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시마 섬 주요 관광지- 교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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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마츠 항 ⇔ 데시마（카라토 항, 이에우라 항）

데시마(카라토 항, 이에우라 항)에서 환승

【이에우라 항】

● 전거 및 렌터카로 이동 시

［대여 자전거 이용 장소］데시마 교류센터 앞, 아키마치 석유, 아케다 석

유,

NPO데시마 PP프로젝트, 미즈타마야

［렌터카 이용 장소］아키마치 석유, 아케다 석유

요금, 영업 시간은 데시마 관광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

시오.

http://www.teshima-web.jp/access/post-22/

【MAP】●페리 승선장　★매표소

【MAP】●페리 승선장　★매표소 요금, 영업 시간은 데시마 관광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

시오.

http://www.teshima-web.jp/access/post-22/

● 대여 자전거로 이동 시

［대여 자전거 이용 장소］카사이 대여 자전거, 카라토 항 대여 자전거

● 버스로 이동 시 (데시마 셔틀버스)

카라토 항 ⇔ 이에우라 항： 약 20분

［요금］어른 200엔（어린이 100엔）

요금은 내리실 때 요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차내에는 거스름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미리 동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버스로 이동 시 (데시마 셔틀버스)

이에우라 항 ⇔ 코오슈카이조마에(甲生集会所前): 약 10분

이에우라 항 ⇔ 카라토 항： 약 20분

［요금］어름 200엔（어린이 100엔）

요금은 내리실 때 요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차내에는 거스름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미리 동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페리 (연중 운항)

다카마츠 항 ⇔ 쇼도시마(도노쇼) ⇔ 데시마(카라토 항) ⇔ 데시마(이에

우라 항)

발착 시간● 선포트 다카마츠 환승 맵을 참조해 주십시오.

　【MAP표시】 ★고속정 매표소　●고속정 승선장

● 고속정 (연중 운항)

다카마츠 항 ⇔ 데시마(이에우라 항)：35분　　편도：1330엔（어린이 670

엔）

● 택시로 이동 시

차량 1대(정원 4명)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사전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아키야마 택시／℡0879(68)2111

【카라토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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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일벤트
[영업 시간] 10:00~17:00

[정기 휴일]: 화, 둘째 주 수요일（12~2월은 화~목 쉽니다）

[오시는 길] 이에우라 항에서 도보 5분

시마키친

[개관 시간] 10:00~17:00（10~2월은 16:00까지)

[휴관일] 화요일（12~2월은 화~목요일 휴관）

[오시는 길] 셔틀버스로 카라토 항 ⇔ 데시마 미술관 앞：3분,

                     이에우라 항 ⇔ 데시마 미술관 앞：15분

[영업 시간]10:00~17:00（10~2월은 16:00까지）

[휴관일] 화요일（12~2월은 화~목요일 휴관）

[오시는 길] 카라토 항에서 도보 15분

[개관 시간] 10:00~17:00 (10~２월은 16:00까지. 입장 마감은 폐관 30분 전

까지)

[휴관일] 화요일（12~2월은 화~목요일 휴관）

[오시는 길] 이에우라 항에서도보 5분

심장음 아카이브

요코오관

2

3

2016.3 현재

[영엽 시간] 11:00~16:00

[휴관일] 화~목(카페는 금요일만 영업. 레스토랑은 토, 일, 월, 공휴일만 영

업)

[오시는 길] 셔틀버스로 카라토 항 ⇔ 카라토오카 슈카이조마에(唐櫃岡集会

所前): 5분, 이에우라 항⇔카라토오카 슈카이조마에(唐櫃岡集会所前) ：12분

데시마 섬 관광 시설까지 가시는 길

【MAP】● 페리 승선장　★ 매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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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시간] 9:30~16:30

[휴관일] 화요일（3~11월）

[오시는 길]

셔틀버스로 카라토 항 ⇔ 카라토오카 슈카이조마에(唐櫃岡集会所前)：5분,

이에우라 항 ⇔ 카라토오카 슈카이조마에(唐櫃岡集会所前)：12분

데시마 미술관 Your first col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