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t's Try ! 

시모노세키 버스는  

뒤쪽 문에서 타고  

앞쪽 문에서 내리는 

방식입니다. 

먼저 버스표를 뽑으십시오. 

 

다음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실 때는 

차내에 있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버스 앞쪽에 있는 숫자표 보십시오. 

정리권과 같은 번호의 아래쪽에 

표시된  금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운임은 운전기사 옆에 있는 운임함에  

넣어 주십시오. 

*주의* 5000엔이상 지폐로 지불 불가능. 

미모수소가와 
  ④미모수소가와공원 

  ⑤칸몬터널 인도 

  ⑥히노야마공원  

  쵸    후 
   ⑦죠카마치 쵸후  

 ⑧코잔지（功山寺） 

 ⑨쵸후 모리저택  

카 라 토 
  ①카라토시장  

  ②카몬와프  

  ③아루카포토 

○○에 가고 싶은데요. 

어디서 타면 될까요? 
 

  ○○니 이키타이데스. 

  도코데 노래바 요이데스카? 

○○에 갑니까? 
 

  ○○니 이키마스카? 

다음은 ○○예요? 
 

  츠기와 ○○데스카? 

버스정류장이 어디예요? 
 

  바수테이와 도코데스카? 

이것을 잔돈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코레워 고제니니 시타이데스. 

저기요! 내립니다 ! 
 

  수이마센.오리마스 ! 

(운임이) 얼마예요? 
 

  이쿠라데스카? 

K A R A T O 

C H O F U 

M I M O S U S O G A W A 

지폐를 미리 

돈전으로 

바꿔놓으세요! 



380엔 

220엔 

260엔 

                                                                            시모노세키역                                         번정류장에서 타십시오.  

 

 

 

시모노세키 국제여객터미널 

시모노세키역에서 

시모노세키역에서 

시모노세키역에서 

①카라토시장  Karato ichiba ②카몬와프  Kamon waahu ③아루카포토  Aruka pooto 

⑦죠카마치 쵸후  Jokamachi Chohu 

⑧코잔지    Kouzan ji 

⑨쵸후 모리저택    Chohu mouri tei 

Chohu 

Area 

Karato 

Area 

＊시모노세키역 출발 

From 
BUSAN 

 
 
 
 
 
 
 
 
 
 

시모노세키역              번 
정류장에서  타십시오. 

④미모수소가와공원 

       Mimosusogawa kouen 

⑤칸몬터널 인도 

    Kanmon tonneru jindo 

⑥히노야마공원 

      Hinoyama kouen 

        Area 
Mimosusogawa 

버스 터미널 

  1   2   4   3 

  1 

  1 

  2 

  2 

시모노세키역  승강장 안내 

【시모노세키역 정류장   가는 법】 

  ①터미널 2층 출구에서 나와서  

   육교에 따라 200M직진하십시오. 

  ②막다른 곳을 왼쪽으로 돌아가서  

      직진하십시오. 

  ③역 입구 앞에  1층에  연결되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내려가면   정류장이 있습니다.       

육교 

아카마 진구 터미널에서 

정류장까지  

도보7분!  

일본 전통 가옥이 남는 역사 마을 죠카마치 쵸후.   

멎진 카페와 식당도 있고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시모노세키역                     번정류장 

에서 타십시오. 

※①번정류장에서 출발하는 버스중에  죠카마치쵸후까지   

  안 가는 버스도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싱싱한 회, 초밥을  

구입해서 드실 수 있는  

카라토시장을  비롯하여  

시모노세키의 맛과 기념품 

숍이  모여있는 카몬와프,  

칸몬해협을 바라볼 수 있는  

대관람차(아루카포토)도  

있습니다.    

 

1185년에 벌어진 단노우라 전투 무대 

바로 앞에 있는 미모수소가와 공원, 

해협 지하를 걸어서 건너쪽인 규슈  모지까지 갈 수 있는 칸몬터널  

인도,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칸몬대교 전경도 바라볼 수  

있는  히노야마 공원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