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노자키지마는 거의 무인도 상태의 섬입니다. 내항 하실 때는
안전 관리상, 사전에 《오지카 아이랜드 투어리즘》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구 노쿠비 성당은 방범상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내부 관람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오지카 아일랜드
투어리즘》으로 연락 주십시오.

《おぢかアイランドツーリズム：오지카 아이랜드 투어리즘》
〒857-4701 나가사키현 기타마쓰우라군 오지카초

후에후키고 2791-13 오지카항 터미널 내
TEL：0959-56-2646 （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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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速船 シークイーン：고속선 시퀸
・소요시간 : 약 1시간25분～45분
・요금：5,100엔（편도）
・1일 2편
・규슈상선：095-822-9153

■フェリー太古：페리 타이코
･소요시간：약 5시간
・요금：3,920엔 （편도）
･1일 1편 (가는편 야간운행)
・노모상선 0570-01-0510

도보

・도보 약 10분
・도보약7분

佐世保港：사세보 항 （鯨瀬ターミナル：구지라세 터미널）

小値賀港：오지카 항 博多港：하카타 항페리

有川港：아리카와 항

笛吹港：
후에후키 항

・약 5분

野崎港：노자키 항
（노자키지마 섬 )

野崎島の野首・舟森集落跡【旧野首教会】：
노자키지마 섬의 노쿠비・후나모리 취락터(구 노쿠비 성당)

주소 : 長崎県北松浦郡小値賀町野崎郷 나가사키현 기타마쓰우라군 오지카초 노자키고

도보

・약 20분 ※ 버스・택시 없음

최단 소요시간：약 6시간

최단 소요시간：약 2시간25분

페리

博多駅：하카타역（ＪＲ）

하카타 버스 터미널

「長崎駅前：나가사키 에키마에」버스정류장長崎駅：나가사키역（ＪＲ）

佐世保駅：사세보역（ＪＲ）

최단 소요시간：약 4시간최단 소요시간：약 4시간20분

特急みどり：특급 미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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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佐世保駅前：사세보 에키마에」
버스정류장

長崎空港
나가사키 공항

고속버스

고속버스

福岡空港
후쿠오카 공항

오지카섬

오지카 항 노자키 항

노자키지마 섬

배

배

구 노쿠비 성당

〔관광문의처〕
오지카아이랜드투어리즘 TEL：0959-56-2646

※「노쿠비항 」은
배로 발착

■町営船:정영선 「はまゆう:하마유」
・소요시간：약 35분
・요 금：520엔（편도）
・ 1일 2편
※ 시기에 따라 운휴일이 변동됩니다. 또, 기상
등에 의한 시간 변경, 결항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오지카초 산업진흥과：0959-56-3111

■高速船 シークイーン (고속선 시퀸)
・소요시간：약 35분
・요금：1,790엔（편도）
・1일 1편
・규슈상선：095-822-9153

■フェリーなるしお：페리 나루시오
・소요시간：약 2시간40분～3시간20분
・요금：3,040엔（2등석, 편도）
・1일 2편
・규슈상선：0956-22-6161

■快速シーサイドライナー
쾌속 시 사이드 라이너

・소요시간：약 1시간50분
・요금 : 1,680엔(편도) 
・매 시각１편 운행
・문의처: JR큐슈 095-82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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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니시테쓰「하카타역・덴진」행
・소요시간 : 약 15분 ・요금 : 700엔
・고객센터 : 0570-00-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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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쿠비 항

〔 2019년 10월 현재 〕

■フェリー太古：페리 타이코
･소요시간：약 50분
・요금：960엔 （편도）
･1일 1편 (가는편 야간운행)
・野母商船 : 노모상선 0570-01-0510

青方港 : 아오카타항

훼리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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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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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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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