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코버스

天草の﨑津集落（﨑津教会）
아마쿠사의 사키쓰 취락（사키쓰 성당）

「教会入口：쿄카이 이리구치」버스정류장

「茂木港：모기항」 버스정류장

長崎駅： 나가사키역（ＪＲ・버스）

시
마
테
쓰

･약 13분

「一町田中央：잇초다추오」 버스정류장＜환승＞

天草・本渡バスセンター：아마쿠사 혼도 버스센터

・약 35분 ・약 20분

熊本駅：구마모토역（ＪＲ・버스）
※ 오사카 국제공항에서 구마모토행 환승편도 있음

天草エアライン：
아마쿠사 에어라인 0969-34-1515

최단소요시간：약 3시간30분（모기항 경유） 최단소요시간：약 3시간50분（아마쿠사호 이용시）

「도미오카항」버스정류장

주소：熊本県天草市河浦町﨑津574：구마모토현 아마쿠사시 가와우라마치 사키쓰574

「시마바라역 앞」버스정류장

島原駅：시마바라역
（시마테쓰) 

「이사하야역 앞」버스정류장

諫早駅：이사하야역（ＪＲ） → 
島原鉄道：시마바라철도 ＜환승＞

최단소요시간：약 4시간20분（구치노쓰항 경유）

富岡港：도미오카 항
（아마쿠사군 레이호쿠초）

天草空港：아마쿠사 공항

「오니이케 항」버스정류장

口之津港（南島原市）：
구치노쓰항」 버스정류장（미나미 시마바라시）

福岡空港
후쿠오카 공항

熊本空港
구마모토 공항Ｊ

ＲＪ
Ｒ

■「島原外港：시마바라
외항」행 승차

･소요시간：약 50분(급행)
･요금：1,460엔
･시마바라철도 0957-62-2232

■ 훼리
・소요시간：약 30분
・요금：380엔 ・1일 15편 운항

（토,일,공휴일 2척증편）
・시마테쓰 훼리

구치노쓰터미널 0957-86-2165
오니이케터미널 0969-32-1727

페리

鬼池港（天草市）：
오니이케 항（아마쿠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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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津佐海水浴場前：가즈사
해수욕장앞」행 승차

・소요시간：약 1시간20분
・요금：1,250엔
・시마테쓰버스 0957-62-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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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交：산코 버스

산코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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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茂木：모기」행 승차
・소요시간：약 30분
・요금：300엔
・나가사키버스 095-826-1112

■ 고속선
苓北観光汽船 레이호쿠관광기선
・소요시간：약 45분
・요금：2,030엔（편도）
・1일 4편 운항
・문의: 095-836-2613

五橋入口
고쿄 이리구지

三角駅
미스미역
（ＪＲ）

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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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町田中央：잇초다추오」
「牛深市民病院：우시부카 시민뵤잉」행 승차

・소요시간：약 1시간
・요금：1,010엔
・대략 1시간에 1편 운행

■「下田温泉：시모다온센」

「春光苑：슌코엔」행 승차
・소요시간：약 20분
・요금：410엔

・대략 1일 6편 운행

도보 ・약 1분

비행기 비행기

산코 버스

〔관광문의처〕
아마쿠사다카라지마관광협회
TEL：0969-22-2243

■「本渡：혼도」행 승차
・소요시간：약 30분
・요금：550엔
・대략 1시간에 1편 운행
・산코버스 0969-22-5238

■「本渡：혼도」행 승차
・소요시간：약 1시간
・요금：960엔
・대략 1시간에 1편 운행
・산코버스0969-22-5238

■「口之津・大屋」行き：
구치노쓰・:오야」행 승차
・소요시간：약 1시간40분
・요금：1,700엔
・대략 1시간에 1편 운행
・시마테쓰 버스 0957-22-9487

■아마쿠사 공항～혼도 버스센터
・소요시간：약 14분
・요금：350엔
・1일 4편 운행

■「あまくさ号：아마쿠사 호」
・소요시간：약 2시간20분（쾌속）

약 2시간6분（초쾌속）
・요금：2,280엔（편도）
・대략 1시간에 1편 운행
・문의처(혼도버스센터) 0969-22-5234

※ 나가사키 공항에서
버스있음

・소요시간：약 30분
・요 금：640엔 (편도)
・현영버스 0957-22-1374
・시마테쓰 버스

0957-22-9487

■아마쿠사 미스미 선「미스미」행 승차
・소요시간：약 50분 ・요금：760엔
・약 1시간에 １편 운행
・ＪＲ큐슈 096-352-0212

산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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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이사하야》
・소요시간：약20분(특급) / 약30분(쾌속)
・요금：780엔（자유석 특급）/ 480엔（쾌속）
・1일 다수 운행 ・ＪＲ큐슈: 095-822-0063

【이 지도는 교통편 참고도입니다. 요금,  시각표 등 정확한 정보는 각 교통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사키쓰 성당 관련」 문의처〕 규슈산코 투어리즘 ℡：096-300-5535

〔 2019년 10월 현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