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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다케
Mt.Nakadake

나미노역
Namino Station

다키미즈역
Takimizu Station

오기다케
Mt.Ogidake

오기다케 전망소
Ogidake View Point

미야지역
Miyaji Station이코이노무라역

Ikoinomura Station

아제리아21
Azalea21(Pools and Spas)

고가폭포
Koga-no-taki
(Waterfalls)

다카다케
Mt.Takadake

네코다케
Mt.Nekodake

에보시다케
Mt.Eboshidake

기시마다케
Mt.Kishimadake

고메즈카
Mt.Komezuka

오토히메 펜션촌
Otohime Pension Village

고야스가와라 관음
Koyasugawara Kannon

아소 하이랜드 골프장
Aso Highland Golf Course

아소 리조트 그랜드브리오
호텔 (골프장)
Aso Resort Grandvrio
Hotel (Golf Course)

아쓰마루 아소 아카미즈 골프클럽
Atsumaru Aso Akamizu Golf Club

아소니시 후레아이 시장 아카미즈
Aso Nishi Fureai Market Akamizu

고메즈카시모엔치 휴게소
Komezuka Shimoenchi
Rest Area

아소 커들리 도미니언
Aso Cuddly

Dominion

아소 팜랜드
Aso Farm Land

아소 신사
Aso Shrine

몬젠마치 상점가
Monzencho Shopping Street

나카도리 고분군      
Nakadori Burial Mounds

아소 관광목장 크로스컨트리 코스
Aso Dude Ranch Cross-Country Course

고쿠조 신사
Kokuzo Shrine

다이칸보
Daikanbo

쇼란산
Mt.Shoranzan

밀크로드
Milk Road

국도57호 북측 복구 경로
National Road 57 North Restoration Route

밀크로드
Milk Road

밀크로드
Milk Road

소바 가도
Soba Road

히타/오이타 방면
To Hita, Oita

히타/오이타 방면
To Hita, Oita

히타/오이타 방면
To Hita, Oita 유후인/벳푸 방면

To Yufuin, Beppu

다케타/오이타 방면
To Taketa, Oita

다케타/오이타 방면
To Taketa, Oita

다카치호 방면
To Takachiho

다카치호 방면
To Takachiho미나미아소촌 방면

To Minamiaso Village

아소 관광안내소
Aso Information Center

아소 관광안내소
Aso Information Center

후레아이 수변공원
Fureai Waterside Park

유탓토무라
Yutatto Mura

니시유노우라엔치
Nishiyunoura Enchi

규슈 자연보도
Kyushu Nature Trail

규슈 자연보도
Kyushu Nature Trail

기쿠치 아소 스카이라인
Kikuchi Aso Skyline

농촌공원 아피카
Noson Koen Apika
(Athletic Park)

아소시 우치노마키 출장소
Aso City Uchinomaki Branch

다고야마 전망소
Tagoyama View Point

아소 체육관
Aso Gymnasium

가부토이와 전망소
Kabutoiwa View Point

우부 신사
Ubu Shrine

조주가오카 공원
Chojugaoka Park

마토이시
Matoishi

마토이시 찻집 터
Old Matoishi Teahouse

후타에노토게
Futaeno Pass

아카미즈 온천
Akamizu Onsen

참근교대도 (돌길)
Sankin-kotai
(stone pavement)

고다이노사토 캠핑촌
Kodainosato Camp Village

히고타이 대교
Higotai Ohashi Bridge

바바 하치만궁
Baba Hachimangu Shrine

시로야마 전망소
Shiroyama
View Point

야마나미 하이웨이
Yamanami Highway

히고타이 로드
Higotai Road

아소시청
Aso City Government Office

아소역
Aso Station

아소 도로휴게소
Roadside Station Aso

유메노유 온천
Yume no Yu
Onsen

시키사이 이치노미야
Shikisai Ichinomiya

이치노미야 관광안내소
Ichinomiya Information Center

다키무로자카
Takimurozaka

보추 캠핑장
Bochu Camping Site

아소 파노라마라인
Aso Panorama Line

센스이쿄
Sensuikyo

아소 화산박물관
Aso Volcano Museum

아소산 화산 연기 전망 공원
Aso Volcano Viewing Park

구사센리가하마
Kusasenrigahama

아소산조 터미널
Aso Summit Terminal

국립 아소 청소년 교류의 집
Aso Seishonen Kouryunoie
(Training Center)

은방울꽃 자생지
Lily of the Valley Natural Habitat

JR 호히 본선
JR Hohi Main Line

메밀밭
Soba Field

나미노 도로휴게소 가구라엔
Road Station Namino,

Kaguraen

야스라기 교류관
Yasuragi Exchange Center

오기 신사
Ogi Shrine

나카에 가구라전
Nakae Kagura Hall

아소시 나미노 출장소
Aso City Namino Branch

아소보 다리
Asobobashi Bridge

향토예능전승관
Traditional performing arts hall

아소 경찰서
Aso Police Station

시모 신사
Shimo Shrine

버스터미널
Bus Terminal

사이간덴사
Saigandenji Temple

우치노마키역
Uchinomaki Station

우치노마키 온천
Uchinomaki Onsen

아소 우치노마키 패밀리파크
아소·비바

Aso Uchinomaki
Family Park Aso Viva

하나아소비
Hana Asobi(Rose Garden)

이치노카와역
Ichinokawa Station

아카미즈역
Akamizu Station

아소시
환 영 합 니 다 !

Golf course Shrine
バスのりば
Bus stop Roadside station View point Hot spring/hot spring facility Tourist information center Campsite

道の駅 展望台 温泉 / 温泉施設 観光案内所 キャンプ場 ゴルフ場 神社
Historical site
史跡

Museum Park
美術館・博物館 公園

高爾夫球場 神社巴士站 道之驛 觀景台 溫泉 / 溫泉設施 觀光導覽處 露營地 歷史遺跡 美術館、博物館 公園
高尔夫球场 神社巴士站 道之驿 观景台 温泉 /温泉设施 观光导览处 露营地 历史遗迹 美术馆、博物馆 公园
골프장 신사버스 승차장 도로휴게소 전망대 온천, 온천 시설 관광안내소 캠핑장 사적 미술관, 박물관 공원

Check 
It Out!

미야지역
Miyaji Station

아소역
Aso Station

아카미즈역
Akamizu Station

다테노역
Tateno Station

다카모리역
Takamori Station

이코이노무라역
Ikoinomura
Station

우치노마키역
Uchimaki
Station

이치노카와역
Ichinokawa
Station

JR 호
히 본

선

JR Hohi M
ain Line

미나미아소촌
Minami-Aso Village 다카모리정

Takamori Town

아소시
Aso City

니시하라촌
Nishihara Village

우치노마키 온천
Uchinomaki Onsen

가부토이와 전망소
Kabutoiwa View Point

다이칸보
Daikanbo

나카다케
Mt.Nakadake

다카다케
Mt.Takadake 네코다케

Mt.Nekodake

센스이쿄
Sensuikyo

아소산
Mt.Aso

고메즈카 
Mt.Komezuka

에보시다케
Mt.Eboshidake

구사센리
Kusasenri

고쿠조 신사
Kokuzo Shrine

기시마다케
Mt.Kishimadake

오이타 방면
To Oita

구마모 방면
To Kumamoto

국도57호 북측 복구 경로

National Road 57 North Restoration Route

니시유노우라엔치
Nishiyunoura Enchi

아소 신사
Aso Shrine

시라카와 수원
Shirakawa Spring

아소보토사토 구기노
Aso Bounosato Kug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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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 Highland Gol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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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 Resort Grandvrio
Hotel (Gol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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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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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 Farm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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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zencho Shopping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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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방울꽃 자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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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Station Na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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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라기 교류관
Yasuragi Exchang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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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ae Kagura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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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 City Namino Branch

아소보 다리
Asobobashi Bridge

향토예능전승관
Traditional performing arts hall

아소 경찰서
Aso Polic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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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o Sh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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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ed Sightseeing Spots추천 관광 명소

센스이쿄 고쿠조 신사아소 신사
진무 천황의 손자 신이자 아소를 개척한 
다 케 이 와 타 쓰 노 미 코 토 를  비 롯 해  
가족신 12신을 모시는 아소 신사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신사입니다. 일본 3대 누문 중 하나가 
있는 신사이며, 일본 전국에 약 500
곳이 있는 아소 신사의 총본사입니다.

해발 900m의 센스이쿄는 아소 
다카다케의 등산로 입구입니다. 5월 
중 순  무 렵 부 터  약  5 만  포 기 의  
산진달래가 절정을 맞아 만개하면 
일 대 가  분 홍 빛 으 로  물 듭 니 다 .  
산책로뿐 아니라 주차장에서 보는 
전망도 즐길 수 있습니다.

구 마 모 토 현 에 서  가 장  오 래 된  
신 사 입 니 다 .  아 소  십 이 궁  중  
하나이며, 하야미카타마노미코토 등 
네 분의 신을 모십니다. 경내에는 
수령 2,000여 년의 삼나무 줄기가 
고 쿠 조  신 사 의  유 서 를  전 하 는  
삼나무로 보존돼 있습니다.

등산 정보（센스이쿄） 등산 정보（구사센리）나카다케 분화구
아소 칼데라 중앙에 우뚝 솟은 아소오악 
중에서 나카다케는 현재도 활발하게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위 4km의 
거대한 분화구에서 끊임없이 힘차게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를 가까이에서 
견학할 수 있습니다. (화산 활동 상황에 
따라 규제됨)

센스이쿄에는 다카다케, 나카다케로 
오르는 등산 경로가 있어 정상까지 
등산할 수 있습니다. 단, 분화경계레벨과 
화 산 가 스 의  상 황 에  따 라  등 산 이  
불가능한 경로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등산하시기 전에는 
등산계획서를 장부함에 넣어 주십시오.

구사센리에서는 에보시다케, 기시마다케로 
등산할 수 있고,  아소산조 광장에서는 
나카다케, 다카다케로 등산할 수 있습니다. 
단, 분화경계레벨과 화산가스의 상황에 따라 
등산이 불가능한 경로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 인 해  주 십 시 오 .  등 산 하 시 기  전 에 는  
등산계획서를 장부함에 넣어 주십시오.

시로야마 전망소 우치노마키 온천아소오악
아소산은 칼데라가 있는 여러 화산의 
총 칭 입 니 다 .  그 리 고  네 코 다 케 ,  
다 카 다 케 ,  나 카 다 케 ,  에 보 시 다 케 ,  
기 시 마 다 케 의  다 섯  산 을  총 칭 해  
아소오악이라고 부릅니다. 열반상의 
모습과 닮아 예로부터 경외의 대상으로 
숭상받아 왔습니다.

오이타현 유후인의 미즈와케토게와 
아소의 이치노미야정을 잇는 야마나미 
하이웨이에 위치한 전망소입니다.  
아소의 외륜산 중 일부이며, 해발 748m
에 위치해 발아래로 이치노미야정의 
거리와 전원 풍경이 펼쳐지고 정면에는 
아소오악이 보입니다.

아 소 에 서  가 장  대 표 적 인  
온 천 마 을 이 며 ,  문 호 들 이  숙 박 한  
온천지로 유명합니다. 원천방류식 
온천은 무색투명하고 마실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마치유라고 불리는 
공중온천 순례는 현지인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이칸보 구사센리가하마아소산조, 구사센리
아소산조 부근과 구사센리는 아소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아소산조 부근에서는 화산 
연기가 피어오르는 나카다케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위치 조건이 좋은 구사센리에는 초원과 
커다란 연못이 있고 방목된 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명승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으며, 일 년 
내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치노마키 온천의 북동쪽에 있는 
북외륜산 중 하나이며, 문호 도쿠토미 
소 호 에  의 해  다 이 칸 보 라 고  이 름  
지어졌습니다. 360도 대 파노라마를 
즐 길  수  있 는  아 소  제 일 의  경 치  
명소답게 아소의 거리와 아소오악, 구주 
연산까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국가명승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원래는 얕은 원형 이중식 분화구였으나, 
현재는 직경 1 ㎞의 원형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중앙부에 작은 언덕이 있고 
동쪽과 서쪽에 연못이 있습니다. 방목된 
말들이 연못에서 물을 마시는 광경은 아소를 
대표하는 풍경 중 하나입니다.

아소 도로휴게소 나미노 도로휴게소 가구라엔고메즈카
국가명승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높이는 80m이며, 약 3,300년 전의 분화로 
형성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밥그릇을 
뒤집어 놓은듯한 아름다운 형태이며, 정상이 
움푹 패인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계절에 
따라 녹색과 황금빛으로 물든 억새 등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JR 호히 본선 아소역과 인접해 있으며, 
아소오악이 정면으로 보이는 장소에 위치한 
도로휴게소입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을 비롯해 
황갈색 일본소 가공품과 유제품 등 아소의 
다양한 특산품이 구비돼 있습니다. 또한 
아소시에 관한 정보를 어필하는 거점으로서 
시설 내에 관광안내창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특 산 물 인  양 배 추 를  비 롯 해  현 지 의  
신 선 한  채 소  등  다 양 한  특 산 품 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생산된 
나미노 메밀로 만든 국수 등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판매소에서는 
메밀 소프트아이스크림이 인기 있습니다. 
이벤트 덱 등도 병설돼 있습니다.

은방울꽃 자생지 나미노 가구라오기다케 전망소
아소산 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해발 843m
의 오기다케 정상에 있는 전망소에서는 
아소오악, 구주 연산, 소보산 등의 산들을 
360도 대 파노라마로 즐길 수 있습니다. 
등산도 즐길 수 있고 정상 부근까지 
도로가 정비돼 있어 자동차나 바이크로도 
오를 수 있습니다.

나미노고원에는 5월 중순부터 6월 상순까지 
5만 포기의 은방울꽃이 피어 고원 일대가 
달콤한 향기로 가득합니다. 일본의 은방울꽃 
자생지 중 남방 한계이기도 합니다. 
규슈에서 자생하는 은방울꽃은 매우 보기 
드물기 때문에 현재는 구마모토현의 
자연환경보호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나미노에 전해지는 ‘나카에이와토 
가구라’는 250년 이상 전승돼 왔으며, 
국 가 선 택 무 형 민 속 문 화 재  등 으 로  
선정돼 있습니다. 또한 ‘요코보리이와토 
가구라’는 약 200년 전부터 전승돼 
왔으며,  현재는 13좌 공연 작품이 
이어져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