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관광국(JNTO) 하코네&가마쿠라 관광안내

하코네

하코네 : 하코네는 신주쿠 또는 도쿄역에서 전

타 온천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철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이 곳은 일
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소개되기도

관광명소이다. 아시노코 호수와 고라 온천, 센
고쿠하라 등의 주변을 여행하기 위한 출발지점

한다. 후지산과 이즈반도 사이에 위치하여 산

이 될 것이다. 쾌적한 산책로와 계곡, 언덕 등

과 숲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깊은 협곡과 계
곡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 펼쳐져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서도 안성맞춤
이다.

봉건시대의 하코네에는 쇼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검
문소가 위치하고 있었다. 역사적 자료와 유물

고라 공원 : 고라역에서 도보로 5분 소요. 동
양에서 가장 큰 벽돌로 이루어진 공원이다. 장

등이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일부 박물

미정원으로 이루어진 아치 모양의 통로를 따라

관은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울창한 숲
으로 둘러싸인 아시노코 호수와 유황수가 흐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주요 볼거리는 거대한
분수이며 그 외에도 자연박물관, 고산식물정원

는 유황계곡 오와쿠다니(하코네 화산 증기 분

과 열대식물원 등을 둘러볼 수 있다(입장료 있

화구)는 하코네의 명소이다. 특히 이러한 대자
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포츠가

음).

매력적이다. 다양한 휴가유형 중 하코네를 기

오와쿠다니 : 소운잔에서 케이블카로 5-7분 소

분전환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행지로서
방문하는 방문객의 비중이 많다.

요. 가미야마산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분화구
이다. 전 협곡에서는 유황가스의 악취가 가득
하다. 크레바스(빙하 속의 깊이 갈라진 틈)에

▶가볼 만한 곳

서 상승한 증기가 온천수 위로 떠오른다. 가끔
온천수는 파이프를 통해 먼 곳으로 옮겨지기도

하코네유모토 : 신주쿠에서 오다큐전철특급으

한다.

로 1시간 30분 소요. 이 곳은 하코네 온천에
서 꼭 들러 볼만한 명소 이다. 세계에서 가장

아시노코 호수 : 725m(2,378ft.)의 하코네 주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모토 온천은 스쿠모

관광 명소로 잘 알려진 곳이다. 면적 680ha.

강과 하야카와, 아시노코 호수의 각 세 줄기에
서 뻗어 나온 물줄기가 합류하는 곳이다. 여관

둘레 21km의 호수이다. 호수에서는 보트 또는
낚시 등 주요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좋다. 담

등 숙박시설은 계곡을 따라 차분한 분위기 속

수어와 송어가 많아 낚시를 위해 찾는 사람이

에 위치하고 있다.

많다. 또한 아시노코 호수는 맑은 날 수면에
거꾸로 반사된 후지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점

미야노시타 : 하코네 유모토에서 전철로 25분

으로도 유명하다. 도겐다이-모토하코네-하코

소요. 미야노시타는 호텔과 여관 등의 숙박시
설뿐 아니라 많은 기념품점을 갖추고 있는 하

네마치 간 유람선이 규칙적으로 운항되며 구간
간 30~40분 가량 소요되며 몇몇 코스에 따라

코네에서 가장 번화한 온천마을이다. 미야노시

서는 하코네 공원에 잠시 머물기도 한다.

센고쿠하라 : 하코네 유모토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소요되는 센고쿠하라는 또 하나의 흥미로

이 아름답기로 유명하고(특히 11월 중순 경)
뒤뜰에는 부처님의 제자들이라 불리는 250여

운 관광명소이다. 센고쿠하라 고원은 산 아래

개의 다양한 표정을 한 불상을 볼 수 있다. 이

로 날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황
금빛 초원이 넓게 펼쳐진 곳이다.

곳에는 습지와 고산지역 식물을 약 1700여종
전시하고 있는 하코네 습생화원과 같은 특색
있는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하코네 라리크

조안지 : 센고쿠 버스정류장 에서 도보로 1분
이며 1356년에 세워졌으나 1655년 현재의 장

미술관, 생텍쥐베리의 어린왕자 뮤지엄, 포라
미술관, 베네치안 글래스 미술관 등).

소로 옮겨져 재건되었다. 이 신사는 붉은 단풍

하코네 지역 교통
1. 도쿄 ▶ 하코네 이동 경로(편도요금 기준)
전철
도쿄역→오다와라역
①도카이도 신칸센 ‘히카리’ 또는 ‘고다마’ 이용, 34분 소요, 3,640엔(지정석)
오다큐 전철
신주쿠역(도쿄)→오다와라역 또는 하코네유모토역
②특급 ‘로망스카’ 이용, 1시간 5~15분 소요(오다와라까지 1,720엔) or 1시간 25분 소요(하코네유
모토까지 2,020엔), 좌석 예약 필수
TEL: 03-5321-7887(오다큐 여행서비스센터)
③오다와라행 익스프레스 이용, 1시간 30분 소요(요금 850엔)
오다와라에서 하코네유모토까지 하코네등산철도 이용, 15분 소요(요금 300엔)
*신주쿠 전철은 각각 목적지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탑승시 확인할 것
오다큐 익스프레스 버스
④신주쿠 버스터미널(JR신주쿠역 서쪽 출구)→고텐바역→도메이 익스프레스 하코네토겐다이역
(아시노코 호수) 고속도로 경유
1시간 30~40분 소요, 요금 1,630엔(신주쿠-고텐바)
2시간 13분 소요, 요금 1,950엔(신주쿠→도겐다이)
버스는 매 시간 30, 60분 출발
하코네 프리패스를 사용할 경우 추가 요금 발생(요금 850엔, 신주쿠-하코네토겐다이)
2. 오사카, 교토, 나고야 ▶ 하코네
⑤JR도카이도 신칸센 ‘히카리’ 또는 ‘고다마’ 이용, 오다와라로 이동 후 하코네까지 버스 이용(오
다와라-하코네 경로 아래 참조)

3. 하코네 교통
버스 서비스
⑥오다와라–도겐다이
하코네 등산버스 이용, 오다와라에서 도겐다이까지 1시간 소요(동쪽 출구 4번 버스) 매시간 10,
20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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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고쿠

오다와라

도겐다이
⑦오다와라–모토하코네/하코네마치
하코네 등산버스로 1시간 소요. 오다와라(동쪽 출구 3번 버스)–모토하코네 간 20:50까지 운행
모토하코네-오다와라 간 20:20까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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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하코네

오다와라

하코네마치
이즈하코네 버스회사는 오다와라–하코네마치 간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하루동안 대부분의 버스
는 하코네 세키쇼아토까지 운행하며, 하코네마치에서 도보 5분 정도 소요된다. 이 버스는 매 시
각 20-40분에 출발하며 요금은 상기와 동일하다.
전철 서비스
⑧오다와라–고라
하코네 등산철도 이용 53분 소요, 오다와라–고라 간 22:50까지 운행
고라–오다와라 간 22:41까지 운행
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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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로프웨이 서비스
⑨*하코네 등산철도로 고라와 소운잔 간 운행. 매 시각 15-30분 운행, 9분 소요(요금 410엔)
⑩*하코네 로프웨이로 소운잔과 도겐다이(2,500m) 간 운행, 25분 소요(요금: 왕복 2,340엔)
운행 시각: 8시 45분~17시 15분(3-7월&9-11월)
9시 15분~16시 15분(12월-2월)
8시 45분~17시 30분(8월)
참고: 위 *표시 부분 구간은 하코네 프리패스 적용 가능

⑪이즈하코네철도 이용, 하코네엔과 고마가타케(1,800m) 간 운행. 매 시각 0-20분 운행
운행 시각: 9시 10분~16시 50분(7분 소요), 요금: 편도 620엔, 왕복 1,050엔
아시노코 호수 보트 정보
⑫하코네 관광선: 하코네 프리패스에 운임요금 포함
도겐다이 –(30분, 970엔)– 하코네마치 –(10분, 350엔)– 모토하코네
40분 소요, 매 시각 30-50분 출발(요금: 편도 970엔)
⑬아시노코 유람선
고지리 –(15분, 730엔)– 하코네엔 –(10분, 350엔)– 하코네 세키쇼아토 –(10분, 250엔)– 모토하코
네
40분 소요, 매 시각 20-50분 출발(요금: 편도 970엔)
일부 편은 코스가 변경될 수 있으며, 마지막 편은 하코네 세키쇼아토에 정차
귀로) 하코네 세키쇼아토 –(10분, 250엔)– 모토하코네 –(15분, 730엔)– 하코네엔 –(15분, 730엔)–
고지리

하코네의 박물관

조코쿠노모리 박물관
TEL: (0460)82-1161

운영 시간: 9:00~17:00
입장료: 1,200엔

하코네 등산철도 조코쿠노모리역에서 도보 2

후지산과 아시노코 호수의 전경을 한 눈에 볼

분
운영 시간: 9:00~17:00(입장 16:30까지)

수 있는 나루카와 미술관은 현대적이면서 일본
풍 느낌이 강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입장료: 1,600엔(피카소 미술관 포함)

박물관이다. 약 100여 개 이상의 작품을 전시

동서양, 일본 예술가의 19,20세기 후반 작품
컬렉션

하고 있다.
폴라 미술관

하코네미술관
TEL: (0460)82-2623

TEL: (0460)84-2111
폴라는 일본 최대 화장품 회사 중 하나로 박물

가미공원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도보 1분

관의 컬렉션은 폴라의 전 사장이 40여 년의

하코네 등산철도를 이용, 고라역에서 출발
운영 시간: 9:30~16:30(4-11월)

기간에 걸쳐 수집한 9,500여 개의 수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곳에서는 일본의 예술가뿐

9:30~16:00(12-3월)
마감 30분 전까지 입장

아니라 르노와르, 피카소, 세잔느, 갈레 등 유
럽 미술계의 한 획을 그었던 거장들의 작품까

휴무: 화요일(공휴일 제외) 12월 말-1월 중순

지 폭 넓은 작품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박물

(1.1-3 제외)
입장료: 900엔

관 주변에는 푸른 정원과 이벤트 홀, 레스토랑,
카페 등이 있다.

일본 전통자기와 도예 컬렉션이 있다. 대나무

운영 시간: 9:00~17:00(입장 16:30까지)

숲과 이끼 정원이 박물관 부지에 있다.

입장료: 1,800엔
홈페이지: http://www.polamuseum.or.jp

나루카와 미술관
TEL: (0460)83-6828
하코네유모토역에서 버스로 40분

하코네 가라스노모리 미술관
TEL: (0460)86-3111

우아한 유럽 별장을 떠올리게 하는 가라스노모
리 박물관은 센고쿠하라 지역의 푸른 숲에 세

가 여행객이나 화물 등을 검사하기 위한 목적
으로 설립되었다. 그 중 호수의 남부에 위치한

워졌다. 오래된 골동품과 현대 유리예술품을

하코네 세키쇼가 가장 중요한 검문소 중 하나

전시하고 있다. 근처에는 유리공예품을 판매하
는 상점이 있으며 옥외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였다. 현재 복원 중에 있으며 작은 박물관에서
는 여행증명서, 공무원의 일기와 무사가 사용

있다. 이러한 하코네 중심거리와 함께 산과 들,

하던 무기 등 에도 시대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

연못과 푸른 정원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경치를 감상하며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인

다. 1번 길을 따라 북쪽으로 몇 분 정도 걷다
보면 오래된 오솔길의 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

곳이다.

을 볼 수 있다. 이 길은 에도 시대 때 여행객

운영 시간: 9:00~17:30(입장 17:00까지)
입장료: 1,300엔

이 드나들던 길목의 흔적이다.
운영 시간: 9:00~17:00(3-11월)
9:00~16:30(12-2월)

하코네 세키쇼
TEL: (0460)83-6635

마감 시간 30분 전까지 입장
입장료: 500엔

에도 시대 때 일본에서 전국적인 도로교통망이

홈페이지: http://www.hakonesekisyo.jp

개발되면서 길을 따라 수많은 세키쇼(검문소)

추천 관광코스
하코네유모토역 –(하코네 등산철도, 32분)– 조코쿠노모리역 –(도보 2분)– 조코쿠노모리 박물관 –
(도보 10분)– 고라역 –(케이블카, 10분)– 소운잔역 –(로프웨이, 8분)– 오와쿠다니역 –(로프웨이 16
분)– 도겐다이역 –(보트, 30~40분)– 하코네마치 –(도보 5분)– 하코네 세키쇼아토 –(버스, 1시간)–
오다와라역 –(JR신칸센 고다마, 40분)– 도쿄역

여행 패스
*하코네 프리패스(유효 기간: 2일~3일)
하코네 프리패스는 도쿄 신주쿠역과 오다와라역 간 왕복 티켓을 제공한다. 또한 도겐다이와 고
텐바 간 고속도로, 하코네 등산 케이블카, 하코네 관광유람선, 하코네 로프웨이, 누마즈 등산
도카이 버스, 하코네 등산버스, 하코네 등산철도와 같은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급 ‘로망스카’는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오다와라/하코네유모토와 신주쿠 간
운임 요금 870엔). 하코네 프리패스는 교통수단뿐 아니라 하코네 지역의 약 50여 개 관광시설
에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할 수 있다.
패스 가격: 신주쿠 출발 - 2일권 5,000엔/3일권 5,500엔(소인 1,500엔/1,750엔)
오다와라 출발 - 2일권 3,900엔/3일권 4,400엔(소인 1,000엔/1,250엔)
후자는 JR패스 소지자에게 권장. 하코네 프리패스는 오다큐전철역 오다큐 트래블 서비스센터
또는 주요 여행사에서 구입할 수 있다.
*후지 하코네 패스(유효기간: 3일)
후지 하코네 패스는 하코네와 후지5호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알맞은 패스이다. 이것은
신주쿠와 오다와라, 중앙고속버스와 신주쿠 고속버스 터미널, 가와구치코역 간의 오다큐선에서
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급 ‘로망스카’는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오다와라
/하코네유모토와 신주쿠 간 운임요금 870엔). 중앙고속버스는 게이오 버스와 후지큐 버스가 포
함된다(사전 예약 필수). 후지 하코네 패스 또한 후지큐 버스, 하코네 등산철도, 하코네 등산버
스, 하코네 등산 케이블카, 하코네 로프웨이, 하코네 관광 유람선 등 하코네 지역의 모든 교통
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후지 하코네 지역 박물관이나 신사 등 60여 개의 시설에 할
인된 금액으로 입장할 수 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된 관광안내자료가 비치되어 있다. 패
스 가격: 7,200엔(소인 3,600엔)
홈페이지: http://www.odakyu.jp/korean/freepass/fujihakone.html(한글)
*문의처
오다큐 여행 서비스센터(오다큐전철 신주쿠역 1층)
TEL: (03)5321-7887(8:00~18:00) 연중무휴

하코네 숙박 시설
M 민박(1인당 요금)

요금

P 펜션(1인당 요금)
H 호텔(트윈룸 요금)

￥￥￥ 15,000엔 이상
￥￥
8,000엔~15,000엔

R 료칸(1인당 요금)

￥

YH 유스호스텔(1인당 요금)
W 웰컴인 멤버

*웰컴인 시설은 8,000엔 이하 싱글룸 제공

온천지역 시설명

TEL

~8,000엔

FAX

숙박 요금

유모토 온천
다카스기(M)

(0460)85-6565

-

￥

갓파텐고쿠(R)
센케이 프라자(H)W

(0460)85-6121
(0460)85-5500

(0460)85-6172
(0460)85-7765

￥
￥￥￥

(0460)82-2211

(0460)82-2210

￥￥￥

(0460)82-1882
(0460)82-3311

(0460)82-3314

￥￥￥
￥￥￥

후지하코네 게스트하우스(M)W

(0460)84-6577

(0460)84-6578

￥

하코네 센고쿠하라 YH(YH)
오다큐 하코네 하이랜드호텔(H)

(0460)84-8966
(0460)84-8541

(0460)84-6578
(0460)84-9592

￥
￥￥￥

B&B 펜션 하코네(P)

(0460)87-7800

(0460)82-4136

￥

유넷산 인(R)
하코네 호텔 고와키엔(H)

(0460)82-4141
(0460)82-4111

(0460)82-4136
(0460)82-4123

￥￥
￥￥￥

모토하코네 게스트하우스(M)W

(0460)83-7880

(0460)84-6578

￥

하코네 레이크 빌라 YH(YH)
호텔 라쿤(R)W

(0460)83-1610
(0460)83-6244

(0460)83-1610
(0460)84-6990

￥
￥￥

아이비 스퀘어 클럽(P)

(0460)84-6776

(0460)84-4865

￥￥

하코네 프린스호텔 아넥스(H)
류구덴(R)

(0460)83-1111
(0460)84-1121

(0460)83-7171
(0460)83-7011

￥￥￥
￥￥￥

와신테이 호게쓰 료칸(R)

(0460)83-7788

(0460)84-7007

￥￥￥

미야노시타 온천
후지야 호텔(H)
고라 온천
고지 인 펜션 하코네노야마(P)
소운가쿠(R)
센고쿠하라 온천

고와쿠다니 온천

모토하코네 온천

가마쿠라

가마쿠라 : 가마쿠라는 도쿄에서 전철로 1시

도쿄 ▶ 가마쿠라

간 정도 걸리는 곳으로, 1192년 일본에서
최초로 봉건시대가 시작된 곳이다. 지금은

출발

노선

옛 모습이 남아있는 유적지, 해변과 해수욕

도쿄

JR요코스카

신주쿠

JR쇼난
신주쿠선

장, 도쿄에서 통학할 수 있는 편리한 주거
지역으로 유명하다. 남부 지역에는 사가미만
에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으며 도심은 유명
한 신사와 절뿐만 아니라 잘 보존되어 있는
역사적 유물을 둘러볼 수 있다. 가마쿠라는

시나
가와

JR요코스카

요코
하마

JR요코스카

직접 둘러보는 것이 가장 좋은 여행 방법이
다. 가마쿠라 대불과 웅장한 쓰루가오카 하
치만궁, 가마쿠라 선종, 에노시마 섬 등은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도착

시간

가격

기타카마쿠라

50분

780엔

가마쿠라

1시간

890엔

기타카마쿠라

55분

가마쿠라

1시간

기타카마쿠라

40분

가마쿠라

45분

기타카마쿠라

20분

290엔

가마쿠라

25분

330엔

890엔

690엔

엔가쿠지 : 기타카마쿠라 다음 정거장에 위치
하고 있으며 이 곳에는 가마쿠라의 주요 선종

의 돌계단이 본전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가마
쿠라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사찰 중 하나가 있다(이 선종 사찰은 13세기
가마쿠라에서 영향력 있는 불교학교가 있었던
곳이다). 깊은 산 속, 나무 숲 사이 언덕에 위

호코쿠지 : 14세기부터 쭉 성장해 온 1,000여
개의 웅장한 대나무 숲 속에 위치한 대나무 사

치한 엔가쿠지는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풍

찰이다.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아름다운

기고 있다.
운영 시간: 8:00~17:00(4-10월)

정원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할 수 있
다.

8:00~16:00(11-3월)

운영시간: 9:00~16:00

입장료: 300엔

정원 입장료: 200엔

겐초지 : 기타카마쿠라역에서 도보로 15분 소

가마쿠라 대불 : 11.3m 높이의 대불상은 일본

요. 겐초지에서 사가미만까지 가마쿠라의 모습
을 내려다 볼 수 있다. 겐초지는 가마쿠라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13세기 대불이 처음으
로 건립될 당시 불상은 금으로 된 큰 건물에

중세 선종 사찰 중 가장 중요한 절로 손꼽힌다.

덮여 있었다고 한다.

사원을 지키는 신성한 문, 산몬이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산몬을 따라

운영 시간: 7:00~18:00(4-9월)
7:00~17:30(10-3월)

올라가면 가파른 계단 뒤로 언덕과 함께 한소

입장료: 200엔

보에 도착할 수 있다.
운영 시간: 8:30~16:30

하세데라 : 계절에 따라 다양한 꽃을 감상할

입장료: 300엔

수 있는 것이 하세데라의 가장 큰 볼거리이다.

쓰루가오카 하치만궁 :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모란, 수국, 올리브, 동백 등 향기로운 꽃들이
만발한다. 언덕 위로 올라가면 만발한 꽃들과

무장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에 의해 12세기에

함께 본전의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설립된 이후 가마쿠라의 상징이 되어 신사참배
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이 곳에

운영 시간: 8:00~17:30(3-9월)
8:00~17:00(10-2월)

는 연못이 있는 정원, 1,000년 넘게 자리를 지
키고 있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다. 또한 61개

마감 30분 전까지 입장 가능
입장료: 300엔

가마쿠라역 버스 정보(동쪽 출구 버스터미널) : 게이큐 버스
목적지

승차장 번호

버스 번호

목적지와 가까운 정류장

구혼지

7

12, 40, 41

구혼지 정류장

고묘지

7

40, 41

고묘지 정류장

에노시마

6

6

에노시마 정류장

대불

6

1~9

다이부쓰마에 정류장

3

30, 31

나고에 정류장

안요인
묘호지
안코쿠론지
스기모토데라
호코쿠지

스기모토칸논 정류장
5

23, 24, 36

4

20

조묘지
가마쿠라궁
즈이센지

조묘지 정류장
다이토노미야 정류장
다이토노미야 정류장에서 도보 17분

에노덴 버스
목적지

승차장 번호

목적지에 가까운 정류장

겐초지

2

겐초지 정류장

대불

1

다이부쓰마에 정류장

에노시마

2

에노시마 가이간 정류장

가마쿠라 ▶ 에노시마 이동 경로

•

가마쿠라역 동쪽 출구 버스터미널에서 게이큐 버스로 이동. 약 35분 정도 소요되며 매
시각 40분-정각에 출발한다. 운임 요금: 300엔(주말, 여름 성수기의 경우 소요 시간이 길
어질 수 있다.)

•

에노덴 가마쿠라역–에노시마역 간 에노덴 전철로 이동. 약 23분 정도 소요되며 매 시각
12분에 출발한다. 운임 요금: 250엔(첫 차, 마지막 차의 경우 25분에 출발)

에노시마 가마쿠라 프리패스(유효 기간: 1일)
이 패스는 오다큐선 각 역과 에노시마선 후지사와역 구간의 오다큐 급행열차를 왕복으로 이
용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 후지사와~가타세에노시마 구간의 오다큐 전철 및 에노덴을 하루
종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요금: 신주쿠역에서 1,430엔, 후지사와역에서 600엔

도보여행 추천 코스
기타가마쿠라역 –(도보 3분)- 엔가쿠지 –(도보 15분)- 겐초지 –(도보 15분)- 쓰루가오카 하지만
궁 –(도보 2분)- 가마쿠라 국립박물관 –(도보 8분)- 가마쿠라역(런치&쇼핑) –(버스, 15분)- 대불
–(도보 5분)- 하세데라 –(도보 5분)- 하세역 –(에노덴, 16분)- 에노시마역 –(도보 15분)- 에노시
마 –(도보 10분)- 가타세에노시마역 –(오다큐 전철, 7분)- 후지사와역 –(도보 15분)- 에노시마역
–(에노덴, 14분)- JR/오다큐선 후지사와역 –(도보 15분)- 쇼난에노시마역 –(모노레일, 13분)- JR
오후나역

가마쿠라 숙박 시설
M 민박(1인당 요금)

요금

P 펜션(1인당 요금)
H 호텔(트윈룸 요금)

￥￥￥ 15,000엔 이상
￥￥
8,000엔~15,000엔

R 료칸(1인당 요금)

￥

YH 유스호스텔(1인당 요금)
W 웰컴인 멤버

*웰컴인 시설은 8,000엔 이하 싱글룸 제공

시설명

TEL

~8,000엔

FAX

숙박 요금

가마쿠라
JR가마쿠라역 근처
뉴 가마쿠라(H)

(0467)22-2230

(0467)22-0233

￥￥

호텔 쓰루가오카 가이칸(H)

(0467)24-1111

(0467)24-1115

￥￥￥

가마쿠라 하세 YH(YH)

(0467)24-3390

(0467)24-3390

￥

가마쿠라 파크 호텔(H)

(0467)25-5121

(0467)25-3778

￥￥￥

(0467)22-0960

(0467)25-6324

￥￥￥

(0467)32-1111

(0467)32-9290

￥￥￥

에노덴 하세역 주변

에노덴 유이가하마역 근처
가이힌소 가마쿠라(R)
시치리가하마역 근처
가마쿠라 프린스 호텔(H)

에노시마
아키타야(M)

(0467)31-1289

(0467)31-7848

￥

이와모토로(R)

(0466)26-4121

(0466)24-0578

￥￥￥

여행 정보 문의
가마쿠라시 여행 정보 서비스
가마쿠라시 고마치 1-1-1 가마쿠라역
동쪽 출구
9:00~17:30(4-9월)/9:00~17:00(10-3월)
TEL: (0467)22-3350
하코네 여행정보 센터
가나가와현 아시가라시모군 하코네마치
유모토 706-35
9:00~17:45
TEL: (0460)85-8911
후지 하코네 게스트 하우스
가나가와현 아시가라시모군 하코네마치
센고쿠하라 912
9:00~17:00
TEL: (0460)84-6577

후지야 호텔
가나가와현 아시가라시모군 하코네마치
미야노시타 359
8:00~20:00
TEL: (0460)82-2211
모토 하코네 게스트하우스
가나가와현 아시가라시모군 하코네마치
모토하코네 103
10:00~17:00
TEL: (0460)83-7880
오다큐 관광 서비스 센터
도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1-1-3 오다큐
선 신주쿠역 1층
8:00~18:00
TEL: (03)5321-7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