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산도 주의！(이면 참조)

요시다루트

하산도에서는 정상에서 시모에도야까지 요시다
요시다 루트・스바시리 루트는 공통입니다.
（요시다 루트는 시마에도야 분기점에서 왼쪽입니다.）

「노란색 표기」등산로

하산도에서는 정상에서 에도야까지 Fujisan Hotel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마구치앞

본8합목에서
6합목
지도안전센터까지
약 120 분

고라이코관 (御来光館)
본 8 합목토모에관
(本八合目トモエ館)

가미에도야 (上江戸屋)
시모에도야 (下江戸屋)

빨강색 표기는
요시다 루트가
아닙니다.
후지산 호텔
(富士山ホテル)

혼하치고메 (본 8합목)3,400m

간소무로 (元祖室)
하쿠운소 (白雲荘)
호오라이관 (蓬莱館)

하산로
길모퉁이에는
도로 표식이
있습니다. 도로
표식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번호가
표기되어있으므로
하산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관 (東洋館)
토리이소 (鳥居荘)
후지이치관 (富士一館)
카마이와관 (鎌岩館)

7/
7/ 1〜9/11
1〜9/15

7/14〜7/16
7/20〜8/27

타이시관
(太子館) 하치고메 (8합목)3,100m

7/14〜7/16
7/21〜8/26

7 합목토모에관 (七合目トモエ館)
히노데관 (日の出館)

하나고야
(花小屋) 나나고메 (7합목)2,700m

1〜9/11
7/ 1〜9/14
7합목 화장실은
혼잡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때는6합목로.
소요시간 약 30 분

TEL:0555-24-6223

7/ 1〜9/11

로쿠고메 (6합목)2,390m

후지산 5 합목 종합 관리 센터

TEL:0555-72-1477

사토미 다이라★세이관소 (星観荘)
사토고야 (佐藤小屋)
요시다루트
요시다루트（하산）

7/ 1〜9/15
1〜9/11

산장（요시다）

후지스바루라인 5합목

수바시리루트
수바시리루트（하산）
산장（수바시리）

하산길에서는 산장이없습니다.
정상 주유는 일주 약 90분 걸립니다.
화장실 안내:
요시다구 5합목・
후지스바루라인 5합목
부터 정상까지 화장실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진등산은 금지입니다.
●낙석・번개에 주의해 주십시오.
●길가(옆으)로 걷지 마십시오.
●절대로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헬멧을 착용합시다.

긴급시의 전화 번호 : 0555-72-1477
「노란색 표기」등산로입니다.

재해 시 긴급정보는〈ＦM후지고코〉

*주의: 빨강색 표기는 요시다 루트가 아닙니다.
제작: 후지산 환경 보전협의회 후지산 안전 지도 센터 운영협의회 (사무국: 후지 요시다 시청 후지산과) 2018.6

세계문화유산 후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후지산 등산이 이번 여름의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안전 등산에 협력해 주십시오.
● 후지산 기후는 매우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우비・방한 도구를 준비하시고 가벼운 차림으로의
등산은 삼가해 주십시오.
● 등하산로는 정해진 경로를 지키십시오. 경로를 벗어나 걷거나 휴식을 취하면 길을 잃거나 낙석의
원인이 되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 고산병이라고 생각되는 증상(두통・구토)이 있을 경우에는 무리한 등산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그룹으로 등산할 경우 일행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휴식을 취하실 때는 주위의 안전을 필히 확인하고 낙석 주의 장소 및 기타 등산자에 지장이 되는
장소 등에서는 휴식을 취하시지 마십시오.
● 낙뢰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산막 등에 피난하여 등하산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 넘어짐, 낙석 및 돌발적인 분화에 대비해 헬멧을 착용합시다.
● 하산할 때의 음료수는 필히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후지산 보전협력금은 고고메(5합목) 종합관리센터 앞, 로쿠고메(6합목) 안전지도 센터 부근,
후지호쿠로쿠 주차장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 쓰레기는 필히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 하산로의 요시다 루트・스바시리 루트의 분기점 아래에는 산막이 없습니다.
★ 후지산은 활화산입니다. 등ㆍ하산 중에 분화 경계 레벨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하산합니다.
만일 분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산막(아먀고야)이나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로 대피하여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합시다.

★로쿠고메(6합목) 안전지도센터에서 무료로 대여해드립니다!!(수량한정)
※디포짓(보증금):2,000엔➡반환시에 분실, 파손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후지산 요시다구치 하산로 7합목 공중화장실과 산막화장실에 관하여
※하산 시 화장실은 정상・본 8합목 후지산 호텔・7합목 하산로 공중화장실・6합목안전지도센터에 있습니다.
※요시다 루트 화장실의 유지관리는 후지산보전협력금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선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용하실 때는 매번 화장실ㅤ ㅤㅤㅤㅤ팁 200엔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너를 지키고 깨끗하게 사용하십시오. 요시다 루트에 있는 화장실은 24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후지산 하산로

8합목 신 분기점 안내

간판에 주의！
！

山房 下江戸屋

요시다구치 하산로

스바시리구치 하산로
※안개 등으로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