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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지역 명칭 전화번호 맵코드

시즈오카
역 주변

시즈오카현청전망대 토 일 공휴일 휴무( - , )ロビ岡県庁展望 - 25 496 762*06
아오바요코초 개의 시즈오카 오뎅 가게들이 모여 있음( -20 )横丁 054-221-7400 25 496 215*47
시즈오카 호비 스퀘어 매주월요일 휴무 시즈오카 전통공예( - -ホビ スクエア岡
품 전시) 054-289-3033 -

순푸성공원 매주월요일 휴무 도쿠가와이에야스가 노후를( - ,12/19~1/3 -府城公園
보낸 곳으로 현재는 성터가 공원으로 조성되어있음 ) 054-221-1121 25 526 070*88

시즈오카 센겐신사 매주월요일 휴무 중요문화재 등록( - - )岡浅 神社 054-245-1820 25 525 552*63

중부
지역

에스펄스 드림플라자 쇼핑 레스토랑 영화 오락시설(S-PULSE DREAM PLAZA- / / / )
054-354-3360 25 629 795*74치비마루코랜드 애니메이션 치비마루코쨩의 테마문화공간( - )ちび ちゃんランド丸子

스시 요코초 개의스시점포가모인 스시 음식점( -10 )すし横丁
구노잔 동조궁 도쿠가와이에야스를 모시는 신사 국보지정됨( - , )久 山東照宮 054-238-8833 25 438 805*30
오차노사토 매주 화요일 휴무 녹차밭( - /12/29~1/3 - )お の 0547-46-5588 83 826 313*52
그린피아 마키노하라 매주화요일 휴무 녹차밭( - ,12/28~1/4 - )グリンピア の牧 原 0548-27-2995 83 567 369*71
도카이대학 자연사박물관（ ）東海大学 然史博物 054-334-2385 -

서부
지역

하마마츠성( )浜松城 053-453-3872 26 162 010*00
하마마츠시 악기박물관 매월 째주 수요일 휴무( - 2,4 ,12/29~1/3 )浜松市 楽器博物 053-451-1128 26 133 359*44
엑트시티 종합문화센터( - )アクトシティ 053-451-1111
칸잔지로프웨이 호수를 건너는 케이블 카( - )かんざんじロ プウエイ 053-487-2121 43 359 220*44
하마나코 가덴 파크 휴무 식물원 전망대 있음( -12/29~1/3 - / )ガ デンパ ク浜名湖 053-488-1500 43 177 188*88
가케가와성 휴무( -12/30~1/1 )掛川城 0537-22-1146 -
가케가와 화조원 일본 최대의 버드 파크( - )掛川 園 0537-62-6363 83 632 006*52

후지
지역

시로이토노 폭포( )の白 滝 - 72 821 064*14
고텐바 프리미엄 아울렛 월 번째목요일 휴무( -2 3 )プレミアム アウトレット御殿場 0550-81-3122 -
후지산 혼구 센겐 타이샤( )富士山本宮浅 大社 0544-27-2002 72 493 559*30
후지 사파리파크( )サファリパ ク富士 055-998-1311 50 674 831*47
그린파유원지 ぐりんぱ（ ） 055-998-1111 50 674 831*47
쿠레마치스 언덕 クレマチスの（ ）丘 055-989-8787 -
후지 카쵸엔 비밀의화원( )（ ）富士 園 0544-52-0880 -

이즈
지역

슈젠지절( )修禅時 0558-72-0053 -
연인의 곶 코이비토 미사키( - )恋人岬 0558-99-0026 -
토이킨잔 금광( - )土 山 0558-98-0800 248 845 525*03
아타미성( )熱海城 0557-81-6206 116 653 118*47
아타미 게이기겐반 매주 토 일 회 분 공연 게이샤공연( , 11:00~1 30 : ) 0557-81-3575 116 624 870*88

미술관MOA (MOA ) 0557-84-2511 -
토카이칸 이토시 지정문화재( - )東会 0557-36-2004 116 207 277*52
슈젠지 무지개마을 자연테마파크- )の（修善寺 0558-72-7111 116 188 7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