체험료 필요)

●TEL 0957-37-3054

와키미즈노모리 공원
1908년에 개관한 ‘지지와호텔’ 터에 있습니다. 
나무와 풀꽃도 많아 주민의 산책로이기도 합니다.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다시로바루 트레일센터

다시로바루 고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이나
동물, 곤충 등을 소개하는 자연 관찰을 위한
정보센터입니다.
기간 5월 1일∼11월 31일

●TEL 0957-7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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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지역오바마 지역
산의 ‘운젠’ 바다의 ‘오바마’ 

온천과 더불어 살아온 마을이라도 

사람이 가장 따뜻하다

오바마 온천 오바마온천 지역

운젠다케 산기슭, 다치바나만에 면한 바닷가 온천지∙오바마온천. 
‘히젠 풍토기’(713년)에도 쓰여 있으며 1614년 무렵부터 점차 
탕치(湯治)장으로서 이용되게 되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온천 관광협회 TEL 0957-74-2672

신록의 터널
봄부터 여름의 신록이 아름다운 무렵에 생기는
자연의 터널. 길 양쪽으로 우거진 나무들이 마치
터널처럼 덮는 것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오바마온천 관광협회 TEL 0957-74-2672

홋토훗토 105
일본 최고의 길이 105m를 자랑하는 족욕온천에는 앉아서 즐기는 일반적인 족욕온천 외에 발지압 워킹 
족욕온천, 애완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 족욕온천 등 다양하고 풍부한 족욕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족욕탕에 설치되어 있는 찜가마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원 등도 인접해 있는 바다에 면한 
곳에 자리잡은 쉼터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바마온천관광협회 TEL 0957-74-2672

스와노이케 연못(캠프장∙비지터센터)

운젠국립공원 내에 있는 넓은  잔디밭, 낚시나 보트를 즐길 수 있는 호수 외에 
오락시설도 충실합니다. 사계절을 통해 다양한 동식물이나 아름다운 천체를 
관찰하고 만지고 즐기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동반에는 최적.

●캠프장 규카무라운젠 TEL 0957-74-9131

●비지터센터 운젠스와노이케 비지터센터 TEL 0957-76-5010

육각 우물
고보대사가 육각형의 지팡이로 대지를 일각 찌르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와 물부족에서 구해냈다는 전설의 
우물. 옛날은 음료수로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오바마온천관광협회 TEL 0957-74-2672

미소지엔
‘로쿠베차야’의 경영자가 8,000평의 자택 뒷산에 단풍을 심은 것이 시작. 30년 정도 지난 현재는
1,000그루를 넘는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단풍 제철에 맞춰 라이트업 되는 밤의 단풍도
추천할만 합니다.(단풍 시기만 입장료 필요)

●운젠 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오바마 공회당
운젠이 국립공원으로 된 1934년에 건조. 건물의 
보존상태도 좋고 멋진 외관으로 나가사키 현내에 
현존하는 목조 공회당으로서는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오바마 역사자료관
오바마온천 발전에 큰 공적을 남긴 혼다 유다유를 중심으로 오바마온천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입관료 필요)

●TEL 0957-75-0858

오바마온천 관광선 낚시

빈손으로 와서 본격적인 배 낚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나 어린이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낚시입니다. 어른 3,000엔, 초등학생 이하 
2,500엔(3시간, 낚시대와 먹이 포함)
●마루이시 수산(예약 필요)
　TEL 090-9580-6993(오전 8시∼오후 3시)
　TEL 0957-76-0081(오후 3시∼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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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젠 풍토기’(713년)에도 쓰여 있으며 1614년 무렵부터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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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온천 관광협회 TEL 0957-74-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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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처럼 덮는 것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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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의 길이 105m를 자랑하는 족욕온천에는 앉아서 즐기는 일반적인 족욕온천 외에 발지압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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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젠국립공원 내에 있는 넓은  잔디밭, 낚시나 보트를 즐길 수 있는 호수 외에 
오락시설도 충실합니다. 사계절을 통해 다양한 동식물이나 아름다운 천체를 
관찰하고 만지고 즐기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동반에는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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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그루를 넘는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단풍 제철에 맞춰 라이트업 되는 밤의 단풍도
추천할만 합니다.(단풍 시기만 입장료 필요)

●운젠 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오바마 공회당
운젠이 국립공원으로 된 1934년에 건조. 건물의 
보존상태도 좋고 멋진 외관으로 나가사키 현내에 
현존하는 목조 공회당으로서는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오바마 역사자료관
오바마온천 발전에 큰 공적을 남긴 혼다 유다유를 중심으로 오바마온천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입관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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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온천 관광선 낚시

빈손으로 와서 본격적인 배 낚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나 어린이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낚시입니다. 어른 3,000엔, 초등학생 이하 
2,500엔(3시간, 낚시대와 먹이 포함)
●마루이시 수산(예약 필요)
　TEL 090-9580-6993(오전 8시∼오후 3시)
　TEL 0957-76-0081(오후 3시∼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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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지역오바마 지역
산의 ‘운젠’ 바다의 ‘오바마’ 

온천과 더불어 살아온 마을이라도 

사람이 가장 따뜻하다 운젠 지구

운젠지옥
운젠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이곳은 기독교인 순교의 무대가 된 
곳으로도 알려져 순교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운젠지옥은 
다이쿄칸 지옥이나 오이토 지옥, 세이시치 지옥 등 30여개의 
지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슬픈 이야기나 전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운젠온천관광협회 TEL 0957-73-3434

운젠 골프장
일찌기 외국인 피서지로 인기를 모은
운젠에 1913년에 일본 최초로 퍼블릭
코스가 개설된 유서 깊은 골프장.

●TEL 0957-73-3368

니타고개에서의 전망
니타토게고개 주차장에서 묘겐다케 산까지는 
운젠 로프웨이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발 1300m의 상공을 공중산책하면서 눈 아래로 
내려다 보는 광대한 풍경은 아주 멋집니다.

●운젠로프웨이 TEL 0957-73-3572

운젠 산 정보관
운젠의 자연, 역사 정보를 중심으로 시마바라반도 전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 화산과 온천의 구조에
대해서도 소개.

●TEL 0957-73-3636

겐세이 늪
약 1헥타르 면적을 지닌 겐세이 늪. 규슈에서도 
보기드문 물이끼 습원으로서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운젠온천관광협회 TEL 0957-73-3434

만묘지 절
다이호 원년(701년) 교기 스님이 이 지역에서 
운젠산(溫泉山)을 처음으로 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돌기둥은 1300년의 풍설을 견디어 
당시의 모습을 지금에 전하고 있습니다. 또 쭉 
늘어선 지장보살은 시코쿠 88개소의 미니츄어판.

●TEL 0957-73-3422

온센 신사
다이호 원년(701년) 창건, 예로부터 시마바라반도 
일대의 기원소로 알려져 있던 온센 신사의 총본산. 
이곳에서 운젠지옥으로의 산책로도 있음.

●운젠 온천 관광협회 TEL 0957-73-3434

운젠 비드로미술관

19세기 앤티크글라스를 대규모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유리공예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방을 병설하고 
있습니다. (체험료 필요)

●TEL 0957-73-3133

운젠온천 지역

운젠온천 지역

운젠온천 지역

체험

시로쿠모노이케 캠프장

약 1헥타르의 인공 호수가 펼쳐지는 시로쿠모노이케
연못 주변에는 풍부한 숲에 둘러싸여 자연환경이
좋은 조용한 산책 포인트. 평온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운젠 산 정보관 TEL 0957-73-3636

운젠 장난감 박물관

온천가의 일각에 위치하여 가게 
앞에는 옛날의 그리운 뽑기과자나 
딱지, 양철 장난감 등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TEL 0957-73-3441

운젠관광호텔
운젠관광호텔은 빨간 지붕과 돌로 쌓은 스위스 산장과 
같은 클래식 호텔로 가구나 패브릭은 유럽 등에서 
주문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귀중한 건물로서 국가 
등록유형문화재 및 근대화 산업유산으로도 인정되어 
있습니다.

●TEL 0957-73-3263

천주교 운젠교회

쇼와 56년(1981)에 운젠의
순직자의 영혼을 기림과 동시에
로마법왕이 나가사키를 방문한
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

●운젠온천관광협회

　TEL 0957-73-3434

유센베(온천수 전병) 굽기 체험

그 옛날 온천이 몸에 좋다는 
것으로 구 시마바라 번주 
마쓰다이라 공작이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유센베(온천수 전병)’. 
인기의 운젠 명물 
유센베(온천수 전병)를 손수 
구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체험료 필요)
〈체험 3∼5월, 9∼11월〉

●도토미야(遠江屋)

　TEL 0957-73-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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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과 더불어 살아온 마을이라도 

사람이 가장 따뜻하다 운젠 지구

운젠지옥
운젠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이곳은 기독교인 순교의 무대가 된 
곳으로도 알려져 순교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운젠지옥은 
다이쿄칸 지옥이나 오이토 지옥, 세이시치 지옥 등 30여개의 
지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슬픈 이야기나 전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운젠온천관광협회 TEL 0957-73-3434

운젠 골프장
일찌기 외국인 피서지로 인기를 모은
운젠에 1913년에 일본 최초로 퍼블릭
코스가 개설된 유서 깊은 골프장.

●TEL 0957-73-3368

니타고개에서의 전망
니타토게고개 주차장에서 묘겐다케 산까지는 
운젠 로프웨이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발 1300m의 상공을 공중산책하면서 눈 아래로 
내려다 보는 광대한 풍경은 아주 멋집니다.

●운젠로프웨이 TEL 0957-73-3572

운젠 산 정보관
운젠의 자연, 역사 정보를 중심으로 시마바라반도 전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 화산과 온천의 구조에
대해서도 소개.

●TEL 0957-73-3636

겐세이 늪
약 1헥타르 면적을 지닌 겐세이 늪. 규슈에서도 
보기드문 물이끼 습원으로서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운젠온천관광협회 TEL 0957-73-3434

만묘지 절
다이호 원년(701년) 교기 스님이 이 지역에서 
운젠산(溫泉山)을 처음으로 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돌기둥은 1300년의 풍설을 견디어 
당시의 모습을 지금에 전하고 있습니다. 또 쭉 
늘어선 지장보살은 시코쿠 88개소의 미니츄어판.

●TEL 0957-73-3422

온센 신사
다이호 원년(701년) 창건, 예로부터 시마바라반도 
일대의 기원소로 알려져 있던 온센 신사의 총본산. 
이곳에서 운젠지옥으로의 산책로도 있음.

●운젠 온천 관광협회 TEL 0957-73-3434

운젠 비드로미술관

19세기 앤티크글라스를 대규모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유리공예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방을 병설하고 
있습니다. (체험료 필요)

●TEL 0957-73-3133

운젠온천 지역

운젠온천 지역

운젠온천 지역

체험

시로쿠모노이케 캠프장

약 1헥타르의 인공 호수가 펼쳐지는 시로쿠모노이케
연못 주변에는 풍부한 숲에 둘러싸여 자연환경이
좋은 조용한 산책 포인트. 평온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운젠 산 정보관 TEL 0957-73-3636

운젠 장난감 박물관

온천가의 일각에 위치하여 가게 
앞에는 옛날의 그리운 뽑기과자나 
딱지, 양철 장난감 등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TEL 0957-73-3441

운젠관광호텔
운젠관광호텔은 빨간 지붕과 돌로 쌓은 스위스 산장과 
같은 클래식 호텔로 가구나 패브릭은 유럽 등에서 
주문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귀중한 건물로서 국가 
등록유형문화재 및 근대화 산업유산으로도 인정되어 
있습니다.

●TEL 0957-73-3263

천주교 운젠교회

쇼와 56년(1981)에 운젠의
순직자의 영혼을 기림과 동시에
로마법왕이 나가사키를 방문한
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

●운젠온천관광협회

　TEL 0957-73-3434

유센베(온천수 전병) 굽기 체험

그 옛날 온천이 몸에 좋다는 
것으로 구 시마바라 번주 
마쓰다이라 공작이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유센베(온천수 전병)’. 
인기의 운젠 명물 
유센베(온천수 전병)를 손수 
구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체험료 필요)
〈체험 3∼5월, 9∼11월〉

●도토미야(遠江屋)

　TEL 0957-73-2155

체험

운젠온천 지역

체험

운젠온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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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쿠시야마 지역미나미쿠시야마 지역
자연과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마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숨결과 역동적인 

리듬이 들려옵니다

구니사키반도 자연공원
현립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길고 가느다란 반도. 
문주란 등의 아열대 식물이나 해변식물이 군생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훌륭하여 운젠다케 산∙나가사키반도∙아마쿠사 등을 
한눈에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다랭이밭 전망대
나가사키현 계단식 밭 10선에 선정된 헤기∙고타케기
지구의 다랭이밭 약 800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지런하게 정돈된 다랭이밭이나 감자밭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후루사토 자료관
미나미쿠시야마의 선인의 생활을 배울 수 있는 
자료관입니다. 어구나 농구, 가재도구 등 주민이 
제공한 귀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운젠시 교육위원회 평생학습과

　TEL 0957-37-3113

교도마리 신요 특공기지 터
교도마리 항의 양쪽 해안의 바위산에 특공정인 신요정(震洋艇)(폭약을 내장한 1인용 모터보트)을
격납하기 위한 방공호의 터가 있습니다. 출격을 하려고 했을 때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출격 못한채
끝났습니다.

●운젠시청 미나미쿠시야마 종합지소　TEL 0957-88-3111

역사자료관 미나미쿠시야마 전시관

대대로 쇼야를 지내온 ‘구 바바 가문’의 집 터에
신축. 가도야마 공원도 인접한 자연이 풍부한
지역에서 구 바바 가문이 기증한 많은 고문서나
가재도구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운젠시 교육위원회 평생학습과

　TEL 0957-37-3113

구니사키 안산암
구니사키반도는 바다를 향해 표고가 점점 높아지는 불가사의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약 150만년 전에 분출했다고 하는 구니사키 안산암이 분포. 전국적으로도 노출된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보기드문 지오사이트.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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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쿠시야마 지역미나미쿠시야마 지역
자연과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마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숨결과 역동적인 

리듬이 들려옵니다

구니사키반도 자연공원
현립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길고 가느다란 반도. 
문주란 등의 아열대 식물이나 해변식물이 군생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훌륭하여 운젠다케 산∙나가사키반도∙아마쿠사 등을 
한눈에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다랭이밭 전망대
나가사키현 계단식 밭 10선에 선정된 헤기∙고타케기
지구의 다랭이밭 약 800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지런하게 정돈된 다랭이밭이나 감자밭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후루사토 자료관
미나미쿠시야마의 선인의 생활을 배울 수 있는 
자료관입니다. 어구나 농구, 가재도구 등 주민이 
제공한 귀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운젠시 교육위원회 평생학습과

　TEL 0957-37-3113

교도마리 신요 특공기지 터
교도마리 항의 양쪽 해안의 바위산에 특공정인 신요정(震洋艇)(폭약을 내장한 1인용 모터보트)을
격납하기 위한 방공호의 터가 있습니다. 출격을 하려고 했을 때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출격 못한채
끝났습니다.

●운젠시청 미나미쿠시야마 종합지소　TEL 0957-88-3111

역사자료관 미나미쿠시야마 전시관

대대로 쇼야를 지내온 ‘구 바바 가문’의 집 터에
신축. 가도야마 공원도 인접한 자연이 풍부한
지역에서 구 바바 가문이 기증한 많은 고문서나
가재도구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운젠시 교육위원회 평생학습과

　TEL 0957-37-3113

구니사키 안산암
구니사키반도는 바다를 향해 표고가 점점 높아지는 불가사의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약 150만년 전에 분출했다고 하는 구니사키 안산암이 분포. 전국적으로도 노출된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보기드문 지오사이트.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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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맹

운젠에는 일본 최고의 기록을 　자랑하는 여러가지 넘버원∙온리원

　　　　스폿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스폿을 소개하겠습니다!

여
러
가
지

여
러
가
지

세계
지오파크

제1호
시마바라반도 지오파크시마바라반도 지오파크
‘시마바라반도 지오파크’는 나가사키현
시마바라반도 전체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곳에 있는 자연경관(지형), 지질,
동식물 등 자연환경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사람들의 생활, 역사, 문화를
‘전시물’로 간주한 테마파크와 같은
것입니다.

시마바라철도 아이노 역
(사랑과 로맨스의 역)
시마바라철도 아이노 역
(사랑과 로맨스의 역)

아이노 역은 일본 로맨티스트 협회의 명예본부로 
되어 있고 지붕 위에 있는 것은 일본 로맨티스트 
협회 로고마크를 곁들인 큐피트의 화살.
그 화살은 항상 아즈마 역을 향하고 
있어 역을 찾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헤이세이신잔 산헤이세이신잔 산

홋토훗토 105홋토훗토 105

1990년 11월, 시마바라반도의 거의 
중앙에 우뚝선 운젠후겐다케 산의 
분화로 생겨난 헤이세이신잔 산. 
니타토게고개로 향하는 도중에 있는 
새로운 등산로의 다테이와 
봉우리에서 그 박력 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해로부터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아 
가는 모습에 자연의 경이와 생명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온천에 일본에서 최고로 긴 족욕탕이
탄생했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강’이나 ‘음식’에 관한 새로운
스타일의 발견과 가능성으로 가득찬 매력
넘치는 스폿입니다. 애견과 함께 족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운젠운젠 넘버원
온리원
넘버원
온리원

족욕탕
일본 최고로 긴

넘버원!
105m

큰 가도마쓰의 높이
일본 발신 기네스 인정

14.0m

사랑과
로맨스의 역

온리원!
일본 유일

국립공원

넘버원!

일본 최초

일본에서 제일

넘버원!

새로운 산

퍼블릭
골프장

넘버원!
일본 최초

원천 온도
열량  넘버원!

105℃
용출량/1일

15,000
톤

운
젠
후
겐
다
케 

산 

등
산
로 

지
도 

넘
버
원
∙
온
리
원

오바마온천 열량오바마온천 열량
온천으로서의 역사는 매우 깊어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도 온천량은 풍부하여 
30여개의 원천에서 온도 
105도의 뜨거운 물이 하루에 
15,000톤이나 솟아나고 그 약효는 
신경통, 류마티스, 위장병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운젠아마쿠사
국립공원
운젠아마쿠사
국립공원
운젠은 1927년에 일본 신8경 산악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1934년에는 일본에서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자연을 소중하게 지켜온
운젠은 자연의 대도감. 들새나
고원 식물의 보고입니다.

다치바나 신사의 가도마쓰다치바나 신사의 가도마쓰
국도 57호선 연변의 큰 도리이에서
기타무라 세이보 작품인 다치바나
중령의 동상이 보입니다. 2010년 새해를
맞이한 가도마쓰(소나무와 대나무로 만든
설맞이 장식)는 약 14.0m이나 되었습니다.
신년의 참배객은 5만명을 넘는 규모입니다.

운젠 골프장운젠 골프장
일찍이 외국인의 피서지로서 
인기를 모은 운젠에 1913년, 
일본 최초로 퍼블릭코스가 개설된 
유서 깊은 골프장. 9개 홀, 
퍼 36으로 규모도 크고 또한, 
운젠다케 산의 웅대한 경치를 
바라보는 좋은 입지조건으로 
골퍼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 가맹

운젠에는 일본 최고의 기록을 　자랑하는 여러가지 넘버원∙온리원

　　　　스폿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스폿을 소개하겠습니다!

여
러
가
지

여
러
가
지

세계
지오파크

제1호
시마바라반도 지오파크시마바라반도 지오파크
‘시마바라반도 지오파크’는 나가사키현
시마바라반도 전체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곳에 있는 자연경관(지형), 지질,
동식물 등 자연환경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사람들의 생활, 역사, 문화를
‘전시물’로 간주한 테마파크와 같은
것입니다.

시마바라철도 아이노 역
(사랑과 로맨스의 역)
시마바라철도 아이노 역
(사랑과 로맨스의 역)

아이노 역은 일본 로맨티스트 협회의 명예본부로 
되어 있고 지붕 위에 있는 것은 일본 로맨티스트 
협회 로고마크를 곁들인 큐피트의 화살.
그 화살은 항상 아즈마 역을 향하고 
있어 역을 찾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헤이세이신잔 산헤이세이신잔 산

홋토훗토 105홋토훗토 105

1990년 11월, 시마바라반도의 거의 
중앙에 우뚝선 운젠후겐다케 산의 
분화로 생겨난 헤이세이신잔 산. 
니타토게고개로 향하는 도중에 있는 
새로운 등산로의 다테이와 
봉우리에서 그 박력 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해로부터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아 
가는 모습에 자연의 경이와 생명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온천에 일본에서 최고로 긴 족욕탕이
탄생했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강’이나 ‘음식’에 관한 새로운
스타일의 발견과 가능성으로 가득찬 매력
넘치는 스폿입니다. 애견과 함께 족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운젠운젠 넘버원
온리원
넘버원
온리원

족욕탕
일본 최고로 긴

넘버원!
105m

큰 가도마쓰의 높이
일본 발신 기네스 인정

14.0m

사랑과
로맨스의 역

온리원!
일본 유일

국립공원

넘버원!

일본 최초

일본에서 제일

넘버원!

새로운 산

퍼블릭
골프장

넘버원!
일본 최초

원천 온도
열량  넘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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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온천 열량오바마온천 열량
온천으로서의 역사는 매우 깊어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도 온천량은 풍부하여 
30여개의 원천에서 온도 
105도의 뜨거운 물이 하루에 
15,000톤이나 솟아나고 그 약효는 
신경통, 류마티스, 위장병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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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젠후겐다케 산

감동 등산!
신등산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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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5월 상순~
미야마키리시마 (철쭉)

기손 등산로

일면을 뒤덮는
꽃의 융단 시원한 숲과

새의 지저귐

봄

단풍으로 선명하게
  물든 산들

은색으로 빛나는
  운젠다케 산

여름

미야마키리시마(철쭉)
◎제철: 5월 상순∼

단풍
◎제철:10월 하순∼

상고대상고대
◎12월부터 3월 초순에 걸쳐
　일정한 조건이 갖춰질 때

히카게 철쭉
◎제철: 5월 상순∼중순

산딸나무
◎제철: 6월 중순∼

구니미다케 산꼭대기에서의 전망

가을 겨울

헤이세이 2년(1990)부터 시작된 198년만의 분화
활동으로 일본에서 가장 새로운 산 ‘헤이세이신잔’
산(표고 1,483m)이 탄생했습니다. 헤이세이신잔 산을
가깝게 바라볼 수 있는 후겐다케 등산로는 살아
있는 지구, 왕성하고 아름다운 식물들과 만날 수 있는
주회 코스입니다.

(구름) (신선)

위 의

아래 세상을 바라본다

신등산로는

헤이세이신잔

산꼭대기 400m까지

다가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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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안전

운젠브랜드
드셔 보세요!

특
산
품

안심과 안전, 신뢰성 높은 우량상품!!안심과 안전, 신뢰성 높은 우량상품!!
운젠 시내에는 우량한 농축수산물이나 그것을 가공한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젠브랜드’로 인정하여 현 내외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운젠브랜드’ 상품은 엄격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안심, 안전한 상품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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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배 감자특별재배 감자
●아이유타카  ●메크인  ●데지마●아이유타카  ●메크인  ●데지마
신품종의 아이유타카에는 보통 감자의
1.5배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부드러운 질감에
맛이 잘 스며든다고 평판이 좋습니다.
●출하시기/ 5월 상순∼6월 상순
           12월 상순∼1월 중순
●오바마특별생산조합  TEL 0957-74-9211

아이노 고마치(적토감자)아이노 고마치(적토감자)

구모노 센차(운젠차)구모노 센차(운젠차)

●데지마  ●후겐마루  ●아이유타카●데지마  ●후겐마루  ●아이유타카
토양 조성을 기본으로 비료를 적게 쓰고
미네랄 성분을 투입하는 등 감자 재배에
적합한 비옥한 토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슈퍼마켓 등에서도 인기브랜드
상품입니다.
●출하시기/ 5월 상순∼6월 상순
           12월 상순∼1월 중순
●아이노코마치생산조합 TEL 0957-36-0091

미즈호 지구의 차 농가에서 생산되는 차로
현 내에서도 첫물차의 수확이 빠른 지대로
확립되고 있습니다. 그 운젠차 중에서도
첫물차, 그 중에서도 최상급 차만을
운젠브랜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하시기/연중(단, 신차는 5월 하순 무렵부터)
●운젠차생산조합
TEL 0957-77-2203

핫토기 대파핫토기 대파

아즈마 천염보리된장
아즈마 보리된장
아즈마 혼합된장 
아즈마 낫토된장
아즈마 뎃카된장
딸기잼
유자후추

아즈마 천염보리된장
아즈마 보리된장
아즈마 혼합된장 
아즈마 낫토된장
아즈마 뎃카된장
딸기잼
유자후추

현의 농업상도 수상했습니다.
구니미초의 핫토기 지구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재배되어
온 대파는 현 내외를 불문하고
인기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의 원재료에 대해서는 산지가 명확하게 아는 것만 사용하고
지역산을 우선으로 사용하며 지역에 없는 원재료는 반드시
국내산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하시기/연중  ●농사조합법인 아즈마농산가공조합  TEL 0957-38-6008

●출하시기/ 연중
●핫토기대파생산부회
  TEL 0957-78-3963

운젠 혹갓운젠 혹갓
슬로푸드협회 국제본부가 인정하는 ‘맛의 방주’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희소하고 지역활성화로 이어진다는 ‘프레시디오’
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출하시기/11월 하순∼12월 하순
●운젠시 전통야채보전육성회 
　TEL 0957-38-2641

운젠 그린 멜론운젠 그린 멜론
1개의 크기가 2.5kg이상으로 당도가 17브릭스
이상인 것을 운젠브랜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달고 선물용으로도 인기입니다.
●출하시기/ 6월 중순∼7월 중순
●운젠킨쇼멜론부회  TEL 0957-36-1872

소금의 보석소금의 보석
이곳 다치바나만의 해수와 오바마온천의 온천수를
섞어 천일건조하여  제조한 매우 귀한 소금입니다.
날씨에 따라 제조기간이 좌우되는 천일건조이지만
이로 인해 미네랄을 풍부히 함유하여 부드러운
맛의 소금이 만들어집니다.
●출하시기/연중
●운젠에코로소금주식회사  TEL 090-4986-0409(기무라)

특별재배쌀 니코마루특별재배쌀 니코마루
맛, 품질, 수확량은 종래의 품종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모든 부회 회원이 특별재배 농산물
인증기준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안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쌀을 제공합니다.
●출하시기/연중(단, 햅쌀은 10월 중순부터)
●니코마루생산조합  TEL 0957-38-2121

운젠스타치스운젠스타치스
완숙퇴비∙유기질비료로 토양을 조성하고 
꽃모종은 전부 메리크론모종을 
사용함으로써 병에 잘 안 걸리고 농약 
경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하시기/ 
　11월 하순∼5월 상순
●운젠스타치스부회
TEL 0957-36-0091

운젠 아카네돼지운젠 아카네돼지
자체 브랜드의 사료와 청정한
농장에서 키운 돼지는 담백한
육질과 감칠맛이 돌고 붉은색의
균형이 아주 뛰어납니다. 
●운젠도만나카  가키타 모토유키
TEL 0957-38-6860

운젠 다쿠미의 국화운젠 다쿠미의 국화
운젠시는 현내에서도 유수의 국화 산지로 알려져 시장 등에서도 대단히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생산성∙출하기준이 통일되어 있어 2005년 9월에 나가사키
현 농업상 조직활동 부문에서 표창을 받은 장인의 기술이 빛나는 일품입니다.
●출하시기/연중
●JA시마바라운젠 다쿠미의 국화생산조합(아즈마지구 영농센터 내) 
TEL 0957-38-3233（이나다）

카네이션카네이션
운젠시는 나가사키 현내 유수의
산지로 알려져 미즈호의
카네이션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운젠규 (쇠고기)운젠규 (쇠고기)
운젠시는 현내에서도 유수의 식용 소의 산지. 운젠
쇠고기는 ‘운젠에서 태어나 운젠에서 자란 3등급
이상의 일본산 흑우’를 출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등에서도 매우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자원과
윤택한 환경이 키워낸
브랜드 쇠고기입니다.
●출하시기/연중 
●‘운젠 쇠고기’
　브랜드확립추진위원회사무국
　TEL 0957-38-3111

●미즈호 카네이션부회
　TEL 0957-77-2089

운젠 이와가키
 (바위굴)
운젠 이와가키
 (바위굴)
여름에 제철을 맞는 이와가키 (바위굴)는 새로운 
운젠의 미각입니다. 알이 크고 농후한 맛은 
생으로도 익혀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규슈에서는 번식한 예가 적어 희소가치가 높은 
바다의 보석입니다.

●출하시기/ 4월 중순∼8월 하순
●운젠이와가키 (바위굴)양식부회
　TEL 0957-74-3117

미즈호산 굴
미즈호산 바지락
미즈호산 굴
미즈호산 바지락
이사하야만에서 양식된
굴과 바지락은 생육이 좋고
알이 꽉 차고 큰 것이
특징입니다. 출하 시에 자외선
살균을 통해 멸균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안전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하시기/ 굴: 12월 상순∼2월 하순
        바지락: 3월 중순∼5월 상순
●미즈호어업협동조합
　TEL 0957-77-3139

운젠 방어(운젠 방어 새끼)
운젠 자주복
운젠 방어(운젠 방어 새끼)
운젠 자주복
운젠 방어는 당질을 사용한 사료를 투여함으로써
생선의 감칠맛과 질감 등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지방이 적당하게 오르도록 해서 출하합니다.
●출하시기/ 연중 
●운젠양식업자회  TEL 0957-74-3117

운젠 혹갓 절임(본절임∙겉절임)
수제 곤약
매실장아찌　　운젠 혹갓 찐빵

운젠 혹갓 절임(본절임∙겉절임)
수제 곤약
매실장아찌　　운젠 혹갓 찐빵
상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지역산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반드시 국내산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첨가물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출하시기/연중(단, 겉절임은 11∼3월 무렵)
●농사조합법인 모리야마여성부가공조합
　TEL 0957-38-2641



안심 안전

운젠브랜드
드셔 보세요!

특
산
품

안심과 안전, 신뢰성 높은 우량상품!!안심과 안전, 신뢰성 높은 우량상품!!
운젠 시내에는 우량한 농축수산물이나 그것을 가공한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젠브랜드’로 인정하여 현 내외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운젠브랜드’ 상품은 엄격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안심, 안전한 상품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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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배 감자특별재배 감자
●아이유타카  ●메크인  ●데지마●아이유타카  ●메크인  ●데지마
신품종의 아이유타카에는 보통 감자의
1.5배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부드러운 질감에
맛이 잘 스며든다고 평판이 좋습니다.
●출하시기/ 5월 상순∼6월 상순
           12월 상순∼1월 중순
●오바마특별생산조합  TEL 0957-74-9211

아이노 고마치(적토감자)아이노 고마치(적토감자)

구모노 센차(운젠차)구모노 센차(운젠차)

●데지마  ●후겐마루  ●아이유타카●데지마  ●후겐마루  ●아이유타카
토양 조성을 기본으로 비료를 적게 쓰고
미네랄 성분을 투입하는 등 감자 재배에
적합한 비옥한 토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슈퍼마켓 등에서도 인기브랜드
상품입니다.
●출하시기/ 5월 상순∼6월 상순
           12월 상순∼1월 중순
●아이노코마치생산조합 TEL 0957-36-0091

미즈호 지구의 차 농가에서 생산되는 차로
현 내에서도 첫물차의 수확이 빠른 지대로
확립되고 있습니다. 그 운젠차 중에서도
첫물차, 그 중에서도 최상급 차만을
운젠브랜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하시기/연중(단, 신차는 5월 하순 무렵부터)
●운젠차생산조합
TEL 0957-77-2203

핫토기 대파핫토기 대파

아즈마 천염보리된장
아즈마 보리된장
아즈마 혼합된장 
아즈마 낫토된장
아즈마 뎃카된장
딸기잼
유자후추

아즈마 천염보리된장
아즈마 보리된장
아즈마 혼합된장 
아즈마 낫토된장
아즈마 뎃카된장
딸기잼
유자후추

현의 농업상도 수상했습니다.
구니미초의 핫토기 지구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재배되어
온 대파는 현 내외를 불문하고
인기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의 원재료에 대해서는 산지가 명확하게 아는 것만 사용하고
지역산을 우선으로 사용하며 지역에 없는 원재료는 반드시
국내산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하시기/연중  ●농사조합법인 아즈마농산가공조합  TEL 0957-38-6008

●출하시기/ 연중
●핫토기대파생산부회
  TEL 0957-78-3963

운젠 혹갓운젠 혹갓
슬로푸드협회 국제본부가 인정하는 ‘맛의 방주’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희소하고 지역활성화로 이어진다는 ‘프레시디오’
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출하시기/11월 하순∼12월 하순
●운젠시 전통야채보전육성회 
　TEL 0957-38-2641

운젠 그린 멜론운젠 그린 멜론
1개의 크기가 2.5kg이상으로 당도가 17브릭스
이상인 것을 운젠브랜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달고 선물용으로도 인기입니다.
●출하시기/ 6월 중순∼7월 중순
●운젠킨쇼멜론부회  TEL 0957-36-1872

소금의 보석소금의 보석
이곳 다치바나만의 해수와 오바마온천의 온천수를
섞어 천일건조하여  제조한 매우 귀한 소금입니다.
날씨에 따라 제조기간이 좌우되는 천일건조이지만
이로 인해 미네랄을 풍부히 함유하여 부드러운
맛의 소금이 만들어집니다.
●출하시기/연중
●운젠에코로소금주식회사  TEL 090-4986-0409(기무라)

특별재배쌀 니코마루특별재배쌀 니코마루
맛, 품질, 수확량은 종래의 품종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모든 부회 회원이 특별재배 농산물
인증기준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안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쌀을 제공합니다.
●출하시기/연중(단, 햅쌀은 10월 중순부터)
●니코마루생산조합  TEL 0957-38-2121

운젠스타치스운젠스타치스
완숙퇴비∙유기질비료로 토양을 조성하고 
꽃모종은 전부 메리크론모종을 
사용함으로써 병에 잘 안 걸리고 농약 
경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하시기/ 
　11월 하순∼5월 상순
●운젠스타치스부회
TEL 0957-36-0091

운젠 아카네돼지운젠 아카네돼지
자체 브랜드의 사료와 청정한
농장에서 키운 돼지는 담백한
육질과 감칠맛이 돌고 붉은색의
균형이 아주 뛰어납니다. 
●운젠도만나카  가키타 모토유키
TEL 0957-38-6860

운젠 다쿠미의 국화운젠 다쿠미의 국화
운젠시는 현내에서도 유수의 국화 산지로 알려져 시장 등에서도 대단히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생산성∙출하기준이 통일되어 있어 2005년 9월에 나가사키
현 농업상 조직활동 부문에서 표창을 받은 장인의 기술이 빛나는 일품입니다.
●출하시기/연중
●JA시마바라운젠 다쿠미의 국화생산조합(아즈마지구 영농센터 내) 
TEL 0957-38-3233（이나다）

카네이션카네이션
운젠시는 나가사키 현내 유수의
산지로 알려져 미즈호의
카네이션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운젠규 (쇠고기)운젠규 (쇠고기)
운젠시는 현내에서도 유수의 식용 소의 산지. 운젠
쇠고기는 ‘운젠에서 태어나 운젠에서 자란 3등급
이상의 일본산 흑우’를 출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등에서도 매우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자원과
윤택한 환경이 키워낸
브랜드 쇠고기입니다.
●출하시기/연중 
●‘운젠 쇠고기’
　브랜드확립추진위원회사무국
　TEL 0957-38-3111

●미즈호 카네이션부회
　TEL 0957-77-2089

운젠 이와가키
 (바위굴)
운젠 이와가키
 (바위굴)
여름에 제철을 맞는 이와가키 (바위굴)는 새로운 
운젠의 미각입니다. 알이 크고 농후한 맛은 
생으로도 익혀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규슈에서는 번식한 예가 적어 희소가치가 높은 
바다의 보석입니다.

●출하시기/ 4월 중순∼8월 하순
●운젠이와가키 (바위굴)양식부회
　TEL 0957-74-3117

미즈호산 굴
미즈호산 바지락
미즈호산 굴
미즈호산 바지락
이사하야만에서 양식된
굴과 바지락은 생육이 좋고
알이 꽉 차고 큰 것이
특징입니다. 출하 시에 자외선
살균을 통해 멸균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안전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하시기/ 굴: 12월 상순∼2월 하순
        바지락: 3월 중순∼5월 상순
●미즈호어업협동조합
　TEL 0957-77-3139

운젠 방어(운젠 방어 새끼)
운젠 자주복
운젠 방어(운젠 방어 새끼)
운젠 자주복
운젠 방어는 당질을 사용한 사료를 투여함으로써
생선의 감칠맛과 질감 등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지방이 적당하게 오르도록 해서 출하합니다.
●출하시기/ 연중 
●운젠양식업자회  TEL 0957-74-3117

운젠 혹갓 절임(본절임∙겉절임)
수제 곤약
매실장아찌　　운젠 혹갓 찐빵

운젠 혹갓 절임(본절임∙겉절임)
수제 곤약
매실장아찌　　운젠 혹갓 찐빵
상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지역산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반드시 국내산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첨가물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출하시기/연중(단, 겉절임은 11∼3월 무렵)
●농사조합법인 모리야마여성부가공조합
　TEL 0957-38-2641



운젠브랜드, 운젠 일품, 운젠 디저트 등 
운젠의 자연이 키워낸 ‘운젠 좋은 상품’을 
자택에서도　맛볼 수 있는 온라인 숍이 
오픈했습니다.
계절에 따른 제철 특산품은 선물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운젠의 제철 맛을 꼭 한번 맛보세요.

http://www1.enekoshop.jp/shop/unzenyokamon/

운젠 좋은 상품 가득  온라인 숍
●운젠시 물산판매촉진협의회

TEL 0957-78-3256

Email:unzenbussan@space.ocn.ne.jp

雲仙よかもん

다이라가네란 ‘가자미’라고
불리는 꽃게를 말하며 구니미초
다히라 항 앞바다에서 잡히는 게.
살이 꽉 찬 농후한 맛으로 1년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운젠시상공회 구니미지소
TEL 0957-78-2095

다이라가네

운젠 쇠고기는 바닷바람이 부는 목초지에서 미네랄 풍부한
목초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부드러운 육질은 일품입니다.
●운젠시청 농림수산과축산반   
 TEL 0957-38-3111

운젠 쇠고기

겉은 바삭! 안은 뜨끈뜨끈
말랑말랑한 감자로
진짜 맛있다!
●지지와관광센터  
TEL 0957-37-2254

쟈가짱

운젠지옥의 증기를 이용해 쪄낸
온천달걀. 탄력있는 흰자에서는
유황의 은은한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운젠온천관광협회
TEL 0957-73-3434

운젠온천 달걀

고구마를 사용한 면 요리.은은하게 풍기는
고구마의　달콤함을 닭고기와 가다랑어
등으로 우려낸 국물과 함께　즐깁니다.
●로쿠베 찻집  
TEL 0957-74-3074

로쿠베

피서지 ‘운젠’에서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즐겨 마시던 레모네이드를 재현
●운젠여관호텔협동조합
TEL 0957-73-2131

운젠 레모네이드

인기 폭발! 카레 애호가인 주방장이 지방
맥주로 오래 끓인 맥주 카레. 나가사키 현
운젠에서 양조하고 있는 지방 맥주 ‘운젠
유아가리 맥주’로 끓였습니다. 
지방 맥주가 조미료가 되어 깊고 감칠맛이
도는 본격적인 카레로 완성되었습니다.
●운젠 여행의 맥주관  TEL 0957-73-2131

운젠 여행의 맥주 카레
운젠시, 나가사키시, 사세보시의 안테나숍 ‘기토라스’가 후쿠오카에 오픈.
신선한 식재료를 비롯해 농수산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물산 구역 외에 3 시의 식재료를
맛볼 수 있는 식당 구역과 관광스폿이나 투어 등을 소개하는 투어 데스크도 있어
3 시의 정보가 가득합니다.
●기토라스  물산품 판매  TEL 092-292-5906
음식 구역  TEL 092-292-5907   투어 데스크  TEL 092-292-5463
장소: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가미카와바타마치 12-20 후쿠긴하카타 빌딩 1층

기토라스

여행의 즐거움은 역시 이것!!

여행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역 먹거리.
각각의 요리사들의 솜씨와 대자연에서

자란 식재료를 사용한 운젠만의
맛있는 음식을 꼭 한번

즐기시기 바랍니다.

운젠 식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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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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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온　천

오바마 짬뽕 애호회 공인의 점포

오
바
마

오
바
마

오
바
마

오
바
마짬뽕 지도짬뽕 지도짬뽕 지도짬뽕 지도
∼오바마 짬뽕 거리 공식 약도∼∼오바마 짬뽕 거리 공식 약도∼

영업시간/11:00∼20:00
TEL 0957-74-2305
정기휴일/ 수요일

영업시간/11:00∼20:00
TEL 0957-74-2305
정기휴일/ 수요일

오바마 짬뽕이란?오바마 짬뽕이란?
짬뽕은 원래 메이지30년대 나가사키 시카이로의 진평순이 고안한 것이다. 

오바마온천에서는 나가사키의 모기 항에서 탕치객이 증기선으로 왕래하고

다이쇼 시대에는 이미 짬뽕을 먹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약 100년이 지난 오늘날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 오바마 짬뽕으로서 지역의

향토음식(소울푸드)이 되어 일본 3대 짬뽕(나가사키, 아마쿠사, 오바마온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둘러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둘러보세요!

오바마온천 캐릭터

오윳피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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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
토
산
품

이 간판이
표시다!!

이 간판이
표시다!!

짬뽕 반장 하야시다

표 보는 법 고코로（心）

　국물의 농도/ 5단계（숟가락 수가 많을수록 진하다）

★ 짬뽕 반장의 코멘트 ★ 담백한 국물을 맛보세요. 
　 짬뽕으로 할까 정식으로 할까 고민될 거예요.

영업시간/11:00∼21:00
TEL 0957-74-2769   
정기휴일/목요일

영업시간/11:00∼21:00
TEL 0957-74-2769   
정기휴일/목요일

쟈노메（蛇の目）

★ 생선초밥집에서도 짬뽕이지요. 국물 면도
　 유명해요.

영업시간/11:30∼14:00∙18:00∼20:00
TEL 0957-74-2470
정기휴일/부정휴

영업시간/11:30∼14:00∙18:00∼20:00
TEL 0957-74-2470
정기휴일/부정휴

쇼쿠라쿠오모리（食樂大盛）

★ 시간을 들여서 우려낸 국물은 농후한 맛.
　 따뜻한 집같은 분위기와 함께 즐기세요.

영업시간/11:00∼21:00
TEL 0957-74-5113   
정기휴일/화요일 (부정휴)

영업시간/11:00∼21:00
TEL 0957-74-5113   
정기휴일/화요일 (부정휴)

가슌（花春）

★ 국물맛이 특징적.
　 일본과 중국, 서양풍을 조화시킨 맛이에요.

영업시간/11:00∼14:00
TEL 0957-74-3141
정기휴일/부정휴

영업시간/11:00∼14:00
TEL 0957-74-3141
정기휴일/부정휴

보요소（望洋莊）

★ 온천을 즐기신 후에
　 천천히 맛보세요.

영업시간/16:00∼3:00
TEL 0957-74-5016
정기휴일/부정휴

영업시간/16:00∼3:00
TEL 0957-74-5016
정기휴일/부정휴

벤텐（弁天）

★ 오바마온천의 연회는 여기에서.
　 짬뽕에 술도 잘 어울려요.

영업시간/11:00∼21:00
TEL 0957-74-3610
정기휴일/목요일

영업시간/11:00∼21:00
TEL 0957-74-3610
정기휴일/목요일

이리시오（入潮）

★ 오바마 최고의 담백한 국물맛은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어요. 다치바나만을 바라보면서 드세요.

영업시간/17:00∼1:30
TEL 0957-75-0125
정기휴일/ 없음

영업시간/17:00∼1:30
TEL 0957-75-0125
정기휴일/ 없음

깃쵸（吉兆）

★ 오바마온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역시 깃초의 짬뽕이지요.

영업시간/11:00∼21:30
TEL 0957-74-4861
정기휴일/월요일

영업시간/11:00∼21:30
TEL 0957-74-4861
정기휴일/월요일

류（龍）

★ 오바마 짬뽕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절대 가야 해요.
　 달걀은 섞어서 드셔보세요. 

영업시간/18:00∼1:00
TEL 0957-74-4228
정기휴일/화요일

영업시간/18:00∼1:00
TEL 0957-74-4228
정기휴일/화요일

이자카야 진（居酒屋 仁）

★ 야채가 듬뿍 들어간 짬뽕이에요.

영업시간/11:00∼22:00 （LO 21:30）
TEL 0957-75-0107
정기휴일/매달 세째주 수요일

영업시간/11:00∼22:00 （LO 21:30）
TEL 0957-75-0107
정기휴일/매달 세째주 수요일

하카타 한큐에도 생겼어요!하카타 한큐에도 생겼어요!

요시쵸（よしちょう）

★ 생선초밥집의 짬뽕이에요.
   온천도 입욕할 수 있어요.

영업시간/12:00∼1400∙1800∼20:00
TEL 0957-76-0550
정기휴일/없음

영업시간/12:00∼1400∙1800∼20:00
TEL 0957-76-0550
정기휴일/없음 영업시간/10:00∼21:00

정기휴일/없음　TEL 092-419-5214
영업시간/10:00∼21:00
정기휴일/없음　TEL 092-419-5214

운젠소（雲仙莊）

★ 콜라겐 짬뽕, 예약 필요
　 쌀 푸딩과 입욕 딸려 있음 ★지하 1층 푸드코트에 있어요. 들러 보세요!

영업시간/12:00∼23:00
TEL 0957-74-3631
정기휴일/일요일

영업시간/12:00∼23:00
TEL 0957-74-3631
정기휴일/일요일

만푸쿠쇼쿠도（万福食堂）
영업시간/10:30∼21:30
TEL 0957-74-2776
정기휴일/수요일(부정휴)

영업시간/10:30∼21:30
TEL 0957-74-2776
정기휴일/수요일(부정휴)

가이카테이（海化亭）

★ 온짬뽕이 있다고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맛좋은 분위기를 즐기세요.

★ 온천수가 들어간 것은 여기뿐입니다.
   건더기 종류에 놀랄 거예요.

영업시간/9:00∼20:00
TEL 0957-74-2804
정기휴일/부정휴

영업시간/9:00∼20:00
TEL 0957-74-2804
정기휴일/부정휴

뉴 오바마（ニュー小浜）

★ 양식점도 짬뽕이 있어요.
   닭튀김이 들어간 짬뽕의 맛에 압도될 거예요.

（데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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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온　천

오바마 짬뽕 애호회 공인의 점포

오
바
마

오
바
마

오
바
마

오
바
마짬뽕 지도짬뽕 지도짬뽕 지도짬뽕 지도
∼오바마 짬뽕 거리 공식 약도∼∼오바마 짬뽕 거리 공식 약도∼

영업시간/11:00∼20:00
TEL 0957-74-2305
정기휴일/ 수요일

영업시간/11:00∼20:00
TEL 0957-74-2305
정기휴일/ 수요일

오바마 짬뽕이란?오바마 짬뽕이란?
짬뽕은 원래 메이지30년대 나가사키 시카이로의 진평순이 고안한 것이다. 

오바마온천에서는 나가사키의 모기 항에서 탕치객이 증기선으로 왕래하고

다이쇼 시대에는 이미 짬뽕을 먹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약 100년이 지난 오늘날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 오바마 짬뽕으로서 지역의

향토음식(소울푸드)이 되어 일본 3대 짬뽕(나가사키, 아마쿠사, 오바마온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둘러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둘러보세요!

오바마온천 캐릭터

오윳피

먹
거
리
∙
토
산
품

이 간판이
표시다!!

이 간판이
표시다!!

짬뽕 반장 하야시다

표 보는 법 고코로（心）

　국물의 농도/ 5단계（숟가락 수가 많을수록 진하다）

★ 짬뽕 반장의 코멘트 ★ 담백한 국물을 맛보세요. 
　 짬뽕으로 할까 정식으로 할까 고민될 거예요.

영업시간/11:00∼21:00
TEL 0957-74-2769   
정기휴일/목요일

영업시간/11:00∼21:00
TEL 0957-74-2769   
정기휴일/목요일

쟈노메（蛇の目）

★ 생선초밥집에서도 짬뽕이지요. 국물 면도
　 유명해요.

영업시간/11:30∼14:00∙18:00∼20:00
TEL 0957-74-2470
정기휴일/부정휴

영업시간/11:30∼14:00∙18:00∼20:00
TEL 0957-74-2470
정기휴일/부정휴

쇼쿠라쿠오모리（食樂大盛）

★ 시간을 들여서 우려낸 국물은 농후한 맛.
　 따뜻한 집같은 분위기와 함께 즐기세요.

영업시간/11:00∼21:00
TEL 0957-74-5113   
정기휴일/화요일 (부정휴)

영업시간/11:00∼21:00
TEL 0957-74-5113   
정기휴일/화요일 (부정휴)

가슌（花春）

★ 국물맛이 특징적.
　 일본과 중국, 서양풍을 조화시킨 맛이에요.

영업시간/11:00∼14:00
TEL 0957-74-3141
정기휴일/부정휴

영업시간/11:00∼14:00
TEL 0957-74-3141
정기휴일/부정휴

보요소（望洋莊）

★ 온천을 즐기신 후에
　 천천히 맛보세요.

영업시간/16:00∼3:00
TEL 0957-74-5016
정기휴일/부정휴

영업시간/16:00∼3:00
TEL 0957-74-5016
정기휴일/부정휴

벤텐（弁天）

★ 오바마온천의 연회는 여기에서.
　 짬뽕에 술도 잘 어울려요.

영업시간/11:00∼21:00
TEL 0957-74-3610
정기휴일/목요일

영업시간/11:00∼21:00
TEL 0957-74-3610
정기휴일/목요일

이리시오（入潮）

★ 오바마 최고의 담백한 국물맛은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어요. 다치바나만을 바라보면서 드세요.

영업시간/17:00∼1:30
TEL 0957-75-0125
정기휴일/ 없음

영업시간/17:00∼1:30
TEL 0957-75-0125
정기휴일/ 없음

깃쵸（吉兆）

★ 오바마온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역시 깃초의 짬뽕이지요.

영업시간/11:00∼21:30
TEL 0957-74-4861
정기휴일/월요일

영업시간/11:00∼21:30
TEL 0957-74-4861
정기휴일/월요일

류（龍）

★ 오바마 짬뽕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절대 가야 해요.
　 달걀은 섞어서 드셔보세요. 

영업시간/18:00∼1:00
TEL 0957-74-4228
정기휴일/화요일

영업시간/18:00∼1:00
TEL 0957-74-4228
정기휴일/화요일

이자카야 진（居酒屋 仁）

★ 야채가 듬뿍 들어간 짬뽕이에요.

영업시간/11:00∼22:00 （LO 21:30）
TEL 0957-75-0107
정기휴일/매달 세째주 수요일

영업시간/11:00∼22:00 （LO 21:30）
TEL 0957-75-0107
정기휴일/매달 세째주 수요일

하카타 한큐에도 생겼어요!하카타 한큐에도 생겼어요!

요시쵸（よしちょう）

★ 생선초밥집의 짬뽕이에요.
   온천도 입욕할 수 있어요.

영업시간/12:00∼1400∙1800∼20:00
TEL 0957-76-0550
정기휴일/없음

영업시간/12:00∼1400∙1800∼20:00
TEL 0957-76-0550
정기휴일/없음 영업시간/10:00∼21:00

정기휴일/없음　TEL 092-419-5214
영업시간/10:00∼21:00
정기휴일/없음　TEL 092-419-5214

운젠소（雲仙莊）

★ 콜라겐 짬뽕, 예약 필요
　 쌀 푸딩과 입욕 딸려 있음 ★지하 1층 푸드코트에 있어요. 들러 보세요!

영업시간/12:00∼23:00
TEL 0957-74-3631
정기휴일/일요일

영업시간/12:00∼23:00
TEL 0957-74-3631
정기휴일/일요일

만푸쿠쇼쿠도（万福食堂）
영업시간/10:30∼21:30
TEL 0957-74-2776
정기휴일/수요일(부정휴)

영업시간/10:30∼21:30
TEL 0957-74-2776
정기휴일/수요일(부정휴)

가이카테이（海化亭）

★ 온짬뽕이 있다고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맛좋은 분위기를 즐기세요.

★ 온천수가 들어간 것은 여기뿐입니다.
   건더기 종류에 놀랄 거예요.

영업시간/9:00∼20:00
TEL 0957-74-2804
정기휴일/부정휴

영업시간/9:00∼20:00
TEL 0957-74-2804
정기휴일/부정휴

뉴 오바마（ニュー小浜）

★ 양식점도 짬뽕이 있어요.
   닭튀김이 들어간 짬뽕의 맛에 압도될 거예요.

（데쓰죠）



활기 넘치는 감동의 제전

운젠시민의 건강의 근원은 
활기 넘치는 에너지와 파워!!
운젠 시민의 활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향토의 자연∙역사∙문화에 대한 경의와 
그것을 계승해 가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창출해 내는
활기 넘치는 에너지와 파워를 체감하십시오!

운젠 빛의 꽃 (2월)

운젠 행사 달력

꽃이란 운젠의 
겨울을 상징하는 
상고대의 애칭. 
상고대를 이미지한 
일루미네이션과 
캔들라이트로 
온천가가 아름답게
 라이트업 되어 
로맨틱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간오카엔(觀櫻火宴) (3월)

벚꽃의 명소∙다치바나 
신사의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펼쳐지는 
웅장한 불축제입니다. 
사백 수십년 전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재현되는 웅장한 횃불 
행렬은 필견! 갑옷 입은 
무사들이 횃불을 한손에 
들고 마을을 행진하며 
전국 시대의 전투를 
재현합니다. 무사 행렬은 
역시 압권.

모모(음매음매) 페스티벌 (5월)

신록이 가득한 
미즈호노모리 공원에서 
송아지 체중 알아맞히기 
퀴즈나 우유 시음 등, 
동물이나 자연과의 
교류를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소와 
양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미니 목장이나 소 
젖짜기, 버터 만들기 등 
체험코너도 설치. 
벼룩시장과 농산물 
직판도 있습니다.

구니미의 날 (9월)

초 이름의 ‘구니미’에 
연관지어 9월23일에 
개최되는 행사. 
스포츠∙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힘을 모아 
성대하게 개최합니다. 
행사장인 아리아케 
페리 주차장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벼룩시장이나 
노점 등이 늘어섭니다.

유∙YOU 마라톤 대회 (12월)

오바마온천가 
중심부를 출발착 
지점으로 일본 
육상연맹 공인의 
운젠 오바마 마라톤 
코스에서 펼쳐지는 
마라톤대회. 
현 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서로의 건강한 
다리를 겨룹니다.

맨발로 놀자 운젠 (8월)

운젠골프장을 
아이들에게 하루 
개방하여 ‘맨발로 
자연속을 마음껏 
놀게 하자’라는 
행사.

운젠 단풍 워크 (11월)

온천 증기가 감도는 
온천가를 자연과 
더불어 천천히 걷는 
워킹 이벤트. ‘후겐 
등산코스’나 ‘가족과 
함께 단풍 워킹’ 등 
거리에 따라 여러 
가지 코스가 있어 
붉게 물든 산들을 
바라보면서 
풍광명미의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운젠 시민 불꽃놀이대회 (4월)

온천의 신에게 
감사하는 축제로 
온천이 들어간 
가마가 마을을 
누비고 무대에서는 
향토예능인 오바마 
큰북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규슈의 불꽃장인들이 
서로 겨루는 
불꽃놀이대회는 
역시 압권!

1월
●시 소방출범식 (상순)

●운젠오바마 하프∙마라톤대회 (중순)

●미즈호 굴구이 축제 (하순)

2월
●운젠 빛의 꽃 (상순∼하순)

●시 미술전람회 (상순∼중순)

●히칸자쿠라 마을 축제 (하순∼3월 상순)

3월
●다치바나 신사 꽃축제 (하순∼4월 상순)

●간오카엔(觀櫻火宴) (하순)

●개펄 조개캐기 (상순∼5월 하순)

4월
●오바마온천 축제 (첫째주 일요일)

●운젠 시민 불꽃놀이 대회 (첫째주 일요일)

●아와시마 신사 벚꽃 축제 (상순)

●아이노 연날리기 대회 (상순)

●아즈마 연날리기 대회 (상순)

6월

8월

●미즈호 특산품 축제 (상순)

●오바마온천 자카란다 페스티발 (상순∼하순)

●운젠 국제 골프대회 (상순)

●운젠 국제 테니스대회 (상순)

●맨발로 놀자 운젠 (하순)

●전 규슈 오바마관광 궁도대회 (하순)

10월
●다랭이논 수확 감사제 (하순)

●운젠 시민운동회 (하순, 격년 개최)

12월
●시 산업 축제 (첫째주 일요일)

●시 유∙YOU 마라톤 대회 (상순)

●다치바나 신사 송구영신 행사 (첫하순)

5월
●시 주니어 스포츠대회 (상순)

●모모(음매음매) 페스티벌 (4일)

●오바마 감자캐기 체험 투어 (중순)

7월
●시민 스포츠 대회 (하순∼9월 상순)

●전 규슈 소년검도연성대회 (하순)

●포카포카 벼룩시장 (하순)

9월
●오바마온천 훌라 하와이언 

　페스티벌 in OBAMA (상순)

●구미니의 날 (23일)

11월
●운젠 단풍 워크 (3일)

●현립고교 종합체육대회 에키덴경주대회 (상순)

●어묵 축제 (중순)

●시민 음악제 (하순)

주최자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행
사



활기 넘치는 감동의 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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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창출해 내는
활기 넘치는 에너지와 파워를 체감하십시오!

운젠 빛의 꽃 (2월)

운젠 행사 달력

꽃이란 운젠의 
겨울을 상징하는 
상고대의 애칭. 
상고대를 이미지한 
일루미네이션과 
캔들라이트로 
온천가가 아름답게
 라이트업 되어 
로맨틱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간오카엔(觀櫻火宴) (3월)

벚꽃의 명소∙다치바나 
신사의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펼쳐지는 
웅장한 불축제입니다. 
사백 수십년 전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재현되는 웅장한 횃불 
행렬은 필견! 갑옷 입은 
무사들이 횃불을 한손에 
들고 마을을 행진하며 
전국 시대의 전투를 
재현합니다. 무사 행렬은 
역시 압권.

모모(음매음매) 페스티벌 (5월)

신록이 가득한 
미즈호노모리 공원에서 
송아지 체중 알아맞히기 
퀴즈나 우유 시음 등, 
동물이나 자연과의 
교류를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소와 
양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미니 목장이나 소 
젖짜기, 버터 만들기 등 
체험코너도 설치. 
벼룩시장과 농산물 
직판도 있습니다.

구니미의 날 (9월)

초 이름의 ‘구니미’에 
연관지어 9월23일에 
개최되는 행사. 
스포츠∙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힘을 모아 
성대하게 개최합니다. 
행사장인 아리아케 
페리 주차장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벼룩시장이나 
노점 등이 늘어섭니다.

유∙YOU 마라톤 대회 (12월)

오바마온천가 
중심부를 출발착 
지점으로 일본 
육상연맹 공인의 
운젠 오바마 마라톤 
코스에서 펼쳐지는 
마라톤대회. 
현 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서로의 건강한 
다리를 겨룹니다.

맨발로 놀자 운젠 (8월)

운젠골프장을 
아이들에게 하루 
개방하여 ‘맨발로 
자연속을 마음껏 
놀게 하자’라는 
행사.

운젠 단풍 워크 (11월)

온천 증기가 감도는 
온천가를 자연과 
더불어 천천히 걷는 
워킹 이벤트. ‘후겐 
등산코스’나 ‘가족과 
함께 단풍 워킹’ 등 
거리에 따라 여러 
가지 코스가 있어 
붉게 물든 산들을 
바라보면서 
풍광명미의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운젠 시민 불꽃놀이대회 (4월)

온천의 신에게 
감사하는 축제로 
온천이 들어간 
가마가 마을을 
누비고 무대에서는 
향토예능인 오바마 
큰북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규슈의 불꽃장인들이 
서로 겨루는 
불꽃놀이대회는 
역시 압권!

1월
●시 소방출범식 (상순)

●운젠오바마 하프∙마라톤대회 (중순)

●미즈호 굴구이 축제 (하순)

2월
●운젠 빛의 꽃 (상순∼하순)

●시 미술전람회 (상순∼중순)

●히칸자쿠라 마을 축제 (하순∼3월 상순)

3월
●다치바나 신사 꽃축제 (하순∼4월 상순)

●간오카엔(觀櫻火宴) (하순)

●개펄 조개캐기 (상순∼5월 하순)

4월
●오바마온천 축제 (첫째주 일요일)

●운젠 시민 불꽃놀이 대회 (첫째주 일요일)

●아와시마 신사 벚꽃 축제 (상순)

●아이노 연날리기 대회 (상순)

●아즈마 연날리기 대회 (상순)

6월

8월

●미즈호 특산품 축제 (상순)

●오바마온천 자카란다 페스티발 (상순∼하순)

●운젠 국제 골프대회 (상순)

●운젠 국제 테니스대회 (상순)

●맨발로 놀자 운젠 (하순)

●전 규슈 오바마관광 궁도대회 (하순)

10월
●다랭이논 수확 감사제 (하순)

●운젠 시민운동회 (하순, 격년 개최)

12월
●시 산업 축제 (첫째주 일요일)

●시 유∙YOU 마라톤 대회 (상순)

●다치바나 신사 송구영신 행사 (첫하순)

5월
●시 주니어 스포츠대회 (상순)

●모모(음매음매) 페스티벌 (4일)

●오바마 감자캐기 체험 투어 (중순)

7월
●시민 스포츠 대회 (하순∼9월 상순)

●전 규슈 소년검도연성대회 (하순)

●포카포카 벼룩시장 (하순)

9월
●오바마온천 훌라 하와이언 

　페스티벌 in OBAMA (상순)

●구미니의 날 (23일)

11월
●운젠 단풍 워크 (3일)

●현립고교 종합체육대회 에키덴경주대회 (상순)

●어묵 축제 (중순)

●시민 음악제 (하순)

주최자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젠시청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행
사



Wi-Fi

운 젠 시 숙박
INFORMATION

호　텔 여　관 민　박 비즈니스호텔

지역

구니미 여관 스에히로

여관 쇼에이

여관 간게쓰소

류가쿠노야카타

미즈호 스코야카랜드 후레아이회관

아즈마 여관

가스가야 여관

아마카와야 별관

무사시노 여관

REST HOUSE 모리노 시라베

운젠 후키야

호텔 도요칸

운젠 이와키 여관

규슈 호텔

유야도 운젠 신유

아즈마엔

운젠 후쿠다야

운젠 관광호텔

운젠 미야자키 여관

운젠 스카이 호텔

아리아케 호텔

유모토 호텔

여관 한즈이료

국민숙사 세이운소

KKR 운젠산소

민박 세키소

민박 마루토야

민박 도쿠시마야

민박 신도

민박 운젠

이세야 여관

우구이스야 여관

에비스야

오바마소

오바마 비즈니스호텔

오렌지∙베이

구니사키

슌요칸

온천여관 조키야

쓰타야 여관

후쿠토쿠야

여관 후지야

쉼터 숙소 여관 야마다야

야마토야

유노카

무쓰미노 숙소  여관 와타야

국민숙사 보요소

규카무라 운젠

비즈니스 오바마 타운 호텔

운젠소

원폭피폭자 보양소 신다이와소

미즈호

아즈마

아이노

지지와

운　젠

운　젠

오바마

시설명 전화 (시외 국번0957) 온천 노천탕 당일치기 온천 Wi-Fi지역 시설명 전화 (시외 국번0957) 온천 노천탕 당일치기 온천

운젠 온천에 몸을 담그고
편안히 느긋한 한때를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최고의 접대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표시는 예약이 필요

숙
박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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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
아
오
시
는 

길

운젠시로 찾아오시는 길

교통기관의 문의
나가사키 공항(NABIC 나가사키공항빌딩주식회사) 

JR 나가사키 역

JR 이사하야 역

시마바라철도 시마바라 역

나가사키 현영버스 안내 창구

나가사키 버스 종합서비스센터

시마테쓰 버스터미날

아리아케 페리 승선 예약센터  다이라 항↔나가스 항

시마테쓰 페리 구치노쓰 항↔오니이케 항

규슈 상선 예약센터 시마바라 항↔구마모토 항

구마모토 페리(오션애로우 예약센터)  시마바라 항

운젠 관광에 관한 문의
 (사) 운젠온천관광협회

오바마온천관광협회 

운젠 산 정보관   

시마바라반도 관광연맹

NPO법인 가마다스네트 사무국   

트래킹∙자연 정보 

농림어업 체험

사가 공항

현　해　탄 신칸센

후쿠오카
하카타

하타카 미나미
후쿠오카 공항

다자이후

후쿠오카 현

도스 JCT
도스
신토스

사가야마토

구루메
사가사가 현

다케오

사세보

하야키 우레시노
난칸

구마모토 현미이케 항

아리아케해

오무라만

오무라
오무라

나가사키 공항

나가사키 현
나가사키

나
가
사
키
타
라
미

이
사
하
야

이
사
하
야

운젠타라
씨라인

아이노

아이노마치

다이라 항

미즈호온천

운젠시
시마바라가이코

나가스 항 신타마나 우에키

구마모토
구마모토

구
마
모
토 

공
항

미후네

구마모
토 항

시마바
라 항

후
겐
다
케 

산

운
젠
온
천

오바마온천
다치바나만

오니이케 항
구치노쓰 항

시마바라만

미스미 항

신야쓰시로

마쓰바시

야쓰시로

범　례

시마바라 철도
JR 신칸센
JR
주요 역
나들목

사세보 후쿠오카

도스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운젠타라
씨라인

다케오

우레시노
구루메

난칸

이사하야

오무라

13분

13분

10분

10분

25분

25분25분

25분

20분

20분

20분

60분

60분

7분

22분

22분

27분

9분

9분

하우스텐보스

30분

30분

35분 17분

5분

80분

50분

38분

16분

45분
18분

고속도로
일반도로
페리
JR 신칸센
JR
시마테쓰

미스미

우토

구마모토
신미나토

시간의 기준은 자동차에
의한 이동입니다.

구치노쓰

아마쿠사시

오니이케

오바마

아이노 다이라 항

시마바라

니타토게고개

운젠

오무타

나가스

소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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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테쓰 버스터미날

아리아케 페리 승선 예약센터  다이라 항↔나가스 항

시마테쓰 페리 구치노쓰 항↔오니이케 항

규슈 상선 예약센터 시마바라 항↔구마모토 항

구마모토 페리(오션애로우 예약센터)  시마바라 항

운젠 관광에 관한 문의
 (사) 운젠온천관광협회

오바마온천관광협회 

운젠 산 정보관   

시마바라반도 관광연맹

NPO법인 가마다스네트 사무국   

트래킹∙자연 정보 

농림어업 체험

사가 공항

현　해　탄 신칸센

후쿠오카
하카타

하타카 미나미
후쿠오카 공항

다자이후

후쿠오카 현

도스 JCT
도스
신토스

사가야마토

구루메
사가사가 현

다케오

사세보

하야키 우레시노
난칸

구마모토 현미이케 항

아리아케해

오무라만

오무라
오무라

나가사키 공항

나가사키 현
나가사키

나
가
사
키
타
라
미

이
사
하
야

이
사
하
야

운젠타라
씨라인

아이노

아이노마치

다이라 항

미즈호온천

운젠시
시마바라가이코

나가스 항 신타마나 우에키

구마모토
구마모토

구
마
모
토 

공
항

미후네

구마모
토 항

시마바
라 항

후
겐
다
케 

산

운
젠
온
천

오바마온천
다치바나만

오니이케 항
구치노쓰 항

시마바라만

미스미 항

신야쓰시로

마쓰바시

야쓰시로

범　례

시마바라 철도
JR 신칸센
JR
주요 역
나들목

사세보 후쿠오카

도스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운젠타라
씨라인

다케오

우레시노
구루메

난칸

이사하야

오무라

13분

13분

10분

10분

25분

25분25분

25분

20분

20분

20분

60분

60분

7분

22분

22분

27분

9분

9분

하우스텐보스

30분

30분

35분 17분

5분

80분

50분

38분

16분

45분
18분

고속도로
일반도로
페리
JR 신칸센
JR
시마테쓰

미스미

우토

구마모토
신미나토

시간의 기준은 자동차에
의한 이동입니다.

구치노쓰

아마쿠사시

오니이케

오바마

아이노 다이라 항

시마바라

니타토게고개

운젠

오무타

나가스

소노기



운젠시∙북부

다이라 항

다이라마치

(용암돔)

은 숙박처(상세한 내용은 P43∼44)

지
도

고지로마치
사이고

다이쇼

고베

가마노하나
아보자키

아즈마

아이노 모리야마 바이패스

(풀장, 테니스코트 등)

축구공 모양 가로등

운젠 그린로드

갯벌에서 바지락 캐기
 (구니미)

나가하마 해수욕장

아와시마 신사

역사자료관 구니미전시관
유학의 마을 구니미

페가사스∙라이딩파크

미즈호노모리 공원 캠프장
미즈호노모리 공원 크라프트 하우스
농촌공원 물레방아 마을
이와토 신사
이와토 관광가든(소멘나가시)

햣카다이 공원

나베시마 저택
미즈호 건강 랜드

미즈호온천 센넨노유

미즈호쵸

아즈마쵸

지지와쵸

아이노마치

아리아케쵸

구니미쵸

운젠타이라 씨라인

야마다 성지 공원

모리야마 오쓰카 고분
고향 교류관

이와토 계류 공원
코스모스 석양 산책로

아이노 운동 공원

구비즈카
야마모토 미술관

풍차

와키미즈노모리 공원

산천어의 마을

다시로바루 캠프장

다랭이논 전망소(지지와의 다랭이논)

지지완몬

다치바나 신사

목장의 마을 아즈마

트레일센터
다시로바루

이즈마다케 산
마이다케 산

헤이세이신잔 산

후겐다케 산
묘겐다케 산

구니미다케 산

구센부다케 산

운젠다케 산

지지와 전망대

지지와 해수욕장

지지와 미겔 동상

아이노 전망대

운

젠

시



운젠시∙북부

다이라 항

다이라마치

(용암돔)

은 숙박처(상세한 내용은 P43∼44)

지
도

고지로마치
사이고

다이쇼

고베

가마노하나
아보자키

아즈마

아이노 모리야마 바이패스

(풀장, 테니스코트 등)

축구공 모양 가로등

운젠 그린로드

갯벌에서 바지락 캐기
 (구니미)

나가하마 해수욕장

아와시마 신사

역사자료관 구니미전시관
유학의 마을 구니미

페가사스∙라이딩파크

미즈호노모리 공원 캠프장
미즈호노모리 공원 크라프트 하우스
농촌공원 물레방아 마을
이와토 신사
이와토 관광가든(소멘나가시)

햣카다이 공원

나베시마 저택
미즈호 건강 랜드

미즈호온천 센넨노유

미즈호쵸

아즈마쵸

지지와쵸

아이노마치

아리아케쵸

구니미쵸

운젠타이라 씨라인

야마다 성지 공원

모리야마 오쓰카 고분
고향 교류관

이와토 계류 공원
코스모스 석양 산책로

아이노 운동 공원

구비즈카
야마모토 미술관

풍차

와키미즈노모리 공원

산천어의 마을

다시로바루 캠프장

다랭이논 전망소(지지와의 다랭이논)

지지완몬

다치바나 신사

목장의 마을 아즈마

트레일센터
다시로바루

이즈마다케 산
마이다케 산

헤이세이신잔 산

후겐다케 산
묘겐다케 산

구니미다케 산

구센부다케 산

운젠다케 산

지지와 전망대

지지와 해수욕장

지지와 미겔 동상

아이노 전망대

운

젠

시



운젠시∙남부

오바마온천 지역

운젠온천 지역

나가사키 방면
소방서

문화관(상공회 오바마지소)

JA오바마
시영 대중목욕탕어항

어협

시마테쓰 버스터미널

이키메야하타 신사

벚꽃의 명소 
도켄야마 공원

자연 산책로
다이코쿠텐 동상

구니미다케 산

후겐다케 산

헤이세이신잔 산

고산 철쭉 군락

운젠 니타고개 순환도로

운젠골프장

니타고개

이케노하라

운젠 여행의 맥주관

야다케 산

자연 산책로

시마바라 방면

고산 철쭉 군락

묘겐다케 산

운젠 로프웨이

오시도리노이케 연못

지지와 방면

유노사토 대중목욕탕

운젠 메모리얼홀

겐세이누마 가키쓰바타 공원
겐세이 늪

도토우미야

운젠 장난감 박물관

야와타 지옥

오이토 지옥
세이시치 지옥

타고르타고르의 비석

기타하라 하쿠슈 노래비

온센 신사만묘지 절

요시이 이사무 노래비

오바마 중학교

운젠온천 방면

운젠 그린로도

공립 신오바마 병원
리프레쉬 센터 오바마

오바마 체육관

경찰서
구치노쓰 방면 항구의 광장

와키하마 대중목욕탕
(오탓샨 온천)

다네다 산토카 비석

스와노이케 방면

오바마 성터
후레아이 광장

석양 시계

오바마 마린파크
(야외 무대)

해상 노천탕 
나미노유 ‘아카네’

다치바나만

오바마 마리나

온센 공원

민나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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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요시쵸

운젠시청 오바마지소

오바마온천관광협회
(다치바나만 마린센터)

(사이토 모키지의 노래비)

가미노카와 용수

신록의 터널

해상 노천탕 나미노유 ‘아카네’해상 노천탕 나미노유 ‘아카네’
오바마 역사자료관오바마 역사자료관

운젠 산 정보관운젠 산 정보관

시라쿠모노이케 캠프장시라쿠모노이케 캠프장

천주교 
운젠교회
천주교 
운젠교회

운젠 비드로 미술관운젠 비드로 미술관

육각 우물
운젠 지옥

운젠골프장

가나하마메가네바시 다리

미소지엔

스와노이케 
(캠프장∙비지터센터)역사자료관 

미나미쿠시야마 전시관

고향 자료관

다랭이밭 전망대

운젠 그린로도

교도마리 신요 특공기지 터

구니사키반도 
자연공원

오바마쵸

미나미쿠시야마쵸

니시아리에쵸

가즈사쵸

구치노쓰쵸

미나미아리마쵸

오바마온천

운젠온천

오바마쵸(시게무다) 
기리시탄 묘비

다치바나만

시라쿠모노이케 연못

오시도리노이케 연못

스와노이케 연못

노다케 산다카이와야마 산

니시아리에초

기누카사야마 산

노다케 산다카이와야마 산

니시아리에초

기누카사야마 산

오바마 공회당

탄산천

오바마 역사자료관

닛토쿠 사옹 비석

운젠 비드로미술관

시라쿠모노이케 
캠프장

운젠 산 정보관

다이큐칸 지옥

도단 군락

운젠 산 정보관 별관

신유 대중목욕탕

소지옥 온천관

호바루 철쭉 공원
다카이와산

잇사이쿄노타키 폭포 방면

은 숙박처 (상세한 것은 P43∼44)

소방서
파출소운젠 요카유

마치코이와

온센 공원 비
운젠관광협회산책로

기누카사야마 산

오바마 방면

시마테쓰 
버스터미널

운젠 로프웨이

운젠 니타고개 순환도로

지
도



운젠시∙남부

오바마온천 지역

운젠온천 지역

나가사키 방면
소방서

문화관(상공회 오바마지소)

JA오바마
시영 대중목욕탕어항

어협

시마테쓰 버스터미널

이키메야하타 신사

벚꽃의 명소 
도켄야마 공원

자연 산책로
다이코쿠텐 동상

구니미다케 산

후겐다케 산

헤이세이신잔 산

고산 철쭉 군락

운젠 니타고개 순환도로

운젠골프장

니타고개

이케노하라

운젠 여행의 맥주관

야다케 산

자연 산책로

시마바라 방면

고산 철쭉 군락

묘겐다케 산

운젠 로프웨이

오시도리노이케 연못

지지와 방면

유노사토 대중목욕탕

운젠 메모리얼홀

겐세이누마 가키쓰바타 공원
겐세이 늪

도토우미야

운젠 장난감 박물관

야와타 지옥

오이토 지옥
세이시치 지옥

타고르타고르의 비석

기타하라 하쿠슈 노래비

온센 신사만묘지 절

요시이 이사무 노래비

오바마 중학교

운젠온천 방면

운젠 그린로도

공립 신오바마 병원
리프레쉬 센터 오바마

오바마 체육관

경찰서
구치노쓰 방면 항구의 광장

와키하마 대중목욕탕
(오탓샨 온천)

다네다 산토카 비석

스와노이케 방면

오바마 성터
후레아이 광장

석양 시계

오바마 마린파크
(야외 무대)

해상 노천탕 
나미노유 ‘아카네’

다치바나만

오바마 마리나

온센 공원

민나노 광장

홋토훗토 105
우체국

온천 요시쵸

운젠시청 오바마지소

오바마온천관광협회
(다치바나만 마린센터)

(사이토 모키지의 노래비)

가미노카와 용수

신록의 터널

해상 노천탕 나미노유 ‘아카네’해상 노천탕 나미노유 ‘아카네’
오바마 역사자료관오바마 역사자료관

운젠 산 정보관운젠 산 정보관

시라쿠모노이케 캠프장시라쿠모노이케 캠프장

천주교 
운젠교회
천주교 
운젠교회

운젠 비드로 미술관운젠 비드로 미술관

육각 우물
운젠 지옥

운젠골프장

가나하마메가네바시 다리

미소지엔

스와노이케 
(캠프장∙비지터센터)역사자료관 

미나미쿠시야마 전시관

고향 자료관

다랭이밭 전망대

운젠 그린로도

교도마리 신요 특공기지 터

구니사키반도 
자연공원

오바마쵸

미나미쿠시야마쵸

니시아리에쵸

가즈사쵸

구치노쓰쵸

미나미아리마쵸

오바마온천

운젠온천

오바마쵸(시게무다) 
기리시탄 묘비

다치바나만

시라쿠모노이케 연못

오시도리노이케 연못

스와노이케 연못

노다케 산다카이와야마 산

니시아리에초

기누카사야마 산

노다케 산다카이와야마 산

니시아리에초

기누카사야마 산

오바마 공회당

탄산천

오바마 역사자료관

닛토쿠 사옹 비석

운젠 비드로미술관

시라쿠모노이케 
캠프장

운젠 산 정보관

다이큐칸 지옥

도단 군락

운젠 산 정보관 별관

신유 대중목욕탕

소지옥 온천관

호바루 철쭉 공원
다카이와산

잇사이쿄노타키 폭포 방면

은 숙박처 (상세한 것은 P43∼44)

소방서
파출소운젠 요카유

마치코이와

온센 공원 비
운젠관광협회산책로

기누카사야마 산

오바마 방면

시마테쓰 
버스터미널

운젠 로프웨이

운젠 니타고개 순환도로

지
도



운젠시 관광물산과

TEL 0957-38-3111 FAX 0957-38-3514
우859-1107 나가사키현 운젠시 아즈마쵸 우시구치묘 714

(사)운젠온천관광협회

TEL 0957-73-3434 FAX 0957-73-2261
우854-0621 나가사키현 운젠시 오바마쵸 운젠 320

오바마온천관광협회

TEL 0957-74-2672 FAX 0957-74-2884
우854-0514 나가사키현 운젠시 오바마쵸 기타혼마치 14-39

운젠 산 정보관

다운로드∙콘텐츠　가득!!
상세한 정보는

TEL 0957-73-3636 FAX 0957-73-2136
우854-0621 나가사키현 운젠시 오바마쵸 운젠 320

운젠시

2014년 3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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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젠시 관광가이드북〕
2013년 나가사키현 21세기 마을 만들기 추진 종합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