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약 30분
※ 버스・택시 없음

〔투어(관광) 문의처〕
・가이드포함택시관광
西海ﾊﾟｰﾙｼｰﾘｿﾞｰﾄ：사이카이펄시리조트 TEL：0956-28-4187

・사적가이드黒島史跡保存会：구로시마사적보존회 TEL：0956-56-2765
・佐世保市役所黒島支所：사세보시청구로시마지소 TEL：0956-56-2001

博多駅：하카타역（ＪＲ）

博多バスターミナル：
하카타버스터미널

「長崎駅前：나가사키에키마에(역앞)」버스정류장長崎駅：나가사키역（ＪＲ）

佐世保駅：사세보역（ＪＲ）

최단소요시간：약 3시간15분최단소요시간：약 3시간45분

特急みどり：특급미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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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浦駅：아이노우라역
(松浦鉄道：마쓰우라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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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浦港：아이노우라항（사세보시영아이노우라산바시대합소）

・약 30분

相浦桟橋前駐車場
아이노우라산바시앞주차장

・약 5분

（P：15대, 
700엔/1일）

「佐世保駅前：사세보에키마에」버스정류장

西肥バス：사이히버스

「相浦桟橋：아이노우라산바시」버스정류장(종점)

黒島天主堂 구로시마천주당
주소：長崎県佐世保市黒島町3333：나가사키현 사세보시 구로시마초 3333

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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黒島港：구로시마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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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崎空港
나가사키공항

택시고속버스

고속버스

福岡空港
후쿠오카공항

■高速船 じゅうふく：고속선 주후쿠
（高島：다카시마 행）

・다카시마까지의 소요시간 : 약 15분
・요금 : 550엔（편도） ・정원 : 12명
・1일 4편 왕복（아이노우라-다카시마）
* 구로시마까지 대절 가능（약 20분）

상담필요 ： 090-1921-1723

海上タクシー：
가이조택시(해상택시)

※구로시마에는 공공교통기관・택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이드투어(차량 포함)나
렌탈자전거(전동, 300엔/1시간)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주의！【자동차 승선에 대해】
・「뉴 페리 구로시마」에 자동차
승선은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많은
관계로 미리 예약을 해주십시오.
・자동차 승선을 하지 않고, 사람만
승선하는 경우는 예약이 필요없습니다.

승선 1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
예약처: 0956-56-2516

■ 黒島旅客船: 구로시마 여객선（フェリーくろしま: 페리 구로시마）
・소요시간 ： 약 50분～1시간

(전편 다카시마 경유. 다카시마항까지는 아이노우라항에서 약 20분)
・요금 ： 730엔（편도） 1,390엔（왕복）
・1일 3편 운항（성수기는 1일 4편）
※제2, 4 월요일은 위험물 전용선 운항 (승선제한있음)
・구로시마 여객선 본사（구로시마）：0956-56-2516

■ 마쓰우라 철도
・소요시간 ： 약 30분
・요금 ： 440엔（편도）
・약 30분에 1편 운행
・松浦鉄道：마쓰우라 철도

0956-25-3900

■사이히버스 양편 모두
「相浦：아이노우라 산바시」행 승차
・소요시간 ： 약 30～40분
・요금 ： 440엔
・약 30～40분에 1편 운행
*「아이노우라 항」은「아이노우라 산바시」

버스정류장 바로 옆

・西肥バス：사이히버스 0956-23-2121

《ＪＲ》特急みどり：특급 미도리
・소요시간 ： 약 1시간50분～2시간
・요금：3,950엔（편도）
・ＪＲ큐슈 예약센터：050-3786-3489

《버스》・소요시간 ： 약 2시간10～30분
・요금 ： 2,310엔（편도）
・니시테쓰 고속버스예약센터 092-734-2727
・사이히 고속버스 예약센터 0956-25-8900

《지하철》 시영 지하철 공항선
・소요시간 ：약 6분 ・요금 ： 260엔
・문의처 ： 092-734-7800

《버스》니시테쓰「하카타역・덴진」행
・소요시간 ： 약 15분 ・요금 ： 270엔
・문의처 ： 0570-00-1010

《고속버스》
사세보행 고속버스
・소요시간：약 1시간30분
・요금 ： 1,400엔（편도）
・사이히버스 예약센터 0956-25-8900

■快速（シーサイドライナー） ：
쾌속（시 사이드 라이너）

・소요시간 ： 약 1시간50분
・요금：1,680엔（편도）
・매시 １편 운행
・문의처:ＪＲ큐슈 095-822-0063

■사세보행 고속버스 ・1일 다수 운행
・소요시간 ： 약 1시간25분(최단구간)
・요금 ： 1,550엔（편도）
・나가사키 현영버스 095-826-6221
・사이히버스 0956-23-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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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키리시탄 관련유산」 문의처〕 인포메이션 센터 ℡：095-823-7650 〔나가사키 순례 문의처〕 나가사키 순례센터 ℡：095-893-8763

〔 2019년 10월 현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