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쿠다리 뱃놀이, 하선 후 안내
오늘 야나가와 관광개발㈜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뱃놀이는 관광지까지 편도로 운행됩니다.
하선 후 돌아오시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１:노선 버스 이용

Ohana / Mar.2018

＊뒷면에 지도가 있으므로,
ㅤ각 장소와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성인 210엔

쇼게츠 승선장, 니시테츠 야나가와 역까지 약 15분

＊차로 오시는 분：오하나마에 버스 정류장 → 미하시라진쟈마에
＊니시테츠 전철로 오시는 분：오하나마에 버스 정류장 → 니시테츠 야나가와 역
노선 버스 시간표(니시테츠 야나가와행)
11:11
12:11
13:41
14:41 15:41 16:13 16:41 17:31 18:03 19:01 20:01
평일
10:31 11:3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0:11 11:11 11:43

２: 택시 이용

12:45 13:45 14:23

15:01 16:01 16:36 17:31 18:11 19:11 20:11

13:01 13:41 14:41 15:41 16:11

요금:1대/약 1,200엔

17:31 18:11 19:11 20:11

쇼게츠 승선장, 니시테츠 야나가와 역까지 약 10분

＊오하나 정문 앞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ㅤ택시가 없는 경우, 야나가와 니시테츠 택시: 0120-720-140로 전화 주십시오.

３:무료 셔틀 버스 이용

쇼게츠 승선장 경유, 니시테츠 야나가와 역까지 약 15분

쇼게츠 승선장, 니시테츠 야나가와 역까지 무료 셔틀 버스가 운행됩니다.
무료 셔틀 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교통 상황이나 고객님이 많으신 경우, 주말과 공휴일 등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전후를 포함하여 증편합니다.
운행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바쁘신 고객님은 노선 버스나 택시 이용을 권장합니다.
1일 6회 운행합니다. ㅤ①12:00경 ②13:00경 ③14:00경 ④15:00경 ⑤16:00경 ⑥17:00경
＊니스테츠 전철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니시테츠 야나가와 역에서 출발하는 특급 전차
ㅤ후쿠오카 텐진행: 매시간 6분, 36분 출발 오무타행: 매시간 20분, 50분 출발

하선장 주변 지도

뱃놀이는 관광지까지 편도로 운행됩니다.
하선 후 돌아오시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타하라하쿠슈 생가 기념관
（오하나 하선장에서 도보로 8분）
이나리마치

하쿠슈 생가 입구

관광안내소

３:무료 셔틀 버스 승강장
오하나 하선장에서
도보로 5분

민속찻집 롯큐

우체국

1일 6회 운행합니다.
①12:00경 ②13:00경 ③14:00경
④15:00경 ⑤16:00경 ⑥17:00경

와카마츠야

온도마치

３:무료 셔틀 버스 승강장
ㅤ오하나 하선장에서 도보로 5분
ㅤ무료 셔틀 버스 이용
ㅤ＊1일 6회 운행합니다.

모토요시야
ㅤㅤ오키노하타

타치바나가 사료관
산 책로

타이케츠칸
레스토랑
서양관

２:택시 ㅤ
ㅤ승강장

１:노선 버스
ㅤㅤㅤㅤ승강장
오하나마에
ㅤㅤ버스정류장

무료 셔틀 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교통 상황이나 고객님이 많으신 경우, 주말과
공휴일 등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전후를
포함하여 증편합니다.
운행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바쁘신 고객님은 노선 버스나 택시 이용을
권장합니다.

오하나
오하나
승하선장
간포노
숙소
야나가와

쇼토관
호텔
야나가와 주차장

１:노선 버스 승강장
ㅤ(오하나마에 버스 정류장)
ㅤ오하나 하선장에서 도보로 5분
ㅤ요금:성인 210엔
２:택시 승강장
ㅤ오하나 정문 앞
ㅤ요금:1대/약 1,200엔

혼죠마치

야나가와 관광개발 주식회사
832-0826 후쿠오카 현 야나가와 시
미츠하시마치 다카하타케 329
TEL 0944-72-6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