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접한다. 하늘로 다가간다.
케이블카

산상 역에 있는
케이블카 신사와 사랑 운세뽑기

파란색:가나타호
노란색:하루카호

기타큐슈시

시설 개요
운행 길이⋯⋯⋯⋯⋯⋯⋯⋯ 1,100m
강삭 직경(로프) ⋯⋯⋯⋯⋯⋯ 38mm
운전 속도⋯ ⋯ ⋯ ⋯ ⋯ ⋯ ⋯시속14km
정원⋯⋯⋯⋯⋯⋯⋯⋯⋯⋯⋯ 112명
최고 경사⋯⋯⋯⋯⋯⋯⋯⋯⋯ 28도
차량 제조업체⋯⋯⋯⋯스위스CWA사
<장애인 지원 시설>

요ㅤㅤ금
어ㅤ른・왕복권 820엔
편도권 430엔
규슈 지방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 산록 역에서
어린이・왕복권 410엔
산상 역까지 전장 1,100m, 표고차 440m
편도권 220엔
남짓한 녹색 자연 속을 약 6분 동안

스위스제로
서일본 최장
급
케이블카

선로변에 는 계절마다 꽃과
나무가 가득합니 다

이어줍니다. 전면 통유리로 된 차창을 통해
시시각각 바뀌는 아름다운 파노라마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야간 운행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ㅤ●단체 할인 있음(3일 전에 FAX로 신청이 필요)
ㅤㅤ（상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ㅤ●고령자 할인, 신체장애인 할인 있음
ㅤ●어른=중학생 이상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ㅤ●유아=입장권을 구입한 1인당 유아 1인 무료
ㅤㅤ(두번째 유아부터는 어린이권을 구입해 주십시오)

케이블카와 슬로프카 왕복권 어른ㅤ 1,230엔
어린이ㅤ 620엔

차창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풍경은 마치 하늘의 문
슬로프카

시설 개요
운행 길이⋯⋯⋯⋯⋯⋯⋯⋯⋯ 159m
운전 속도⋯⋯⋯⋯⋯⋯⋯⋯시속 3km
정원⋯⋯⋯⋯⋯⋯⋯⋯⋯⋯⋯ 40명
등판 각도⋯ ⋯ ⋯ ⋯ ⋯ ⋯ ⋯ 최대 22도
차량⋯⋯⋯⋯⋯⋯⋯자주 모노레일식
<장애인 지원 시설>

데크의 축광
석 속에 섞여
있는
하트 모양의
돌을 발견하
면
행운이 일어
날 지 도 !?

요ㅤㅤ금
어ㅤ른・왕복권 420엔
편도권 210엔
어린이・왕복권 220엔
편도권 110엔

●단체 할인 있음(3일 전에 FAX로 신청이 필요)
ㅤㅤ（상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어른=중학생 이상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유아=입장권을 구입한 1인당 유아 1인 무료
ㅤ(두번째 유아부터는 어린이권을 구입해 주십시오)

수 있는
36 0도 를 조망 할
슬로 프카 내부

낮에는 빛의 정원, 밤은 환상의 공간.

시
큐슈
기타 라야마 산
쿠
사라

스토랑도
2F 에 는 레

있습니다

전망대

케이블카를 탄 후에는 슬로프카로 산 정상까지. 전면 통유리로 된 탁트인
차창에서는 기타큐슈 시내에서 간몬 해협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경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낮에 보는 경치는 물론 야경의 아름다움은
마치 보석상자 같습니다. 산정상 전망대까지 약 3분만에 이어줍니다.

시설 개요

즐기는
눈놀이를
겨울은
니다.
빕
붐
로
어린이들

구조⋯⋯⋯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
총 면적⋯⋯⋯⋯⋯590.16 ㎡
1F ：슬로프카 전망대 역·전망대별관
2F ：파노라마 전망실·레스토랑
3F ：전망 테라스
<장애인 지원 시설·다목적 화장실 완비>
개장 시간
10:00〜
ㅤ케이블카 하행 최종 운행의 20분전
휴관일
ㅤ케이블카 운휴일

박력 넘
치는 황
그루터
후 삼나
기
무의
수령 2 를 전시
00년
, 높이
3 .4 m

시 가지 를 한 눈 에 바 라 볼 수 있 는 파 노 라 마 전 망 대 입 니 다 .
전망실에서 바 라보는 웅대한 경치는 계절감이 넘쳐흘러
매력적입니다. 야 간에는 데크에 깔려 있는 축광석이 환상적인
공간을 연출합니다. 슬로프카의 전망대 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휴식·
레스토랑·라이브 이벤트·대피소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설입니다.

사라쿠라야마 산
s a r a k u r a y a m a
■ 케이블카
■ 슬로프카
■ 전망대

Cable Car
Slope Car
Observatory

JR 가고시마 본선

JR야하타 역

국도 3호선

구로사키 방면

로터리

생명과 세계의 역사 박물관

제철기념
야하타 병원

야하타 의사회

고쿠라 방면

기타큐슈 도시고속도로
호바시라 도잔구치 버스정류장

오타니 램프웨이

야하타히가시 경찰서

규슈 국제대학

히비키 홀

오구라 중학교
（입체 교차）

오타니 구장

야하타히가시 소방서

야하타히가시 구청

야하타 병원

고소쿠 사라쿠라야마 케이블 버스정류장

사

쿠
오

카

방

면

사라쿠라야마 케이블카 산록 역

후

라

케이블카(6분)

고쿠라 방면

쿠
라
야

슬로프카(3분)

마
오

전망대 역

모
테

산상 역

등

사라쿠라야마 산정상(622m)

산
길

역사와 미래가 한데 어우러진 도시 기타큐슈를 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사라쿠라 등산철도 주식회사
（통칭：사라쿠라야마 케이블카）

구키노우미 만과 ‘구키노우미
불꽃놀이’

사라쿠라야마 산은
패러글라이딩의 성지입니다.

신년 일출 때는 케이블카도
새벽 운행

기타큐슈를 대표하는 산, 사라쿠라야마 산(표고 622m)에서 바라보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경치(시야 각도 200도)는 모두가 감동할 만한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현해탄, 히비키나다·스오나다 해역에
접하며 동서북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어, 구키노우미 만, 간몬 해협,
기타큐슈 공항 등 산과 바다 그리고 도시가 어우러진 인구 100만명의
도시 기타큐슈시 내외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등산 코스 수준의 표고이지만 케이블카·슬로프카를 갈아타면 약
10분만에 가볍게 산정상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인기의 비결. 또한 2015년 4
월 1일에 ‘사라쿠라야마 산정상’과 ‘사라쿠라야마 야경’이 ‘연인의 성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꼭 한번 이 최상의 경치를 즐겨 주십시오.

일본국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기타큐슈시 야하타히가시구 오아자 오구라 1481-1
TEL:+ 81-93-671-4761
주차장/산록 역 부근에 ‘호바시라 공원 입체주차장(시영)’ 있음
(유료/178대/높이 제한 2.2m/중량 제한 2t 이하)
※대형차는 별도 주차장 있음
1대 1,000엔(사전 예약 필요)

HP

http://www.sarakurayama-cablecar.co.jp

●케이블카 운행 시간
4～10월 10:00～22:00(상행 최종 21:20)
11～3월 10:00～20:00(상행 최종 19:20)

※슬로프카는 케이블카의 발착과 연결
※사라쿠라야마산 정상까지는 케이블카와 슬로프카를 갈아타면 약 10분

●운휴일
원칙적으로 매주 화요일(공휴일 제외)
및 6월 첫번째 월～금요일의 5일간(1년 점검)

액 세 스
●가까운 역 JR 야하타 역
도보 약 25분·자동차(택시) 약 5분

신일본 3대 야경의 하나로 선정

●자동차:
도시고속도로 ‘오타니 램프웨이’에서 약 5분
●구로사키 방면에서:
JR구로사키 역에서 니시테쓰 버스
‘세이테쓰 도비하타몬 행 42번’→‘호바시라 도잔구치’에서 내려서 도보 약
10분
●고쿠라 방면에서:
JR 고쿠라 역에서 ‘니시테츠 텐진 고속 버스 터미널행(이토즈호)’→‘고소쿠
사라쿠라야마 케이블 버스정류장 ’에서 내려서 도보 약 1분
●후쿠오카 방면에서:
니시테츠 텐진 고속 버스 터미널에서 ‘고쿠라 역·스나쓰행(이토즈호)’→
‘고소쿠 사라쿠라야마 케이블 버스정류장 ’에서 내려서 도보 약 2분

무료 셔틀버스
JR 야하타 역←→사라쿠라야마 케이블카 산록 역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운행일에 운행합니다)
※운행 시간은 웹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2022년 4월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