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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중요문화재��다케오온천�로몬�

다케오
T A K E O

니시큐슈의�현관문

규슈�

사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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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오�불빛�투어 #다카오불빛투어  #미후네야마라쿠엔  

#팀랩  #디지털아트  #여름밤

바바노 
야마자쿠라 #바바노야마자쿠라  #벚나무한그루  #수령120년넘음  

#벚나무와유채꽃  #로맨틱

가와고노오쿠스
(녹나무)

#다케오노오쿠스  #수령3000년  #국가천연기념물
#전국거목제5위  #다케오삼수  #물레방아쌀

미후네가오카바이린 #미후네가오카바이린  #미후네야마  #매화  
#매화나무숲  #매화떡  #봄이왔다

다케오시�도서관 #다케오시도서관  #쓰타야서점  #스타벅스커피#연중무휴  #다케오시어린이도서관

여행
다케오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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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후네야마�
라쿠엔의�철쭉

#미후네야마라쿠엔��#철쭉융단��#일본정원

#꽃축제��#알록달록

다이쇼지의�수국 #다이쇼지  #수국  #수국의절#일본3대부동존  #일본제일의노송나무

게이슈엔의�단풍  #게이슈엔  #단풍  #나카네긴사쿠  #일본정원

#미후네차야  #차밭  #말차체험

다케오온천 
도노사마유

#다케오온천  #도노사마유  #약알칼리성단순천

#개인탕  #다케오온천로몬  #류구조

도노사마유

고야지의�석남화 #고야지  #석남화  #순산  #임신기원
#교슈인  #스트레스해소

여행
다케오

둘러보기

다케오시는�사방이�산으로�둘러�싸여�있는�고즈넉
한�온천�마을입니다�
유서�깊은�여러�온천��신비롭고�장대한�자연과�역
사가�느껴지는�정경이�선명한�빛을�자아내며�‘당
신’을�맞이합니다��나홀로��가족과��친구와…��발�
닿는�곳곳에서�매력적인�다케오의�풍경과�사람들
을�만날�수�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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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오�신사
미후네야마의�동쪽�기슭에�위치해�있으며��다케오�시내에서�
가장�오래된�735년�창건��유서�깊은�신사��신사로는�드물게�
하얀�건물�
주소�다케오초�오아자�다케오�5335���Tel��0954�22�2976
 Ｐ �28대�대형�버스�가능�

다케오노오쿠스�녹나무�
신 이 � 깃 든 � 녹 나 무 � � 수 령 � 3 � 0 0 0 년 � 이 상 ��
전국�거목�제7위��시의�천연기념물로�지정되었다�

쓰카사키노오쿠스�녹나무�
시의�천연기념물로�지정되었다��1963년에�낙뢰를�맞았지만��
꿋꿋이�장대한�자태를�뽐내고�있다��
주소�다케오초�다케오�5563�2�다케오시문화회관�북측�

가와고노오쿠스�녹나무�
수령�3�000년�이상��전국�거목�제5위��국가�천연기념물로�지정
되었다� 부지�내�시설에서는�꼭두각시�인형극으로�구로카미잔
의�왕뱀�퇴치를�소개한다��물레방아로�정미한��물레방아�쌀�을�
판매한다�

물레방아�쌀

주소� 와카키초�오아자�가와고�7843
�Tel��0954�26�2920�
 Ｐ �30대�대형�버스�가능�

▲ 다케오의�유적마�등�기간 
한정�고슈인(御朱印)이 
있다.

다케오시어린이도서관
아기�휴게실과�수유실��어린이�화장실�완비��푸드�코너가�병설되어�
있으며��아이와�함께�여유로운�시간을�보낼�수�있는�도서관�
주소�다케오초�오아자�다케오�5304�1��Tel��0954�20�0222�
시간�9�00�21�00�연중무휴��  Ｐ �90대�대형�버스�가능�

다케오시도서관･역사자료관
전국의�주목을�모으고�있는�새로운�스타일의�도서관��커피숍이�병설되어�있으며��
독서뿐만�아니라�책과�잡지��잡화도�구매할�수�있다�
주소�다케오초�오아자�다케오�5304�1���Tel��0954�20�0222�
시간�9�00�21�00�연중무휴��  Ｐ �90대�대형�버스�가능�

360° VIEW

360° VIEW

다케오의�파워스폿
유서�깊은�오래된�신사와�수령�3�000년을�자랑하는�
세�그루의�녹나무�등�파워스폿이�흩어져�있다�

보
기･

배
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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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VIEW

다케오온천�로몬･신칸
도쿄역과�일본은행을�담당한�건축가�
�다쓰노�긴고��가�설계했다��전통적인�
일본풍�디자인으로�세세한�부분에서�
새로운�아이디어를�엿볼�수�있다��
다쓰노�긴고가�맡은�몇�안�되는�일본
풍�건축물�중�하나�

주소�다케오초�오아자�다케오�7425��
�Tel��0954�23�2001�다케오온천�주식회사��
시간�9�00�10�00�1회당�20분�정도�
휴일�화요일
요금�성인�400엔�원탕�입욕권�포함�

게이슈엔･요코미술관
차밭과�미후네야마를�배경으로�한�규슈�
제일의�순�일본정원��낮과�밤��사계절마
다�다른�모습을�보여준다�
주소�다케오초�오아자�다케오�4075�3��
�Tel��0954�20�1187�
휴일�수요일�� Ｐ �20대�대형�버스�가능�

*다쓰노�긴고
도쿄역과�일본은행�건축을�
담당한�가라쓰시�출신�건축가

미후네야마�라쿠엔�철쭉계곡

미후네야마�라쿠엔의�단풍�팀랩�신이�사는�숲�

미후네야마�라쿠엔�호텔�로비
�호응하는�램프의�숲과�스파이럴�one�stroke�

로몬�간지�견학회
아침�1시간�한정�공개��관광가이드�해설을�들으며�
견학할�수�있는�프로그램�

다케오온천�로몬�2층�천장의�네�구석
에는�자�쥐���묘�토끼���오�말���유�닭�
이�음각으로�그려져�있고��이는�간지
의�12지�중��동서남북��방향에�해당
한다�
한편��2012년에�복원된�도쿄역�남북
쪽�돔형�천장에는�사�뱀�와�진�용���
해�돼지��등�8간지의�부조가�있다��왜�
8개�뿐인지�오랫동안�의문시되었는
데��로몬에�있는�4개의�간지와�도쿄
역의�8개의�간지를�합하면�12간지가�
완성된다는�것이�밝혀져�화제가�되었
다�

자(쥐) 묘(토끼)

유(닭)오(말)

로몬과�도쿄역의�미스테리어스한�관계란�과연…

미후네야마�라쿠엔
광대한�50만㎡�부지에�계절마다�꽃들이�흐드러지게�피어난다��
봄에는�벚꽃과�철쭉��여름에는�팀랩�teamLab�의�프로젝션��
가을에는�단풍을�즐길�수�있다�
주소�다케오초�오아자�다케오�4100���Tel��0954�23�3131��
 Ｐ �150대�대형�버스�가능�

다케오온천�신칸에는�전국시대의�무
장�도요토미�히데요시가�1592년�임진
왜란�때��전장의�피로를�풀기�위해�다
케오온천에�들른�많은�장병이�볼�수�
있도록��이곳의�입욕�손님에게�폐를�
끼치지�않는다���입욕�요금을�낸다��등
의�입욕�시�마음가짐을�기록한�주인장
�朱印状���온천�규정서�가�남아�있다�

히데요시가�사랑한�명탕�‘다케오온천’

주인장��온천�규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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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오･우레시노�메르헨무라
가족과�종일�신나게�놀�수�있는, 자연에�둘러싸인�숲의�유원지. 
다람쥐와�너구리�등�귀여운�동물들을�보며�힐링할�수�있다.
주소 니시카와노보리초�오아자�진로쿠 20040  
 Tel  0954-28-2835

레저･체험�스폿
아이들에게 대인기!!

사가�현립�우주과학관��유메긴가�
규슈에서�가장�큰�자연과학계�박물관으로�사가의�역사부터�지구상
의�자연현상��우주까지�배울�수�있다��유사�체험으로�달�표면�걷기�
등을�할�수�있다�
주소�다케오초�오아자�나가시마�16351���Tel��0954�20�1666

메릿타�Kid�s�TAKEO
놀이와�스포츠가�융합된�놀이도구�트램펄린�및�클라이밍�월�등�가�갖
춰져�있으며��나이에�맞춰�놀�수�있는�실내�놀이터�시설�
주소�아사히초�오아자�아마구�1331���Tel��0954�23�0175

사가�전통�‘유미노�인형’�색칠�체험

평화의�비둘기�피리�색칠하기
복을�부르는�올빼미�색칠하기
유미노�인형은�하카타�인형사의�손에서�탄생했다��하카타�인형
을�완성하고��그�아름다움에�만족하지�못한�인형사��하라다�가
메지로�가�규슈�각지에서�수행한�후��1882년에�유미노�지구�다
케오시�니시카와노보리초�에서�제작한�흙인형이�시작이라고�
알려져�있다��통통하고��친근하고��소박한�모양과�선명한�색체
가�매력인��유미노�인형���색칠�후�바로�가져갈�수�있다�
주소�다케오초�오아자�쇼와�805��
�Tel��0954�22�4597�다케오온천물산관�
요금�비둘기�피리�1�000엔��올빼미�1�500엔��
시간�40분��
인원수�1�100명�※단체�손님�대환영
사전�예약�필요��※인원이�적으면�당일�예약도�가능

매실�만들기�체험
오너가�키운�난코우메�중에서도�절대�시장에�
유통하지�않는�최고급�매실인��나무에�달린�상
태로�숙성된�난코우메�를�사용하여��매실의�과
실로서의�매력과�맛을�배울�수�있다．
주소� 와카키초�모토베�야마나카�와카키�골프�

클럽�근처�
�Tel�� 0954�26�2044

�즐거운�농가�햐쿠쇼산�
내용�매실잼 ��매실주 ��매실�주스 ��매실�된장
기간�6 월�중순 �7 월�상순 � 문의�필요 �
시간�1 시간 �� 내용에�따라�다름 �
인원수�1 명 ���
요금� 성인�1�500 엔 ��초 ･ 중학생�500 엔

� 별도 ��원재료 + 자재�비용 �
체험�전날까지�예약�

유적마�체험
본격적으로�의상을�갖춰�입고��훈련된�말을�타고�직접�
활을�쏴�보는�체험을�할�수�있다�
주소� 다케오�신사�유적마�신사�마장�다케오�신사�아래�
�Tel��080�2783�4122�다케오�유적마�승마�클럽�
시간�2시간�일요일�10시�12시�한정���
인원수�최소�시행�2명�
요금�10�000엔�1명 �체험�전날까지�예약�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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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오･우레시노�메르헨무라
가족과�종일�신나게�놀�수�있는, 자연에�둘러싸인�숲의�유원지. 
다람쥐와�너구리�등�귀여운�동물들을�보며�힐링할�수�있다.
주소 니시카와노보리초�오아자�진로쿠 20040  
 Tel  0954-28-2835

레저･체험�스폿
아이들에게 대인기!!

사가�현립�우주과학관��유메긴가�
규슈에서�가장�큰�자연과학계�박물관으로�사가의�역사부터�지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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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비둘기�피리�색칠하기
복을�부르는�올빼미�색칠하기
유미노�인형은�하카타�인형사의�손에서�탄생했다��하카타�인형
을�완성하고��그�아름다움에�만족하지�못한�인형사��하라다�가
메지로�가�규슈�각지에서�수행한�후��1882년에�유미노�지구�다
케오시�니시카와노보리초�에서�제작한�흙인형이�시작이라고�
알려져�있다��통통하고��친근하고��소박한�모양과�선명한�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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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954�22�4597�다케오온천물산관�
요금�비둘기�피리�1�000엔��올빼미�1�500엔��
시간�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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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하지�않는�최고급�매실인��나무에�달린�상
태로�숙성된�난코우메�를�사용하여��매실의�과
실로서의�매력과�맛을�배울�수�있다．
주소� 와카키초�모토베�야마나카�와카키�골프�

클럽�근처�
�Tel�� 0954�26�2044

�즐거운�농가�햐쿠쇼산�
내용�매실잼 ��매실주 ��매실�주스 ��매실�된장
기간�6 월�중순 �7 월�상순 � 문의�필요 �
시간�1 시간 �� 내용에�따라�다름 �
인원수�1 명 ���
요금� 성인�1�500 엔 ��초 ･ 중학생�500 엔

� 별도 ��원재료 + 자재�비용 �
체험�전날까지�예약�

유적마�체험
본격적으로�의상을�갖춰�입고��훈련된�말을�타고�직접�
활을�쏴�보는�체험을�할�수�있다�
주소� 다케오�신사�유적마�신사�마장�다케오�신사�아래�
�Tel��080�2783�4122�다케오�유적마�승마�클럽�
시간�2시간�일요일�10시�12시�한정���
인원수�최소�시행�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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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오･우레시노�메르헨무라
가족과�종일�신나게�놀�수�있는, 자연에�둘러싸인�숲의�유원지. 
다람쥐와�너구리�등�귀여운�동물들을�보며�힐링할�수�있다.
주소 니시카와노보리초�오아자�진로쿠 20040  
 Tel  0954-28-2835

보양촌�관광�보트�승선장
다케오온천�보양촌에�있는�이케노우치�호수에서�백조보트�페달�
보트�와�노로�젓는�보트를�탈�수�있다�
주소�다케오초�오아자�나가시마�16355�2��
�Tel��0954�23�2854

다케오�경륜장�공원
대형･유아용�놀이도구와�미니�BMX�코스가�완비되어�있다�
주소�다케오초�오아자�다케오�4439��
�Tel��0954�23�2701�다케오시�경륜사업소�

다케오의�장인�체험
다양한�분야에서�활약하는�다케오의�장인�기술자�과�
체험을�통해�교류하자�

대자연�만끽�체험
등산과�트레킹을�즐겨보자�

도예�체험 반짝반짝�진흙�경단�만들기�체험

염색�체험 사경�체험

요금�・ 도예�체험�1�000 엔 �
� 색칠 ��물레 ��손으로�빚기�등 �

������・염색�체험�2�500 엔 �
������・반짝반짝�진흙�경단�만들기�체험�800 엔
������・사경�체험�1�000 엔 � 기도�요금�포함 �
������・ 자연�체험�성인�1�500 엔 ��

어린이�1�000 엔
� 피자�굽기 ��바움쿠헨�만들기 �

인원수�1�10명�
사전�예약�필요���체험�메뉴마다�다름
문의�0954�23�7766�다케오시�관광협회�

규슈�올레�다케오�코스
한국의� 제주도에서� 시작된� 트레킹� �제주� 올레�의
자매판인� �규슈� 올레��� 그중에서도� 다케오� 코스는�
2012년�3월에�규슈�제1호로�오픈했다���간세�라는�제
주도의� 말을� 모티브로� 한� 오브제�� 파란� 리본과� 빨간�
리본��목제�화살표��색칠된�화살표�등�코스�내에�있는�
표식을�따라�자신의�페이스대로�여유롭게�등산을�즐
길�수�있다�

규슈�올레�공식�HP���http���goo�gl�ydldGq

구로카미잔�등산
다케오시와�아리타초에�걸쳐�있는�표고�
516m의�산���21세기에�남기고�싶은�일
본�풍경�100선�에�선정되었다��등산�코
스가�정비되어�있어�등산�초보자에게�추
천한다��산�정상은�암릉으로�되어�있으
며��360도로�경치를�바라볼�수�있다�

게이코�체험
화장을�하고��의상을�입고��당당하고�아름
다운��게이코�가�되어보자�
남성도�가능�
시간�2시간�인원수�1명�
요금�6�000엔�1명��
체험�3일�전까지예약�
문의� 0954�22�4039

다케오온천예능조합�후지세키� YouTub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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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팬케이크�카페
다케오시어린이도서관점
규슈산�보리��잡곡을�100%�사용하는�팬케이크�전문점�
주소�다케초�오아자�다케오�5304�1��
�Tel��0954�23�0644��휴일�연말연시

Beee＋마르셰&카페
제철�채소와�과일을�활용하여�몸과�마음을�촉촉하
게�해주는�메뉴를�제공한다�
주소�히가시카와노보리초�오아자�나가노�6704�3��
�Tel��0954�33�8025��휴일�부정기�휴일

다케오온천물산관�
과자공방�queue�쿠우�
고수를�좋아하는�사람이라면�한입에�반할��다케
오산�고수�에구치�농원�를�사용한�새로운�디저트�
주소�다케오초�오아자�쇼와�805���Tel��0954�22�4597

디저트

TOP 3!!다케오의 인기 먹거리

�구루구루�고수�소프트��

�돈가스�덮밥 � �

먹
기 ‘다케오･기타가타�짬뽕�거리’

일찍이 ‘탄광’으로� 번성했던� 다케오� 기타가타� 지역. 
보양도�되면서�양도�많은 ‘짬뽕’은�메이지~쇼와�시대에 
걸쳐�일하는�남자들에게�사랑받았다. 그�맛이�이어져 
내려와, 지금은�다케오의�소울�푸드가�되었다. 국도 34
호선을�따라�짬뽕�가게가�늘어서�있는�길을 ‘다케오･기
타가타�짬뽕�거리’라고�부른다.

이데�짬뽕�본점
그릇�밖으로�넘칠�듯이�가득�담은�채소와�특제�돈코쓰�육수가�절묘하게�
어울린다��건강에�좋아�여성에게도�인기가�있다�
주소�기타가타초�오아자�시쿠�1928��
�Tel��0954�36�2047��휴일�수요일��연말연시

드라이브인�가미야
몇� 년이나� 보충해온� 비전� 간장�
소스가�맛의�비밀��
부드러운�계란을�돈가스가�보이지�
않을�정도로�가득�올려준다�
주소�기타가타초�오아자�시쿠�96�6
�Tel��0954�36�2915��
휴일�일요일

다케오온천역�카페�가이로도
규슈역�도시락�그랑프리�3연승을�달성한�사가규�도시락�
시리즈��A5�등급�사가규의�맛을�만끽할�수�있다�
주소�다케초�오아자�도미오카�8249�4��
�Tel��0954�22�2767��휴일�연말연시

TKB�AWARDS
현지�유명�정육점��니쿠노�나카무라야�의�한�구석에서�시작한�
다케오의� 현지� 버거�� 가게� 안에서� 먹을� 수도� 있고� 포장도�
가능하다�
주소�다케초�오아자�도미오카�7811�5��
�Tel��080�3958�3411��휴일��월요일

교자카이칸
다케오의�소울�푸드�중�하나��피가�두껍고�속재료가�가득�
들어�있는�만두��모시모시라멘과�세트로�먹으면�더욱�좋다�
주소�다케초�오아자�도미오카�12397�1��
�Tel��0954�22�3472��휴일�목요일

�팬케이크�� �스위츠�파르페��

다케오의 인기 먹거리

�사가규�극상�갈비구이�도시락�� �다케오�버거�� �화이트�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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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오온천물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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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

TOP 3!!다케오의 인기 먹거리

�구루구루�고수�소프트��

�돈가스�덮밥 � �

먹
기 ‘다케오･기타가타�짬뽕�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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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오의 인기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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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채소요리�고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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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오･기타가타�짬뽕�거리’

�하나렌�가이세키�코스��
�지역생산�지역소비�

채소요리��

武雄パンフ_韓国語_修正.indd   9 2019/09/17   19:02



9　

농사조합법인�다케오소다치�레몬그라스 
해피팜즈
주소�야마우치초�오아자도노미 9583-3   Tel  0954-45-5777

‘레몬그라스�티’ 

모두� 엄선한� 국산� 원료를� 사용하며, 첨가물을� 넣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소플라본을�비롯하여�철분, 식물�섬유�등�여성에게�필요한�성분이�가득�담겨�있다.

미야모토쿠니제과
주소�다케오초�오아자다케오 7774-8  Tel  0954-22-2445

완전� 무농약, 무화학비료로� 재배한� 수세미로 
만든�천연�수세미�화장수.

헤치마야군세이샤 
주소 다케우치초�오아자마테노 27485
 Tel  050-3432-9567

멧돼지의� 지방을� 짜내고� 레몬그
라스�추출액과�섞어�가공한�보습 
크림.

다케오지역조수가공식
육센터 ‘야만쿠지라’ 
주소� 야마우치초�오아자도노미 

9257-2
 Tel  0954-45-2700

다케오온천물산관
주소�다케오초�오아자쇼와 805  
 Tel  0954-22-4597  휴일  연중무휴

휴게소�야마우치 ‘구로카미노사토’
주소 야마우치초�오아자미마사카카부토 14697-2
 Tel  0954-45-6009  휴일�연말연시

다케오의�선물가게

다케오의�피부�관리�상품

SOY 좋 은 데 ! 사 가
현� 특산� 대두 ‘후쿠
유타카’
를�사용한
상품

‘보탄유’ 

‘천연�헤치마스이’ 

아침에� 갓� 따온� 신선한 
채소와�갓�구운�빵, 온천
달걀, 잡화� 등� 다케오의 
명물이� 전부� 모여� 있다. 
현지의�가게�상인들과�이
야기꽃을�피우는�것도�재
미�중�하나.

일요일 아침엔 

로몬으로 가자 !

로몬�아침�시장
주소�다케오�온천�거리  
시간�매주�일요일 7:30~9:30

‘흑미�시리즈’ 
다케오시�야마우치초산�흑미
를�넣어�만든 ‘흑미�우동’. 흑미 
특유의�쫀득한�느낌과�우동의 
탱탱한�식감이�절묘하다.

커피숍�기조
주소� 다 케 초 � 오 아 자 다 케 오 

7353
 Tel  0954-22-2662

주문 가능!

쇼
핑

‘다케오야키’

‘레몬그라스’
중산간부의�경작포기지와�유휴농지를�이용하여 
재배를�시작한�레몬그라스. 농약�및�화학비료를 
일절�사용하지�않는�재배�방법을�고수하며, 친인
간적･친환경적으로�생산하고�있다.

400년�이상의�역사를�품은�다케오�도자기. 전통
기법을�계승한�작품부터�현대적�작품까지, 다양
한�도자기�공방이�약 90채�존재한다. 흙의�맛을 
살린�갈색�계통의 ‘도기’와�하얗게�빛나는 ‘자기’
가�있으며, 개성�넘치는�작품을�만들어, 가을이
면�각�공방에서 ‘도자기�축제’를�개최한다.

‘SOY美EAN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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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케 오 온 천 ’

명칭 TEL 객실�
수

수용�
인원

요금
1박�2식�포함

�모두�소비세�별도�

��❶미후네야마�라쿠엔�호텔 0954
23�3131 36 132 10�370엔�

��❷온야도�지쿠린테이 0954
23�0210 11 46 41�750엔�

��❸ 다케오온천�다이쇼로망노
야도��교토야

0954
23�2171 35 120 12�000엔�

��❹나카마스 0954
22�3118 28 120 10�000엔�

��❺다케오�센추리�호텔 0954
22�2200 48 114 12�000엔�

��❻호텔�슌케이야 0954
22�2101 24 126 12�000엔�

��❼와카마쓰야�일본전통여관 0954
22�3101 13 30 10�000엔�

��❽가이세키야도�오기야 0954
22�3188 7 30 18�000엔�

��❾유모토소�도요칸 0954
22�2191 24 70 15�000엔�

��10일본전통여관�시라사기소 0954
22�2240 10 40 6�000엔�

��11명탕�다케오온천�로몬테이 0954
23�2111 16 45 4�028엔�

�숙박만�

��12퍼스널�호텔�YOU 0954
23�2007 37 46 5�260엔�

�조식�포함�

��13아부라야 0954
23�2504 7 12 5�500엔�

��14 센트럴�호텔
다케오온천역�앞

0954
20�1234 173 245 5�880엔�

�조식�무료�

��15다케오온천�하이쓰 0954
23�8151 29 142 9�000엔�

��16 다케오온천�모리노�
리조트�호텔

0954
23�4477 44 130 10�500엔�

��17항만보양소�미나토소 0954
23�6138 7 33 6�630엔�

��18다케오온천�유스호스텔 0954
22�2490 14 80

3�750엔�일반�
3�150엔�회원�

�조식�무료�

��19펜션�피크닉 0954
20�0044 7 30 7�600엔�

��20나나이로노유 0954
36�5926 12 45 9�800엔�

��21다케오온천�가제노모리 0954
20�6060 11 22 25�000엔�

개인탕

…당일�온천욕(당일치기) 가능

개인탕당일치기

…개인탕(가족탕) 있음개인탕

호텔�슌케이야

나카마스

기타가타온천�시키노사토�나나이로노유

가이세키야도�오기야

숙박시설�및�온천 ( 당일�온천욕 , 개인탕 ) 안내

약 1,300년�전에�쓰인 ‘히젠풍토기(肥前風土記)’에�등장하는�다케
오온천. 약알칼리성�단순천�탕으로�보습성이�뛰어나며, 아름다운�피
부를�만드는�천질 ‘미인의�탕’으로�지금도�많은�사람의�사랑을�받고 
있다. 현재�사용되고�있는�공동욕탕의�목조�건물�중�일본에서�가장 
오래된 ‘원탕(元湯), 다케오�영주의�전용�욕실이었으며, 전부�대리석
으로�이루어진�개인탕 ‘도노사마유’를�비롯하여, 당일치기�온천을�즐
길�수�있는�일본전통여관과�호텔이�여기저기�흩어져�있다.

원탕

개인탕당일치기

개인탕당일치기

개인탕당일치기

개인탕당일치기

당일치기

당일치기

당일치기

당일치기

당일치기

당일치기

당일치기

온
천･

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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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여

◎다케오�관광�시�이용해�주세요� 렌터카
�타임스�카�렌털�다케오온천역앞�
�Tel��0954�23�8388
�토요타�렌터카�다케오온천역앞��
�Tel��0954�23�0100

�역�렌터카�규슈��
�다케오온천역�렌터카�영업소��
�Tel��0954�23�2009��
�100엔�렌터카�다케오�히가시카와노보리점��
�Tel��0954�22�2911

택시
�다케오�택시����Tel��0954�23�1111 �온천�택시����Tel��0954�23�6161

�요금���500 엔 � 일
� 여�시�보증료로�1�000 엔이�청구되며 ��
자전거�반납�시�반환해�드립니다 �

�대여�장소��
다케오시�관광안내소 �JR�다케오온천역�내 ��등

※게재된�정보는�2019년�4월�현재�기준입니다���
※2019년도�후생노동성�위탁�사업��실천형�지역고용�창조사업�으로�제작�

전동�어시스트
자전거로�편하게�

관광�

비행기�이용�시

약�1시간�55분 버스�+

버스�+

특급�사세보선��약1�시간

자동차�약�1시간�일반도로�����※리무진�택시�있음�예약�필요�

지하철�+���������특급�사세보선��약�1시간�20분

자동차�고속도로�이용��약�1시간

자동차�고속도로�이용��약�1시간

버스�약�1시간�30분

약�2시간�30분

약�1시간�50분

약�1시간�10분

약�1시간�50분

약�1시간�15분

다
케
오
온
천
역

사가
공항

후쿠오카
공항

나가사키
공항

도쿄��하네다�

도쿄��하네다�

도쿄��하네다�

지바��나리타�

오사카��이타미�

오사카��이타미�

일본 취항 도시

대만

대한민국

싱가포르

중국

필리핀 제도태국

홍콩

방콕

마닐라

타이페이

가오슝

상하이

서울

베이징

제주도
부산

대구
하네다

삿포로

나리타 ● 뉴욕
● 로스 앤젤레스
● 시드니
● 런던

간사이후쿠오카
사가

아리아케해

하카타

가라쓰

하우스텐보스

202

498

263

207

207

34

34

3

3

444

442

444

사가공항

나가사키공항

후쿠오카공항

이마리

사가

다케오온천
히젠야마구치

히젠카시마
사세보

아리타

하이키

다라

신토스

오무라

나가사키

이사하야

구루메

도스

후쿠오카 IC

다케오 
기타가타 IC

다케오 미나미 IC
우레시노 IC

우레시노온천
(가칭)
우레시노온천
(가칭)

※2022년, 
규슈신칸센 
니시큐슈 루트 
(나가사키-
다케오온천 사이) 

개통 예정

신오무라(가칭)신오무라(가칭)신오무라(가칭)

이사하야 IC

도스 JCT도스 JCT

다케오시다케오시

고속도로

JR

신칸센

신칸센(건설 중)

가고시마 방면

오이타 방면

액세스

일반재단법인�다케오시관광협회
사가현�다케오시�다케오초�오아자쇼와�805번지
TEL�0954�23�7766

다케오시청�영업부�상공관광과
사가현�다케오시�다케오초�오아자쇼와�12번지�10
TEL�0954�23�9237�

◎다케오�관광에�관한�정보�보기
http���www�takeo�kk�net�

다케오시관광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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