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고 매력적인 산이지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괜찮아. 
등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표고가 3000m를 넘기 때문에, 고서 순응이나 저온 
등, 저산보다 주의가 필요합니다만, 포인트를 
억누르고 능숙하게 후지 등산에 도전해 주세요.

■ 등산 시즌
·스즈리·고텐바·후지노미야 루트： 7월 10일∼9월

·요시다 루트： 7월 1일∼9월 10일 10일 ※이 기간 이외의 

등산은 적설 등에 의해 위험

■등산구와 등산루트
·후지산은 등산 루트가 4개

·루트는 색으로 구분되어 있다

·五合目 부근이 등산구

·요시다·스즈리의 시모야마도 분기에서의 길 길 주의

■등산 행정
·탄환 등산시의 부상·병의 리스크는 3배

· 서둘러 오르면 고산병의 확률이 높아진다.

·천천히 오르는 것, 숙박하고 휴식을 취한다

■ 등산에 필요한 장비
·만전의 방한 대책을

·등산용 상하 세퍼레이트의 비구

·헤드 램프나 물도 잊지 않고

※물은산장에서도구입할수있지만시모야마도에는판매하지 

않는 루트 있어. 등반으로 물을 다 사용하지 않도록!

■액세스 정보·마이카 규제
·오합째의 등산구까지 버스로 액세스 가능

※등산구까지의 도로는 등산 기간 중 마이카 규제 

실시(고텐바 입을 제외)

■조난·사고의 리스크 정보
·최단 루트에서도 등산 5시간, 시모야마 3시간

·시모야마시에 넘어짐 등에 의한 부상이 많다

·고산병에 주의! 천천히 올라가자

■긴급시의 구조에 대해서
· 조난 / 부상으로 움직일 수없는 경우 110 번 · 119 

번으로 전화

·등산 시즌 중에는 휴대전화가 통한다

■후지 등산의 룰과 매너
·동식물·용암의 채취, 낙서, 텐트 설영, 신성한 산이므로 

야외 배설은 금지

·쓰레기의 포이 버리지 않고 가지고 돌아가!

■후지산의 기상
·산정과 평지의 기온차는 20도에도!

·방한 대책과 날씨의 급변에 대비한 장비를

·등산 개시 전에는 반드시 기상 정보를 확인

■산 오두막 정보
·산장에 숙박하는 경우는 사전 예약을

·물이 귀중하기 때문에 화장실·욕조는 없다

·지불에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다

후지산에
넝마.

안전한 후지 등산의 스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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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산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내 쓰레기 봉투를 지참합시다!

후지산의 쓰레기 반입
매너 향상 캠페인 2022 실시 중

사전에 확실히 정보 수집을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시즈오카현 자연보호과 후지산·미나미알프스 보전반 TEL:054-221-3498 Mail:shizenhogo@pref.shizuoka.lg.jp

문의：인정 NPO법인 후지산 클럽 시즈오카 사무소 TEL：0544-58-9120 문의 사이트 https://is.gd/dHSRDj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가져가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가져가자!

韓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