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큐슈 맵코드 (전화번호 & Mapcode)
지역

지역분류

미
야
자
키
시

관광지

)
다카치(高 관광지
千穂)
맛집

843 042 771

-

843 161 705

플로란테 미야자키 (フローランテ宮崎)

0985-23-1510

664 460 96

피닉스자연동물원 (宮崎市フェニックス自然動物園)

0985-39-1306

665 374 62

치 市

(

)

)

-

664 102 13

0985-21-1111

665 076 63

-

843 073 752

돈키호테 미야자키점 (ドン・キホーテ宮崎店)

0985-83-2211

66 351 441

이온몰 미야자키점 (イオン宮崎店)

0985-60-8181

66 324 144

미야치쿠-철판요리 (ミヤチク)

0985-28-2914

66 325 102

en haut-케이크맛집 (アンオー)

0985-78-2227

66 321 771

잇신스시 쿄요우점 (⼀⼼鮨 光洋店)

0985-60-5005

66 262 528

시미즈-소바 (しみず)

0985-28-8055

66 291 122

다카치호 (高千穂峡)

-

330 711 730

아마노야스가와라-동굴 (天安河原)

-

330 867 140

0982-72-3023

330 742 694

-

274 595 168

0987-29-1001

274 536 279

-

274 432 672

0985-65-1111

843 190 368

텐안-소바,우동 (天庵)
산멧세니치난-모아이상 (サンメッセ日南)

니

시

66 350 805

0985-65-2773

호리키리토케 (堀切峠)

맛집

난

0985-27-4004

피닉스씨가이아리조트 (フェニックス・シーガイア・リゾート)

쇼핑

日 관광지
南

사이토시 관광지
(西都市) 맛집
기타지역 관광지

맵코드

미치노에키 피닉스 (道の駅フェニックス)

헤이와다이공원 (平和台公園)

宮
崎
市

전화번호

미야자키신궁 (宮崎神宮)

아오시마신사 (青島神社)-주변주차장 맵코드(차량진입금지)

(
宮
崎
県

명칭

종류

(

미
야
자
키
현

남큐슈 맵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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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신궁 (鵜戸神宮)
오비성하마을/오비성터 (飫肥城下町)
어린이의 나라 (こどもの国)
사이토바루고분군 (西都原古墳群)-주차장 맵코드

-

219 121 429

이리후네-장어요리 (入船)

0983-43-0511

219 152 226

다카치호목장 (高千穂牧場) [미야코노죠시]-주차장 맵코드

0986-33-2102

227 000 795

아야성 (綾城) [아야초]-주차장 맵코드

-

600 014 089

에비노고원 (えびの高原) [에비노시]

-

376 416 045

***** 각 장소 별 위치 안내 클릭 *****

가
고
시
마
시

(
鹿
児
島
市

쇼핑

맛집

)

가
고
시
마
현

관광지

사
라
지

桜
島

쇼핑

)

마

(

(
鹿
児
島
県

쿠

야쿠시마
(屋久島)

관광지
맛집

가고시마수족관-이오월드 (かごしま水族館 いおワールド)

099-226-2233

42 038 091

돌핀호트 (ドルフィンポート)

099-221-5777

42 007 653

성산전망소 (城山展望所)

-

42 036 128

센간엔-이소공원 (仙巌園-磯庭園)

-

42 099 745

텐몬칸 상점가 (天文館商店街)

-

42 006 389

히라카와동물원 (平川動物公園)

099-261-2326

393 150 218

돈키호테 가고시마우스키점 (ドン・キホーテ鹿児島宇宿店)

099-213-7711

393 425 792

아뮤플라자 가고시마 (アミュプラザ鹿児島)

099-812-7700

393 575 641

이온몰 가고시마 (イオン鹿児島店)

099-263-1800

393,394,022

가고시마라멘 '톤토로 텐몬칸본점' (鹿児島ラーメン'豚とろ 天文館本店' )

099-222-5857

42 006 140

노리-라멘 (のり一)

099-222-4497

42 006 170

아지모리-흑돼지요리전문점 (あぢもり)

099-224-7634

42 007 181

쥬안-흑돼지요리전문점 (寿庵 荒田本店)

099-258-0555

393 546 256

카와큐-돈카츠 (とんかつ川久)

099-255-5414

393 575 400

텐몬칸 무쟈키-빙수전문점 (天文館むじゃき)

)

099-222-6904

42 006 269

가라스지마전망대 (烏島展望所)

-

393 582 400

용암나기사산책로 (溶岩なぎさ遊歩道)

-

42 011 401

아리무라용암전망대 (有村溶岩展望所)-주차장 맵코드

-

393 501 048

아카미즈전망광장 - 사케비노쇼조 동상 (赤水展望広場-叫びの肖像)

-

393 552 739

유노타이라전망소 (湯之平展望所)

-

42 015 506

시라타니운스이쿄-'원령공주'의 숲 (白谷雲水峡)-주차장 맵코드

-

643 474 218

오코노타키-폭포 (大川の滝)-주차장 맵코드

-

643 154 359

0997-42-2721

643 623 803

-

147 421 455

0993-23-3900

285 228 135

시오사이-향토요리 (お食事処 潮騒)

이

나가사키바나-일본 최남단 땅끝 (長崎鼻)

부

스나무시카이칸 사라쿠-모래찜질 (砂むし会館砂楽)

-

648 565 806

키

이케다호수 (池田湖)-근처주차장 맵코드(池田湖パラダイス)

0993-26-2211

285 275 262

(

헬씨랜드 노텐부로 (ヘルシーランド 露天風呂)

0993-35-3577

285 044 490

指

아오바-흑돼지와 향토요리 (さつま黒豚と郷土料理青葉)

0993-22-3356

285 257 131

토센쿄 소멘나가시-향토요리 (唐船峡 そうめん流し)

0993-32-2143

285 155 882

-

376 089 324

0955-57-0713

216 787 622

스

宿

관광지

맛집

기리시마 관광지
(霧島)
맛집

용궁신사 (龍宮神社)-근처 주차장 맵코드

기리시마신궁 (霧島神宮)-주차장 맵코드
쿠로부타노 야카타-돈카츠 (黒豚の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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