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란

워킹코스로 알려지고부터는 특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올레의 매력은 해안 이나 민가, 산 등의 자연을

JR

가메노이 버스
My 벳푸 Free
(자유 승차권)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고속버스

시다카코 호반 도•리이

제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친숙한 말이지만,

특급 소닉

벳푸 역

• 후쿠오카 공항 •
하카타 항 덴•진

골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JR

하카타 역

하카타 항

방언으로 [거리에서 집으로 통하는 좁은

후쿠오카 공항

올레는 한국 제주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제주도

규슈 올레
벳푸 코스

〈오이타현 벳푸시〉

가까이 느끼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천천히 코스를
도리이

공항 리무진 버스

•

시다카코 호반 •

가메노이 버스
My벳푸 Free(자유 승차권)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대

○주의사항
☎（0977）22−2111
☎（0977）66−1131
☎（0977）21−2001
☎（0977）23−5111
☎（0977）23−2221

◆
◆
◆
◆

☎（0977）21−2001
☎（0977）22−3351
☎（0977）23−5331
☎（0977）21−4155
푸

○연락처
(일반사단법인)규슈관광추진기구

☎（092）751-2943
(공익사단법인)투어리즘오이타

☎（0977）26-6250
벳푸 코스 보행상의 주의사항

벳

푸

락
와 달밤의 가

벳

규슈올래의 매너

◆
◆
◆
◆
◆

나무

시

관

광

과

코쿠라히가시
후쿠오카
다자이후
사가야마토

오이타공항
시다
우사
부젠
히타 하야미

벳부

토스
JCT

☎（0977）21-1128

쿠스
고코노에 유후인

(일반사단법인)벳푸시관광협회

☎（0977）24-2828
시다 카코

쿠마모토
나가사키
야츠시로

관리사 무소

히토요시

☎（0977）25-3601

사이키
가마에
노베오카
휴가

사이토

에비노

JR 벳푸 역 종합 관광안내소

☎（0977）24-2838

오이타

카고시마

미야자키
미야코노죠

(상시 영어 대응, 일부 한국어 대응 가능)

☎（0977）21-6220
beppuftio@gmail.com

규슈 올레 벳푸 코스
http://www.city.beppu.oita.jp/

아

온천, 문화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트레일입니다.

JR

벳푸 역

규슈 올레길은 [제주올레]의 자매판. 규슈의 자연과

벳푸 기타하마

오이타 공항

즐기는데 있습니다.

크

리스

마스 불꽃놀이

판

타

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벳푸 의 자연을 체감하자
코스. 도중에 히가시야마 지구의 산 능선에서 절경을
감상하면서 산길을 따라 명승 ʻ유후가와 협곡ʼ 원류의
물소리를 느끼고 , 꽃창포의 명소인 ʻ 가구라메코 ʼ 호수를
지나, 마지막에는 아소쿠주 국립공원의 대표 경승지의
하나인 ʻ시다카코ʼ 호수로 돌아옵니다. 코스를 유람한 후에는
도착 지점인 시타카고 야영장에서 바비큐를 즐기거나 부근의
온천시설에서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아타고 신사로 향하는
도중에 1844년(에도시대)부터
모시고 있는 지장보살과 ‘동양의
티롤’로 불리며 오이타현의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유휴가와
협곡 원류의 물소리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타고 신사에서는 수령
500년으로 알려진 참뱃길의 삼나무
거목이 도리이와 함께 여러분을 맞아 줍니다. 아울러, 인근의 에다고
공민관에서 휴식을 취하며 계절마다 달라지는 전원 풍경을 즐겨 보십시오.

가구라메코

코스안내 (포인트)
스타트

피니쉬

(약 50분)

(약 30분)

(약 40분)

(약 40분)

(약 40분)

（2.7㎞）

（1.6㎞）

（2.1㎞）

（2.3㎞）

（2.3㎞）

가구라메코는 꽃창포로 유명한
호수이며 둘레 약 1km로, 6월 초순~7
월 초순의 기간에는 80종 1만 5천
그루(최대 30만 그루)의 화려한
창포꽃이 피고, 화려한 모습과 주위의
자연들과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절경은 놓치면 후회합니다. 또
관 상 기간 중 에는 야 외 다 도 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꽃창포
관상회도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로 활기에 넘칩니다. 또 가구라메코라는
이름의 유래는 헤이안시대 이 호수 부근에 쓰루미다케 신사의 가무를
담당하는 여자가 살았다는 전설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다카코

코스 볼거리

전망대

히가시야마 지역의 숲을 지난
능 선에 자리한 전망대에서는 일본
제일의 용출량을 자랑하는 벳푸
온천의 발원지인 쓰루미다케 산(해발
1,375m)과 분고 후지로 불리는
유후다케 산(해발 1,584m) 등의 절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쓰루미다케는
봄의 벚꽃, 초여름의 산진달래, 가을의
단풍, 겨울의 무빙 등 계절마다 모습을
바꾸며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시다카코는 아소쿠주 국립공원의
동부에 위치한 산상 호수로, 벳푸를
대 표 하 는 관 광 지 중 하 나 입니다 .
호수에는 백조와 잉어가 살고 있고,
주변은 야영장으로서 시즌에는
현내외로부터 많은 야영객들이
찾아오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휴식
장소로서 단체나 가족 동반으로 활기에
넘칩니다.
또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야영,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의 명소로서
사계절의 호수와 산과 숲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서 많은 사진 애호가들도
찾아옵니다.

（美湯の宿
http://ryoutiku.com/

両築別邸）

TEL（0977）26‑0022 FAX（0977）26‑5757

（別府亀の井ホテル）
http://www.kamenoi.com/ TEL（0977）22‑3301 FAX（0977）21‑1232

（花菱ホテル）
http://www.beppu-hanabishi.co.jp/ TEL（0977）22‑1211 FAX（0977）21‑2664

（別府ホテル清風）
http://beppu-seifu.jp/

TEL（0977）24‑3939 FAX（0977）25‑5831

（天空湯房

清海荘）

http://www.seikaiso.com/ TEL（0977）22‑0275 FAX（0977）23‑4885

（ホテルニューツルタ）
http://www.newtsuruta.com/ TEL（0977）22‑1110 FAX（0977）21‑1019

（別府富士観ホテル）
http://www.fujikan-hotel.com/ TEL（0977）23‑6111 FAX（0977）21‑6997

（ホテル風月HAMMOND）
http://www.fugetsu-hammond.jp/ TEL（0977）66‑4141 FAX（0977）66‑1232

（ホテルサンバリーアネックス）
http://www.hotelsunvalley.com/ TEL（0977）26‑6555 FAX（0977）26‑5530

（べっぷ野上本館）
http://www008.upp.so-net.ne.jp/yuke-c/korean.html
TEL（0977）22‑1334 FAX（0977）22‑1336

◆◆◆◆◆

◆◆◆◆◆

벳푸시 오아자 벳푸 아자 시다카 4380번지 1
ＴＥＬ
（0977）
２５‑３６０１
◎카레라이스 ・・・・・・・・・・・・・・・・・・４５０엔
쇠고기 덮밥・・・・・・・・・・・・・・・・・・５００엔
야키소바 ・・・・・・・・・・・・・・・・・・・・４００엔
고기말이 주먹밥 ・・・・・・・・・・・・・３５０엔
◎소프트 아이스크림(바닐라) ・・・・３００엔
(계절의 맛)・・３５０엔

▼
▼
▼

해발 600m 에 위치하며 , 둘레 2km 의 숲으로 둘러싸인
산상 호수인 ʻ시다카코ʼ를 출발 및 도착 지점으로 하는 유람

에도시대부터 전국에 ‘벳푸 죽세공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이타현을
대표하는 특산품의 하나로, 예술 작품부터
일용품까지 그 용도가 폭넓어 벳푸 선물의
인기 품목 중 하나로 꼽힌다.

아타고 신사, 에다고 공민관

※코스 도중에는 레스토랑이 없습니다. 10
명 이상 단체의 경우, 사전 예약을 하면
지역산 식재료를 사용한 도시락[녹차
서비스 포함](600엔∼/시다카 휴게소
또는 에다고 공민관에서 전달 가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예약•문의처
(주)히가시야마팔레트(상무 사토 히데코)
TEL：090‑5020‑7316

시다카코 레스트 하우스(출발, 도착 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