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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스카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코스카시는� 가나가와현� 남동부� 미우라반도� 중앙부에� 위치하며 
동쪽에는�도쿄만, 서쪽에는�사가미만이�있습니다. 도쿄에서�약 �시간 
거리이면서� 일년� 내내� 온화하고�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사이클링과 
해양�스포츠도�즐길�수�있습니다.
신선한�해산물과�야채를�맛볼�수�있는�것은�물론�독특한�퓨전�향토 
음식도�즐길�수�있습니다!

　　　　　　　　　　사이클링에�대해�알아보기

스카린
시 제  � � � 주 년 ( � � � � 년 ) 을 � 기 념 하 여 � 탄 생 한  
요코스카시를�상징하는�캐릭터. 요코스카의�특징인 
‘바다’를�표현하여�머리에�올린�귀여운�요트가�매력 
포인트이다. ‘스카린’이라는�이름은�요코스카의 
‘스카’와�바다를�의미하는 ‘마린’을�합쳐�지어졌다. 
스카린을�보면�꼭�말을�걸어주세요!



요코스카�점퍼 "스카잔"

요코스카� 시내에는� 게이큐(京急)선과 JR 요코스카(横須賀)선� 두� 개의� 철도 
노선이�있으며�노선버스도�많기�때문에�각�관광�명소를�전철과�버스로�원활하게 
이동할�수�있습니다.

대중 교통 이용 방법대중 교통 이용 방법

전철과�버스�승차�요금�지불은 
PASMO 와 Suica 등 IC 카드가�편리합니다!

★ PASMO
     에�대해�알아보기

★ 전철�표�구입�방법�알아보기

※ �D 바코드�링크는 ����년 �월�자입니다.

※PASMO 및 Suica 모두�요코스카시내�전철과�버스�이용�시�사용할�수�있습니다.

★ Suica
     에�대해�알아보기

PASMO, Suica 를�이용하지�않는�경우에는 
표를�구입하세요!

버스�승차�방법�알아보기:

게이큐선 JR 선

Suica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East Japan Railway Company.PASMO

요코스카시의�역사
가마쿠라막부� 창설에� 공헌한� 미우라� 일족의� 활약 (����년경)을� 비롯하여� 에도막부 
말기 (���� 년)에는 ‘페리’가�현�요코스카시에�있는�우라가에�내항하며�이를�계기로 
일본은�개국의�길을�걸었습니다.
개국� 후에는� 일본� 최초로� 현대적� 조선소인� 요코스카제철소가� 건설되어� 일본의 
근대화를�선도하는�것과�동시에�군항�도시로서�발전했습니다.
지금도�수많은�현대�역사�유산과�해상�자위대, 미국�해군�기지가�공존하는�이국적인 
분위기가�감도는�독특한�도시입니다.

스카잔은� 요코스카를� 대표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독수리, 호랑이, 용� 등� 동양적인 
무늬의�자수가�특징인�광택�원단의�점퍼입니다.
����-��년대에�요코스카�기지�주둔�미군을�위해�일명 ‘도브이타�거리’에�있는�기념품 
가게가� 기념품으로서� 일본식� 자수를� 한� 점퍼를� 만든� 것이�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지금도 ‘도브이타� 거리’는� 스카잔을� 취급하는� 점포가� 늘어서� 오리지널� 무늬를� 주문 
제작하는�뿌리�깊은�애호가가�방문합니다.

스카잔�무늬는�다양합니다!

사진�제공은�퍼스트상회사진�제공은�퍼스트상회

꼭�보러�오세요! 당신만의�오리지널�디자인으로�주문�가능합니다!

사진�제공은�프린스상회사진�제공은�프린스상회



투어    휴식과 활동투어    휴식과 활동

사가미만, 후지산, 쇼난을�바라보는�곶에�펼쳐지는 ‘솔레이유의�언덕’. 유채꽃과�코스모스�등�사계절 
마다� 다른� 꽃을� 즐길� 수� 있는� 공원에서는� 자연과� 동물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가족끼리�하루�종일�즐길�수�있다.

자연이�맑고�아름다운�간논자키에�위치하여�절경을�자랑하는�미술관으로도�알려져�있다. 일년에 � 회 
기획전을�개최하는�것�외에�향수를�불러일으키는 ‘타니우치�로쿠로’ 작품을�비롯해�일본�근현대�미술 
작품을�상설�전시하고�있다. 이탈리아�레스토랑�등의�병설�시설도�매력적이다.

도쿄만에�떠있는�유일한�자연섬이며 
약 �� 분�배를�타고�부담�없이�방문 
할�수�있다. 낚시, 해수욕, 바비큐�등 
사계절�내내�야외�활동을�즐길�수 
있는�것은�물론�벽돌을�쌓아�만든 
터널이나�포대�흔 적도�남 아 있어 
탐험하는�기분을�맛볼�수�있다.

아라사키공원

 간논자키�자연�박물관

 간논자키등대

주소
오시는�길

개원�시간

나가이 � 쵸메

�～��월 �:�� ‒ ��:�� / ��～� 월 �:�� ‒ ��:��
(※ 계절에�따라�변경�될�수�있음)

카모이 �-�

��:�� ‒ ��:��

사루시마 �번 (사루시마), 오가와초 �� (미카사산바시)

�～��월은 �:�� ‒ ��:��, ��～�월은 �:�� ‒ ��:�� 
매시 �� 분에�출발 (모두�미카사산바시에서의�출항�시간)
(※ 기상 · 해상�등으로�인해�결항�될�수�있음)

‘요코스카추오(横須賀中央)역’(KK��) 하차�후�도보 ��분 (미카사�산바시까지) 
(※ 미카사산바시에서�배로 �� 분)

요코스카�미술관바다를� 비롯한� 풍부한� 자연이� 둘러싸는� 요코스카를� 산책하면� 심신이� 치유가 
됩니다. 이러한�환경�속에서�휴식하면서�다양한�체험에도�도전하여�멋진�추억을 
만들어보세요.

기재된�소요�시간은�기준에�불과하며�시기�및�도로�상황, 날씨, 보행�속도�등에�따라�달라집니다.

출발
미사키구치
(三崎口)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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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사루시마(원숭이섬)

나가이우미노테�공원�솔레이유의�언덕

미사키구치
(三崎口)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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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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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마보리카이간
(馬堀海岸)역

��
분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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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
분

요코스카추오
(横須賀中央)역

��
분

��
분

도보도보

페리페리

&&

도보

도보

(三崎口)ʻ미사키구치(三崎口)역'
에서�하차

��
분

투어�끝

주소
오시는�길

영업�시간

휴관

주소
오시는�길

운항�시간

‘미사키구치(三崎口)역’(KK��)에서 ‘솔레이유노�오카(ソレイユの丘)행’ 버스를�타고  
‘솔레이유노오카(ソレイユの丘)’ 하차�후�바로

‘마보리카이간(馬堀海岸)역’(KK��)또는 ‘요코스카(横須賀)역’（JO��）에서 
‘간논자키(観音崎)행’ 외�버스로 ‘간논자키�게이큐�호텔・요코스카�미술관�앞
(観音崎京急ホテル・横須賀美術館前)’ 하차�후�도보 �분

매월�첫째　주�월요일 (다만�공휴일의�경우는�개관), �� 월 
�� 일～� 월 � 일, 기타�임시�휴관�있음

 ʻ솔레이유노오카
（ソレイユの丘）’에서�하차
 ʻ솔레이유노오카

（ソレイユの丘）’에서�하차

(観音崎京急ホテル・
横須賀美術館前)

ʻ간논자키�게이큐�호텔・
요코스카�미술관�앞
(観音崎京急ホテル・
横須賀美術館前)'
에서�하차

(横須賀中央)
ʻ요코스카추오
(横須賀中央)역’
하차



지금부터�약 ��� 년�전, 메이지�유신�이후�일본에서는�근대화가�이루어졌습니다. 
그� 역사의� 로망은� 요코스카�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명소와� 신사� 불각을 
돌아다니면서�요코스카의�향수를�직접�느껴보세요.

차키라코 · 미사키�쇼와관
차키라코는�풍어, 풍작과�장사�번성�등을�기원하며�춤을�추는�전통�예능이며�유네스코�무형�문화 
유산에� 등록되어� 있다. 차키라코 · 미사키� 쇼와관는� 나그럽고� 유서� 깊은� 정통가옥을� 개장하여　
차키라코에�관한�자료와�의상,  미사키의�쇼와의�생활�모습이�전시되어있다.

우라가�항구를�사이에�두고�서쪽과�동쪽에�신사가�마주보고�있다. 일본어로 “叶う(가나우)”는�소원이“이루어지다”라는 
뜻을�가진다. 거기서�이름이�지어진�가노(叶)신사는�영적인�기운을�얻을�수�있는�곳으로도�인기가�많다. 니시카노신사의 
곡옥(勾玉)을�히가시카노신사의�부적�봉투에�넣고�갖고�다니면�연애를�비롯한�다양한�인연을�얻을�수�있다고�한다.

[동(東)] 히가시우라가 �-��-��, ‘우라가(浦賀)역’ 
(KK��)에서 ‘간논자키(観音崎)행’ 외�버스를�타고 ‘신초(新
町)’ 하차�후�도보 �분

우라가�나룻배
항구를� 경계로� 동서로� 나눠진� 우라가� 마을을 
연결하는�나룻배는�관청이�우라가에�설립된�지 
얼마� 안� 된� 교호（享保） �� 년 (����년)때부터 
시작된�오랜�역사를�가지고�있다. 약 � 분의�유람은 
우라가�조선소�부지에�세워진�크레인과�독（dock）
을�바다에서�바라�볼�수�있다.

우라리　마르쉐（수산시장）

가이난（海南）신사
주소

오시는�길

영업�시간 휴관

미우라시(市) 미사키 �-��-�

��:�� ‒ ��:��

주소
오시는�길

이나오카초 ��-�� (미카사�공원�내)

�:�� ‒ ��:�� (계절에�따라�다름)  (※ 최종�입장은�폐관 ��분�전)

휴관
관람�시간

�� 월 ��～�� 일

수，목요일

도보

주소�및�오시는�길

주소�및�오시는�길

운항�시간
휴항

【서쪽�나루터】 

【동쪽�나루터】

�:�� ‒ ��:�� (※ ��:�� ‒ ��:��는�운휴)

�� 월 �� 일～� 월 � 일 (※ 악천후�등으로�인해�임시�휴항될�수�있음)

쓰 시 마 � 해 전 에 서 � 연 합 � 함 대 의  
기함으로서�러시아�해군인�발틱�함대를 
격파하고�대승리를�거둔�일본의�귀중한 
역사�유 산. 현존하 는�세계에서�가장 
오래된�강철�전함이며�세계 �대�기념�함 
중�하나이다.

[서(西)] 니시우라가 �-�-��, ‘우라가(浦賀)역’(KK��)에서 
‘게이큐�구리하마(京急久里浜)역행’ 외�버스를�타고 ‘곤야초
(紺屋町)’ 하차�후�도보 �분

주소�및�오시는�길

출발
미사키구치
(三崎口)역

미사키구치
(三崎口)역 �

분

�
분

��
분

�
분

우라가(浦賀)역

��
분

��
분

��
분

도보  또는  버스 

요코스카추오
(横須賀中央)역

세계 �대�기념함(艦) '미카사'

니시카노(西叶)신사 / 히가시카노(東叶)신사

우라가(浦賀)역

투어�끝

��
분

��
분

도보

ʻ미사키코(三崎港)’
에서�하차

ʻ미사키구치(三崎口)역'
에서�하차
ʻ미사키구치(三崎口)역'
에서�하차

�
분

�
분

히가시카노�신사히가시카노�신사

It takes about � minutes each way.

�
분

East

West

기재의�소요�시간은�기준에�불과하며�시기�및�도로�상황, 날씨, 보행�속도�등에�따라�달라집니다.

�
분

�
분

�
분

투어    역사를 느끼다투어    역사를 느끼다

‘미사키구치（三崎口）역’(KK��)에서 ‘미사키코（三崎港）행’ 외�버스를�타고 ‘미사키코（三崎港）’하차 
후�도보 �분

니시우라가 �-�-��, ‘우라가(浦賀)역’(KK��)에서 ‘게이큐쿠리하마(京急久里浜)역행’ 외�버스를�타고 
‘곤야초(紺屋町)’ 하차�후�바로
히가시우라가 �-��-��, ‘우라가(浦賀)역’(KK��)에서 ‘간논자키(観音崎)행’ 외�버스를�타고 ‘신초(新町)’ 
하차�후�도보 �분

‘요코스카추오(横須賀中央)역’(KK��)에서�도보 ��분�또는 ‘요코스카(横須賀)역’(JO��)에서�미카사�순환 
버스를�타고 ‘미카사공원(三笠公園)’ 하차, 기타�노선�버스를�타고 ‘오다키초(大滝町)’ 하차�후�도보 �분

(紺屋町)ʻ콘야초(紺屋町)’
에서�하차

우라가�나룻배
(서쪽�나루터)
우라가�나룻배
(서쪽�나루터)

우라가�나룻배 
(동쪽�나루터)
우라가�나룻배 
(동쪽�나루터)

(新町)ʻ신초(新町)’에서
버스�승차

니시카노�신사니시카노�신사



중앙 지역중앙 지역

YOKOSUKA군항�투어
미 국 � 해 군 과 � 해 상 � 자 위 대 � 기 지 가 � 있 는 � 요 코 스 카 항 과  
나가 우 라 항 을 � 둘 � 다 � 방 문 할 � 수 � 있 는 � 크 루 즈 투 어이 다.  
요코스카에서만�누릴�수�있는�이�특별�코스에서는�미국과�일본 
두�나라의�함선을�가까이서�볼�수�있다.

일본과�미국의�함선이�보이는�항구를�배경으로�약 �,��� 그루의 
장미가�피는�프랑스식�정원이다. 해변에는�산책로가�있으며 ��� 
여종의�장미를�보면서�산책을�즐길�수�있다.

요코스카�중심상가인�이�지역에서는�군항도시로서�발전해온�요코스카의�역사를�직접 
경험할�수�있습니다

주소
오시는�길

운항�시간
휴항

혼초 �-�-��

없음  (※ 기상 · 해상�등으로�인해�결항이�될�경우�있음)

‘시오이리(汐入)역’(KK��)에서�도보 �분�또는 ‘요코스카(横須賀)역’
(JO��)에서�도보 ��분

구리하마�꽃의�나라
푸른�자연과의�만남을�만끽할�수�있는 '꽃'을�테마로�한�공원이다. 
봄에는� 양귀비,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사계절 
통해� 계절의� 꽃들을� 즐길� 수� 있다. 그� 외에� 허브원과� 족욕, 
어드벤처�랜드�등�즐거운�시설도�많다.

개국에�연고가�깊은�구리하마（久里浜）와�우라가（浦賀），그리고�바다에�접한�녹음이 
우거진� 구릉지에� 미술관과� 호텔， 온천� 시설� 등이� 있는� 간논자키（観音崎）등이 
있습니다．

주소
오시는�길

신메이초 �
‘게이큐�구리하마(京急久里浜)역’(KK��) 또는 ‘구리�하마(久里浜)역’(JO��)에서�도보 ��분

하시리미즈�신사
야마토타케루(日本武尊)와� 오토타치바나히메(弟橘媛命)를 
제신으로�모시는�신사이다. 연애�성취와�인연�맺기로�유명하고 
영적인�효험이�있는�장소 ‘파워스폿(power spot)’로도�화제를 
모으고�있다.

주소
오시는�길

하시리미즈 �-��-�
‘마보리카이간(馬堀海岸)역’(KK��) 또는 ‘요코스카(横須賀)역’（JO��）에서 ‘간논자키(観音崎)행’　버스를�타고
‘하시리미즈신사（走水神社）’ 하차　후�도보 �분

쓰쿠이하마�관광�농원
미우라반도의� 온화한� 날씨를� 누리는� 농원이다. 봄에는� 딸기 
따기, 가을에는�감귤�따기와�고구마�캐기�등�수확�체험을�즐길 
수�있다. 안내소에서는�야채와�장아찌, 딸기잼�등도�직매한다.

주소
오시는�길

쓰쿠이 �-��-��

영업�시간�및�휴무 계절에�따라�다름
(※ 그�해�육성�상황에�따라�개원�시간�등이�변경�될�수도�있으므로�문의�필요)

‘쓰쿠이하마（津久井浜）역’(KK��)에서�도보 ��분

도브이타거리
일본과�미국�분위기가�융합된�상점가이다. 군사�용품�및�스카잔 
등의�기념품�가게와�요코스카�음식을�맛볼�수�있는�음식점�등이 
늘어서� 있다. 원샷바도� 많아� 바� 초보자도� 부담� 없이� 들를� 수 
있다.

주소
오시는�길

영업�시간�및�휴무

혼초 �-�

점포에�따라�다름

‘시오이리（汐入）역’(KK��) 부근, 또는 ‘요코스카(横須賀)역’(JO��)에서 
도보 ��분

미카사�공원
공원에는� 세계 �대� 기념함� 중� 하나인 ‘미카사’가� 보존되어� 있다.  그� 외에도 
음악에�맞춰�춤추는�분수와�역동적인�벽천, 높이가 ��m 되는�기념비�등이 '물과 
빛, 그리고�소리’라는�주제로�다수�점재하며�예술과�역사를�직접�느낄�수�있다.

베르니�공원

주소
오시는�길

개원�시간

이나오카초 ��

�～�� 월 �:�� ‒ ��:�� / ��～� 월 �:�� ‒ ��:��

‘요코스카추오(横須賀中央)역’(KK��)에서�도보 ��분�또는 ‘요코스카
(横須賀)역’(JO��)에서�미카사순환버스를�타고 ‘미카사공원(三笠公園)’
하차�후�바로, 기타�노선�버스를�타고 ‘오다키초(大滝町)’ 하차�후�도보 �분

주소
오시는�길

시오이리초 �-�
‘시오이리（汐入）역’ (KK��)에서�도보 �분�또는 ‘요코스카
(横須賀)역’(JO��)에서�도보 �분

동쪽 지역동쪽 지역

��:�� ‒ ��:��, 매시 �� 분에�출발  (※ 임시�운행이�있을�수�있기�때문에�확인�필요)



서쪽 지역서쪽 지역

요코스카�창포원

전국� 유수의� 규모를� 자랑하는� 창포원은 �월� 하순부터 �월 

하순이�되면 ���종, �� 만�그루의�꽃창포가�다투어�핀다. 또한 �� 

종의�등나무는�다른�곳에서는�보기�드문�입목모양과�아치형으로 

즐길�수�있다. 그�외에도�진달래와�수국�등�다양한�꽃을�사계절 

내내�꽃을�관람할�수�있다.

오구스야마
미우라반도의�최고봉(���m)이다. 정상에는�전망대가�있으며 

미우라반도는� 물론� 후지산과� 이즈반도, 보소반도까지를� 담은 

���°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 개성� 넘치는 �개의� 코스가� 있어 

등산객들에게�인기가�많은�산이다.

주소
오시는�길

영업�시간

아베쿠라 ��-�

�～� 월 �:�� ‒ ��:�� / �～� 월 �:�� ‒ ��:��
휴무 �～� 월은�무휴, �～� 월은�매주�월요일 (공휴일인�경우는�그�다음날), 공휴일�다음날, 연말�연시

‘기누가사(衣笠)역’(JO��)에서 ‘창포원순환’버스를�타고 ‘창포원(しょうぶ園)’하차�후�도보 �분�또는 ‘시오이리 (汐入)역’
(KK��)에서 ‘이케가미�경유�기누가사역행’ 버스를�타고 ‘이케가미�중학(池上中学)’ 하차�후�도보 ��분

오시는�길 【오구스아시나구치�코스】 ‘즈시(逗子)역’(JO��) 또는 ‘즈시・하야마
(逗子・葉山)역’(KK��)에서 ‘오구스아시나구치행’ 버스를�타고 
‘오구스아시나구치(大楠芦名口)’ 하차 (정상까지�약 ��분)
※ 그�외 �개�코스가�있음 (쓰카야마 · 아베쿠라, 마에다바시, 
기누가사, 쇼난�국제�마을)

다테이시�공원
해안에�돌출�된�높이 ��m, 둘레�약 ��m의�큰�기암 '다테이시'를�비롯한�아름다운�해안의 

경치로�알려져�있다. 에도�시대를�대표하는�우키요에(일본�풍속화) 화가 ‘우타가와�히로시게’

도�이�절경을�그림으로�남겼다. 후지산과�에노시마를�바라다보는�사가미만에�지는�석양은 

한번쯤은�들려봐야�될�곳이다.

주소
오시는�길

아키야 �-�
‘즈시・하야마(逗子・葉山)역’(KK��) 또는 ‘즈시(逗子) 역’(JO��)에서 "나가이(長井)행’외�버스를�타고 ‘다테이시(立石)’ 
하차�후�바로

요코스카시� 서쪽은� 사가미만에� 접하여� 풍부한� 자연을� 품고 
있다. 쇼난(湘南)으로� 이어지는� 해안선은� 석양� 절경� 명소로 
인기를�얻고�있다.



기념품기념품

요코스카�해군�카레�본점

주소

영업�시간

와카마쓰초 �-��-�

�:�� ‒ ��:�� 휴무  � 월 � 일 ～ � 일

요코스카�기념품�매장�프라임점
주소

영업�시간

와카마쓰초 �-� 프라임 �F

��:�� ‒ ��:��

영업�시간

휴무   � 월 � 일 ～ � 일, 프라임�휴관일

중앙�지역

도브이타�지역

함매니아�요코스카
주소

영업�시간

혼초 �-��

��:�� ‒ ��:�� 휴무 없음

도브이타�스테이션
주소

오시는�길
혼초 �-�

휴무 월 · 화 · 수

‘시오이리（汐入）역’ (KK��)에서�도보 ５분�또는 
‘요코스카(横須賀)역’(JO��)에서�도보 １５분

오시는�길 ‘요코스카추오(横須賀中央)역’(KK��)에서�도보 �분

 ‘요코스카추오(横須賀中央)역’(KK��) 동쪽�출구�부근오시는�길

오시는�길 ‘시오이리（汐入）역’ (KK��)에서�도보 ６분

영업�시간 �:�� ‒ ��:��

서쪽�지역
스카나곳소 (농산물�직판장)
주소

오시는�길
나가이 �-��-��

휴무 수요일 (공휴일인�경우는�영업)

‘미사키구치(三崎口)역’(KK��)에서 ‘아라사키（荒崎）
행’기타�버스를�타고  ‘고네기시(小根岸)’ 하차�후�도보 �분

다양한 요코스카 기념품!

목 · 금 ��:�� ‒ ��:�� / 토 · 일 · 공휴일 ��:�� ‒ ��:��



■ 해산물

도쿄만과�사가미만, 두�개�바다에�둘러싸인�요코스카는�해산물이�풍부하다. 또한�온난한 
기후�아래�바다의�미네랄을�받고�자란�채소는�다채롭고�신선�그�자체이다. 바다와�육지가 
선물해준�식재료의�보고인�요코스카에서�다양한�먹거리를�모두�맛보세요!

신선도가�뛰어나고�도쿄만과�사가미만, 각�바다의�매력을�맛볼�수�있습니다!

바닷�바람이�키운�야채는�진하게�응축된�깊은�맛입니다

■ 야채

■제철�과일

요코스카 3대 먹거리

요코스카�해군�카레는�메이지�시대의�일본�해군이�남긴�레시피를�바탕으로�당시의�맛을 
충실하게�재현한�카레이다. 시내�지정점  (약 �� 점포)에서만�맛볼�수�있으며�우유와 
샐러드를�곁들여�제공되는�것이�특징이다.

부드러운�촉감, 갚은�향기, 

달콤한�육즙!

요코스카의
육지와 바다가 주는 선물!

요코스카
체리 치즈케이크

요코스카
네이비 버거

음식점�및�술집 산지�및�판매장

요코스카 먹거리!

지방�농수산물�취급�점포는�이쪽 ⇒

요코소카 해군 카레



꽃 달력꽃 달력 오시는�길
시내�곳곳에�꽃구경�명소가�있어�사계절�내내�다양한�꽃을�즐길�수�있습니다.

➁매화 ➂유채꽃 ➃벚꽃

 (게이큐(京急)선 : KK, JR 요코스카(横須賀)선 : JO)

➄진달래 ➅등나무 ➆네모필라 ➇양귀비

➈장미 ➉창포 ⑪해바라기 ⑫코스모스

➀수선화
●  다우라 우메노사토 ●  솔레리류의 언덕

●  오오구스야마 산
●  기누가사야마 공원
●  쓰카야마 공원
●  후나코시난고 공원
●  하시리미즈 수원지

●  창포원
●  간논자키 공원
●  키타시타우라 해안거리

●  창포원 ●  솔레이유의 언덕
●  구리하마 꽃의 나라

●  구리하마 꽃의 나라●  오타와 진달래 언덕
●  다케야마 산
●  쇼난 국제 마을

●  창포원 ●  솔레이유의 언덕
●  구리하마 꽃의 나라
●  간논자키 공원

●  오오구스야마�산
●  구리하마�꽃의�나라
●  솔레이유의�언덕

●  베르니 공원

시나가와(品川)역
(KK��, JO��)

하네다공항
제 � 터미널역

(KK��) 게이큐선  (쾌특) 약 ��분

JR 요코스카선
약 ��분

게이큐선 
 (쾌특) 
약 ��분

게이큐선 (쾌특) 약 ��분 JR 요코스카선
약 ��분

요코하마(横浜)역
(KK��, JO��)

요코스카추오(横須賀中央)역
(KK��)

요코스카(横須賀)역
(JO��)

도쿄(東京)역
(JO��)

JR 요코스카선
약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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