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관광국(JNTO)
후지산&후지5호 관광안내

후지산과 후지5호(후지고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후지산은 코니데라고 불리우는 원추화산으로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산기슭에 있으며 주변의 호수, 고원, 폭포와 동굴에 둘러 쌓여 풍부한 자연 경관들로 가득 차 아
름다운 휴양지를 이루고 있다. 후지큐코선인 후지산과 가와구치코역은 후지5호 방면이다. JR의
미시마, 신후지 그리고 후지노미야역은 후지산의 동쪽과 서쪽 방면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고텐바
역 또한 동쪽 방면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열차를 이용할 경우
목적지

출발지

교통편

시간

편도

JR가이지, 아즈사

2시간 11분

3,340엔

JR급행(중앙선)

약 2시간 40분

2,440엔

신주쿠

JR가이지, 아즈사,
수퍼 아즈사

1시간 56분

3,880엔

JR급행(중앙선)

약 2시간 30분

2,270엔

도쿄

JR가이지, 아즈사,
수퍼 아즈사

2시간 26분

6,460엔

JR급행(중앙선)

약 3시간

2,560엔

JR가이지, 아즈사,
수퍼 아즈사

1시간 56분

4,000엔

JR급행(중앙선)

약 2시간 30분

2,270엔

도쿄
후지산역

가와구치 호수
(가와구치코역)
신주쿠

버스를 이용할 경우
목적지

출발지

교통편

시간

편도

하네다(도쿄)공항

후지큐버스

2시간 32분

2,400엔

신주쿠 BT

JR버스, 후지큐버스

1시간 43분

1,700엔

도쿄

JR버스, 후지큐버스

2시간 45분

1,700엔

1시간 45분

1,700엔

2시간 20분

1,700엔

후지산

가와구치 호수
(가와구치코역)

신주쿠 BT

후지산고고메역

신주쿠 BT

게이오버스,
후지큐버스
게이오버스,
후지큐버스

호수 주변과 후지산
목적지

출발지

가와구치 호수

후지산역

기간

사이 호수
야마나카 호수

가와구치 호수

소요시간

요금

8분

230엔

30분

680엔

38분

750엔

27-32분

1,240엔

1시간 27분

1,640엔

2시간 10분

2,130엔

55분

1,030엔

1시간 20분

1,660엔

1시간 55분

2,360엔

매일
모토스 호수
야마나카 호수
가와구치 호수

미시마역
(고텐바역 경유)

시라이토 폭포
모토스 호수

신후지역
(후지노미야역 경유)

4월 초
~11월 초

가와구치 호수
후지스바루라인 고고메역

가와구치 호수

4월 말~11.30

50분

1,500엔

후지산고고메
(후지노미야)

신후지역
(후지노미야,
후지역 경유)

7월 중순
~8월 중순

2시간 15분

2,310엔

후지노미야역

1시간 40분

1,970엔

후지역

2시간 10분

2,240엔

2시간 5분

2,390엔

40분

1,080엔

미시마역
후지산고고메
(고텐바 노선)

고텐바역

7월 중순
~8월 말
7월 초
~ 9월초

후지산고고메
7.1
고텐바역
1시간
1,500엔
(스바시리 노선)
~9월 초
참고: 주말 및 휴일에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7월~8월과 12~1월 사이에 서비스가 제한된다.

후지5호에서 하코네까지
고텐바 정류장행 버스를 타고 오다큐 정류장에서 센고쿠행으로 환승(690엔)/도겐다이행(990엔)/
하코네엔행(1110엔)
후지5호에서 교토까지
교토행 직행을 타거나 미시마 또는 신후지행 버스를 타고 교토행 신칸센으로 환승
지역 버스
레트로 버스는 가와구치 호수와 사이 호수를, 후짓코호 버스는 야마나카 호수를 둘러보기에 좋다.

5호 주변의 주요 관광지
후지 요시다
후지 요시다는 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가
있는 신사의 마을로 오랜 시간 번성해왔다. 전
통을 가진 이 신사는 후지산역에서의 접근성이
좋다. 풍부한 녹지와 박물관을 물론 마을의 서
쪽에 위치한 후지큐 하이랜드와 공원은 중요한
관광 포인트이다.
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
후지산역에서 도보로 20분 또는 5분, 버스:
(야마나카 호수에서 버스를 타고 아사마진자마
에역에서 하차), 이 장엄한 센겐신사는 후지산
의 화산폭발로 두려워하던 주민들의 마음을 안
정시키기 위해 788년에 세워졌다.
가와구치 호수
가와구치 호수는 후지5호의 중심에 위치하며
산의 북쪽 기슭에 있는 관광거점이다. 주변에
는 많은 호텔과 숙박시설이 있다. 후지5호는
북부 해안에서 바라보는 호수 물가의 경치가
좋기로도 유명하다. 또한 호수의 절경은 동부
해안에서 로프웨이를 이용하여 감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보다 잇치쿠 미술관
가와구치코역에서 버스로 25분, 택시로 15분
정도 걸린다. 구보타 잇치쿠의 작품은 무로마
치 시대의 염색법을 현대식으로 표현하고 있으
며, 무로마치 시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쓰지
가하나’ 문양의 기모노가 가장 큰 볼거리이다.
별관에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운영 시간: 9:30~17:30(17:00까지 입장, 4월
~12월)
10:00~16:30(16:00까지 입장, 12월~3월)
휴관: 수요일(12월~3월, 공휴일인 경우 오픈),
12월 26일~28일
입장료: 1,300엔
가와구치코 박물관
가와구치코역에서 버스로 10분, 도보로 7분
소요. 사진 작품은 후지산을 주제로 한 작품
위주로 전시되고 있다.
운영 시간: 9:30~17:00(16:30까지 입장)
휴관: 화요일, 공휴일 다음날, 연말연시 연휴
입장료: 800엔

가와구치코 유람선
가와구치코 유람선은 약 30분 정도 호수를 둘
러볼 수 있는 유럽스타일의 유람선이다.
오픈: 9:30~16:30, 매 시각 30분
(여름: 9:00~18:00)
요금: 900엔

부두에서 22분 소요. 후지산 역에서 버스를 타
고 간코선노리바 정류장까지 간다. 보트로 35
분에 걸쳐 호수를 둘러볼 수 있다. 요금은
900엔.
9:25~16:10까지 운항(여름: 8:40~16:55)
1월~3월에는 운항하지 않는다.

사이 호수
사이 호수는 매우 조용한 분위기로, 남서부 해
안 둘레는 아오키가하라 수해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곳은 후지산 기슭 주변의 풍부한 자연 절경
을 볼 수 있는 신비한 장소이다. 사이 호수는
쇼지 호수 다음으로 작은 호수이다.

야마나카 호수 하마(KABA) 버스
하마 버스는 육지와 호수에서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륙양용 버스이다(15분씩 총 30분
소요). 하마 버스는 아사히가오카 터미널에서
출발한다. 요금은 대인 1500엔, 소인(4세 이상)
750엔, 0세~3세 영유아 200엔(좌석없음)이다.
하루에 5번 운행하며 투어는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악천후 자동 취소)
(10:00/11:30/13:00/14:30/16:00)
날짜, 요금 및 출발 시간 등은 계절에 따라 변
동이 있을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 URL
을 참고하거나 0555-6969로 문의
(http://bus.fujikyu.co.jp/kaba/suiriku/index.ht
ml)

쇼지 호수
쇼지 호수는 둘레 5km로 후지5호 중 가장 작
은 호수이다. 남쪽 해안은 게스트 하우스와 주
택으로 형성된 마을이 있는 반면, 북쪽 해안가
주변에는 약 15개의 호텔과 각종 숙박 시설이
들어서 있다. 호수의 북쪽 해안가에서 바라보
는 후지산의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모토스 호수
모토스 호수는 1000엔짜리 지폐에도 그 모습
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
하며, 일본에 존재하는 호수 중 가장 깊은 호
수 중 하나이기도 하다. 모토스 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네 곳의 호수는 관광지로서 많이 개발
되어 있지만 이 곳 모토스 호수에서만큼은 자
연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때묻지 않은 그
대로의 자연이 바로 이 곳에 있다.
모토스코 유람선
모토스 호수는 남동쪽 호숫가 잔교에서 5분
정도 소요된다. 모토스 호수 정류장에서 도보
로 이동할 수 있다. 보트의 바닥 부분이 유리
로 되어있어 맑은 호수를 보며 관광할 수 있다.
요금은
900엔.
보트는
토요일/일요일
9:45~15:45 매 시각 45분에 출발한다(여름:
9:40~16:20 매 시각 40분에 출발). 단, 12월
~3월까지 운항하지 않는다.

하나노미야코 공원
하나노미야코 공원은 해발 1,000m의 고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4월부터 10월경에는 후지산
을 배경으로 하여 여러 종류의 화려한 꽃을 볼
수 있다. 하나노미야코코엔 정류장에서 도보로
15분 소요(후지노미야역에서 버스로 20분, 고
텐바역에서 45분 소요)
입장료: 500엔(4.16-10.15)
300엔(10.16-11.30, 3.16-4.15)
운영 시간: 8:30~17:30(4.16-10.15)
9:00~16:30(10.15-4.15)
휴원: 화요일
아사기리 고원
아사기리 고원은 후지산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가로질러 뻗어있는 푸른 초원이다. 일본에서
낙농으로
유명한
곳으로
해발
고도
700~1,000m이다. 이 곳은 휴식을 취하고 시
원한 여름을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
이다.

야마나카 호수
야마나카 호수는 5호 중 규모가 가장 큰 호수
이며 982m로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
다. 많은 가게들과 레스토랑이 주로 아사히가
오카에 위치해 있다. 이 곳에는 펜션과 게스트
하우스가 길게 늘어서 있으며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조트이기도 하다.

시라이토 폭포
시라이토 폭포는 버스로 33분 소요. 버스는 매
시각 15분, 40분에 운행한다. 폭포수는 약
200m 지점에서 낙하한다. 폭포수가 낙하하는
모습이 마치 비단결 같다고 하여 시라이토(흰
실)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야마나카코 유람선
남쪽 아사히가오카 부두와 북서쪽 야마나카코

다누키 호수
시라이토 폭포에서 택시로 13분 소요. 다누키

호수는 수면 위에 후지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주는 인공호수이다.
후지산고고메역
요시다
등산로의
후지산고고메역은
해발
2,305m에 있으며, 후지스바루 라인을 경유하
는 버스를 이용하여 도달할 수 있다. 요시다
등산로를 오르지 않는 많은 관광객들은 후지산
고고메를 방문하기도 한다. 많은 기념품 가게
와 레스토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후지산 등반
후지산은 3,776m로 일본내에서 가장 높은 산
이다. 평균 기온 7월 4.8℃, 8월 5.8℃로 여름
에 갑자기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다. 공식적으
로는 7월과 8월에 관광객에게 개방되어 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오후에 등산하
여 정상에서 1박 후, 아침 일출을 보고 하산하
는 방법이다. 약 6시간 정도 소요되며 후지산
고고메에서 정상까지는 3~4시간 정도 소요된
다. 후지산은 에도 시대 때부터 신성한 산으로
여겨졌다. 아직도 참배를 하고자 하는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
에 남녀노소 누구나 얼마든지 등반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대비하여 신발, 충분히 마
실 물, 우비를 준비해야 한다. 산장은 매우 붐
비며(7~8월 운영) 등산객들은 방을 공동으로
이용해야 한다. 만약 산장을 이용할 계획이라
면 꼭 예약하는 것이 좋다.

1)요시다 등산로(등산 5시간 30분/하산 3시간)
가와구치코역(30km, 버스로 1시간 소요)-후지
산고고메역(2km, 30분 소요)-6고메역(1km, 1
시간 소요)-7고메역(1.5km, 90분 소요)-8고메
역(1.1km, 1시간 소요)-8고메역(1.2km, 80분
소요)-정상
참고: 1. 무인 피난처는 7고메역에 있으며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개방된다.
2. 6고메역에 있는 안전관리센터에서는 안전한
등산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산 경로): 정상(1.5km, 30분 소요)-8고메역
(4.2km, 2시간 소요)-6고메역(2km, 30분 소
요)-5고메역(버스로 50분 소요)-가와구치코역
도착
2)고텐바구치 등산로(등산 8시간/하산 3시간)
고텐바역(버스로 40분 소요)-고텐바구치 신고
고메역(6시간 30분 소요)-정상
(하산 경로): 정상(2.8km, 2시간 소요)-7고메
역(5km, 1시간 소요)-스나바시리-신고고메역
(버스로 35분 소요)-고텐바역 도착
3)후지노미야구치 등산로(등산 5시간/하산 3시
간)
미시마(버스로 2시간 5분 소요)-신고고메역
(0.6km, 20분 소요)-신6고메역(0.6km, 20분
소요)-6고메역(0.6km, 40분 소요)-신7고메역
(0.5km, 50분 소요)-7고메역(2.5km, 1시간 10
분 소요)-9고메역(1.2km, 1시간 소요)-정상
(하산 경로): 정상-(3시간 30분 소요)-신고고
메역(버스로 1시간 55분 소요)-미시마역 도착
참고: 안전센터 및 구급센터는 8고메역에 있으
며 7.26-9.21까지 운영한다.
4)스바시리구치 등산로(등산 5시간 30분/하산
2시간 30분)
고텐바역(버스로 1시간 소요)-스바시리선 고고
메역(2.7km, 1시간 40분 소요)-신6고메역
(2.4km, 1시간 20분 소요)-7고메역(0.6km, 50
분 소요)-8고메역(1.2km, 1시간40분 소요)-정
상
(하산 경로): 정상(1.5km, 30분 소요)-8고메역
(4.5km, 1시간 30분 소요)-스나바라이 고고메
역(30분 소요)-스바시리선 신고고메역(버스로
55분 소요)-고텐바역 도착

여행 정보
후지카와구치 호수 정보
야마나시현 미나미쓰루군 후지카와구치코
마치 후나쓰 3641-1 가와구치코역
TEL: (0555)72-6700
9:00~17:00(12월-1월 운영 안함)
야마나시현 후지 방문자 센터
야마나시현 미나미쓰루군 후지카와구치코
마치 후나쓰 겐마루비 6663-1
TEL: (0555)72-0259
8:30~17:00(3월-6월&10월-11월)
8:30~18:00(7.1-18, 8.27-9.30)
8:30~22:00(7.19-8.26)
8:30~16:30(12월-2월)

관광 정보 센터(TIC)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 TIC는 일본에 체
류하는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이다. 관광지, 교통 및 숙박 등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 일
정도 제안하고 있다.
TEL: 03-3201-3331
100-0005 도쿄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3-3-1 신도쿄 빌딩 1층
운영: 9:00~17:00(신정 휴무)

후지요시다 관광 정보 서비스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 가미요시다 25-1 후지산역
TEL: (0555)22-7000
9:00~17:00(12.29-1.3 운영 안함)
야마나카 호수 관광 정보
야마나시현 미나미쓰루군 야마나카코무라
히라노 506-296
TEL: (0555)62-3100
8:30~17:00(9.16-1월)
8:30~18:00(1월-9.15)
신후지역 관광 정보
TEL: (0545)64-2430
8:45~17:30(신정 운영 안함)
후지노미야시 관광 정보 사무실
JR후지노미야역
TEL: (0544)27-5240
9:00~17:00(월요일~금요일)
9:30~16:00(토/일/공휴일)
신정 운영 안함

숙박 시설
H 호텔

요금

M 민박

￥￥￥ 15,000엔 이상

BH 비즈니스 호텔
R 료칸

￥￥
￥

Y 유스호스텔
P 펜션

8,000엔~15,000엔
~8,000엔

숙박시설명

TEL

FAX

숙박 요금

도미노코 호텔(H)
후지뷰 호텔(H)

(0555)72-5080
(0555)83-2211

(0555)72-5081
(0555)83-2128

￥
￥￥

고류 호텔(H)

(0555)72-2511

(0555)72-2524

￥￥

가와구치코 파크 호텔(H)
후지 레이크 호텔(H)

(0555)72-0222
(0555)72-2209

(0555)73-1283
(0555)73-2780

￥￥
￥￥￥

도미노코 호텔(H)

(0555)72-5080

(0555)72-5081

￥￥

가와쿠치코역 INN(H)
가와구치코 레지나 호텔(H)

(0555)72-0015
(0555)20-9000

(0555)72-0996
(0555)72-2561

￥
￥￥

리조트 클럽(H)
가제노테라스 쿠쿠나(H)

(0555)72-1881
(0555)83-3333

(0555)73-3293
(0555)83-3111

￥￥
￥￥￥

서니데 빌리지 호텔(H)

(0555)87-2211

(0555)76-7706

￥

아시와다 호텔(R)
고잔테이 우부야(R)

(0555)82-2321
(0555)72-1145

(0555)82-2548
(0555)72-1159

￥
￥￥￥

슈호카쿠 가게쓰(R)

(0555)76-8888

(0555)76-8940

￥￥￥

오하시 호텔(R)
미즈노 호텔(R)

(0555)72-0500
(0555)72-1234

(0555)73-2815
(0555)72-1233

￥￥￥
￥￥

라쿠유(R)

(0555)72 1066

(0555)72-2488

￥￥￥

고난소(R)
미즈노사토 호텔(R)

(0555)72-2166
(0555)72-1831

(0555)73-1844
(0555)73-1779

￥￥￥
￥￥￥

야마기시 료칸(R)

(0555)72-2218

(0555)72-0917

￥￥￥

아사후지 고후노야도(R)
오야 가스이테이(R)

(0555)72-1259
(0555)72-1212

(0555)72-1274
(0555)72-1228

￥￥
￥￥￥

월더니스 파크 로지(P)

(0555)76-6660

(0555)76-6690

￥

로잔 펜션(P)
모닝 샐러드(P)

(0555)76-6656
(0555)76-6812

(0555)76-6262
(0555)76-6218

￥￥
￥￥

후지산 백패커 호텔(BH)

(0555)83-5556

(0555)83-5557

￥

가와구치코 호텔 루트 INN(BH)
가와구치코 사와 호텔(BH)

(0555)72-1101
(0555)72-4501

(0555)72-1182
(0555)72-4563

￥
￥

가와구치코 유스호스텔(Y)

(0555)72-1431

(0555)72-1431

￥

(0555)87-2211
(0555)87-2311

(0555)87-2211
(0555)87-2112

￥￥
￥￥

하이랜드 리조트(H)

(0555)22-1000

(0555)22-3115

￥￥￥

후지요시다 시티 호텔(BH)
후지요시다 유스호스텔(Y)

(0555)24-3300
(0555)22-0533

(0555)24-8889
(0555)24-0533

￥
￥

후지산 호스텔 미첼(Y)

(0555)72-9139

(0555)72-9139

￥

호텔 후지산(H)
게스트하우스 티타임(P)

(0555)62-2111
(0555)62-1858

(0555)62-3177
(0555)62-1868

￥￥
￥

펜션 Montelac(P)

(0555)62-4418

(0555)62-6027

￥

후지나미소(M)
야마나카코한소 세이케이(Y)

(0555)62-8258
(0555)62-0020

(0555)65-7808
(0555)62-4460

￥
￥

가와구치 호수

쇼지코 호수
쇼지 레이크 호텔(R)
야마다야 호텔(R)
후지요시다

야마나카 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