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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시마현 주요 야구· 축구 관련 시설

남북 600km 스포츠 아일랜드 가고시

© 2018 KAGOSHIMA UNITED FC



  R E L A T E D  F A C I L I T I E S

【이용실적】
  <캠프> 넥센 히어로즈(마무리 캠프), 사회인, 
  대학 야구, 여자 실업 소프트볼 팀 (스프링캠프) 등
  <개인 훈련> 한신 타이거즈 요코타 선수 

■　히오키시 이쥬인 종합 운동공원 등

운동 광장운동 광장

이쥬인 야구장

고즈루 돔

【이용실적】
 교토상가 FC,비셀 고베, 마쓰모토 야마가 FC등

■　가고시마 겐코노모리 공원

【이용실적】
 시미즈 에스펄스, 비셀 고베, 사간 토스 등 

■　가고시마 후레아이 스포츠 랜드

【이용실적】
  마쓰모토 야마가 FC, 연변 부덕FC(중국 수퍼리그) V
  대전 시티즌(한국 K리그) 등

■　현립 축구·럭비장

가고시마현 주요 야구· 축구 관련 시설

시미즈 에스펄스
ⒸS-PULSE

잔디 광장

시미즈 에스펄스
© S-PULSE

가고시마 유나이티드 FC
© KAGOSHIMA UNITED FC

【축구】
●잔디광장 사철 잔디: 2면 　●흙 운동장: 2면 
●실내 운동장 (인조잔디+모래) 풋살:2면 

【축구】
●천연 잔디 그라운드(사철잔디) :2면 
●인조잔디 그라운드:1면

【축구】
●운동 광장:　1면　●체육관
●실내 수영장

【야구】
●이쥬인 야구장 (좌우 95m, 중앙 120m)
※투구연습장 (4인용) 각종 네트 있음
　인접한 ‘유스인’에 웨이트장 있음.
●체스토 고즈루 돔 (풋살 2면) 
※실내 연습장(배팅연습 가능) 투구연습장 있음
●유노모토 구장 (2017년 8월 전면 보수 공사 착공)
   (좌우 92m 중앙 120m)
※보조구장, 투구연습장(4인용), 피칭머신 있음
●고케케돔 (39mX49m)
※실내 연습장, 배팅 가능. 각종 네트 있음

사철
잔디 

사철
잔디 

사철
잔디 

BASEBALL     /  SOCCER

  

가모이케 돔 가모이케 야구장

가모이케 야구장 시라나미 스타디움

시라나미 스타디움(가모이케 육상경기장)

【이용실적】
  지바롯데 마린즈, 롯데 자이언츠 
  (마무리, 스프링캠프), kt위즈, 
  기아타이거즈 (스프링캠프), 
  WBC중국  대표팀  (1라운드 사전 캠프)

■　현립 가모이케구장 등

【이용실적】
  (시라나미 스타디움, 가모이케 보조경기장) 
  쥬빌로 이와타, 마쓰모토 야마가FC 등
  (가모이케돔)
  마츠모토 야마가FC (우천시)

©JUBILO IWATA

가모이케 운동공원

시라나미 스타디움
(가모이케 보조경기장) 

가모이케 육상경기장 

테니스 코트

가모이케 야구장

배치도

【야구】
●현립 야구장 (좌우 98m 중앙 122m)
※불펜(지붕 있음, 4인용), 배팅 연습장(지붕 있음, 3인용)
●가모이케 시민구장(좌우 93m 중앙 120m)
※불펜 (지붕 있음, 2인용), 네트 16대
●가모이케 돔 (배팅 연습 가능)
※실내 운동장 (50mX60m), 불펜(3인용), 웨이트장 있음

【축구】
●시라나미 스타디움 (가모이케 육상 경기장)
   사철잔디:　1면 
●가모이케 보조 경기장:　1면
●가모이케 돔
　운동장(50mX60m 인조잔디)
   웨이트장 있음

나카사쓰마 지역 
NAKASATSUMA

사철
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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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마치다 젤비아, 에히메 FC, 기라반츠 기타큐슈 등  

J리그 팀 캠프에도 이용 

【이용실적】
  FC마치다 젤비아, 에히메FC, 기라반츠 기타큐슈 등 
  J리그 팀 캠프에도 이용

■　호쿠사쓰 광역공원 다목적광장

【이용실적】
  FC마치다 젤비아, 에히메FC, 기라반츠 기타큐슈 등 

■　가구야히메 그라운드

기타 사쓰마 지역
KITASATSUMA

  

사쓰마센다이시 종합 운동공원 야구장사쓰마센다이시 종합 운동공원 야구장

【이용실적】
  <캠프> 지바 롯데 마린즈 2군 (스프링캠프)
  SK와이번스 (마무리캠프) 
  <개인훈련>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스기우치 
  투수 등

■　사쓰마센다이시 종합 운동공원

투구·타격 연습장 

미나미사쓰마 지역
MINAMISATSUMA

  【이용실적】
  가타레 도야마 

■　현립 후키아게하마 해변공원

【이용실적】
  베갈타 센다이, FC마치다 젤비아, 카타레 도야마, 
  가마타 마레 기후 등 

■　인터내셔널 골프리조트 교세라 IGR

【이용실적】
 가고시마 유나이티드 FC
 울산 현대 (한국 K리그) 등 

■　이브스키 지역 운동시설

S P O R T S  I S L A N D

로앗소 구마모토 
© AC KUMAMOTO

K A G O S H I M A  

이브스키 시영 야구장
이브스키 시영 육상경기장

선시티 홀 이브스키 

시민회관

이브스키 종합 체육관 

궁도장 

이브스키 테니스장 

배치도

선시티 홀 이브스키 선시티 홀 이브스키 

【야구】
●야구장 (좌우 97.4m, 중앙 122m)
※투구연습장 인접해 있음 (투구5인용, 타격 2인용),
   피칭머신 2대, 각종 네트, 자유 광장 있음. 
●선 돔 센다이 (3,600 ㎡) 
※투구연습장 3인용, 피칭머신 있음.
●스포츠 교류 연수센터
(본격적인 스포츠 합숙시설. 수용인원 65명)

【축구】
●사철 잔디:1면 
●수영장 25mX6코스 (실내, 온수)

【축구】
●사철잔디 :2면 

【축구】
●사철잔디:1면

【축구】
●축구장 인조, 사철잔디 병용 3면 
●운동 광장: 1면 
   근처에 ‘가쿠이다 축구경기장(인공잔디 2면)’
   도 있음.

【야구】【축구】
●이브스키 시영 육상경기장
　축구장 1면（잔디）
●선시티 홀 이브스키
　야구 캠프 실내연습장으로 이용가능 
   다목적경기장 (지붕있음, 인조잔디, 풋살 1면)
 

이브스키 시영 육상경기장이브스키 시영 육상경기장

사철
잔디 

사철
잔디 

사철
잔디 

사철
잔디 

3



FC마치다 젤비아, 에히메 FC, 기라반츠 기타큐슈 등  

J리그 팀 캠프에도 이용 

【이용실적】
  FC마치다 젤비아, 에히메FC, 기라반츠 기타큐슈 등 
  J리그 팀 캠프에도 이용

■　호쿠사쓰 광역공원 다목적광장

【이용실적】
  FC마치다 젤비아, 에히메FC, 기라반츠 기타큐슈 등 

■　가구야히메 그라운드

기타 사쓰마 지역
KITASATSUMA

  

사쓰마센다이시 종합 운동공원 야구장사쓰마센다이시 종합 운동공원 야구장

【이용실적】
  <캠프> 지바 롯데 마린즈 2군 (스프링캠프)
  SK와이번스 (마무리캠프) 
  <개인훈련>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스기우치 
  투수 등

■　사쓰마센다이시 종합 운동공원

투구·타격 연습장 

미나미사쓰마 지역
MINAMISATSUMA

  【이용실적】
  가타레 도야마 

■　현립 후키아게하마 해변공원

【이용실적】
  베갈타 센다이, FC마치다 젤비아, 카타레 도야마, 
  가마타 마레 기후 등 

■　인터내셔널 골프리조트 교세라 IGR

【이용실적】
 가고시마 유나이티드 FC
 울산 현대 (한국 K리그) 등 

■　이브스키 지역 운동시설

S P O R T S  I S L A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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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사철 잔디:1면 
●수영장 25mX6코스 (실내, 온수)

【축구】
●사철잔디 :2면 

【축구】
●사철잔디:1면

【축구】
●축구장 인조, 사철잔디 병용 3면 
●운동 광장: 1면 
   근처에 ‘가쿠이다 축구경기장(인공잔디 2면)’
   도 있음.

【야구】【축구】
●이브스키 시영 육상경기장
　축구장 1면（잔디）
●선시티 홀 이브스키
　야구 캠프 실내연습장으로 이용가능 
   다목적경기장 (지붕있음, 인조잔디, 풋살 1면)
 

이브스키 시영 육상경기장이브스키 시영 육상경기장

사철
잔디 

사철
잔디 

사철
잔디 

사철
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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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후와 풍부한 자연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십시오.

겐코노모리 야구장

【이용실적】
 <캠프> 사회인, 대학 야구팀 (스프링캠프) 등 
 <개인훈련> 홋카이도 일본 햄 파이터스 콘도 선수·
 건 타니 선수·타카나시 선수·마츠모토 선수·
 카미사와 선수·와타나배 선수·히라누마 선수 

■　아마기쵸 종합 운동 공원

아마미군도 지역
aMAMIGUNTOU

나세 운동공원 야구장 

【이용실적】
 <캠프> 요코하마 DeNA베이스타스(가을)
 사회인, 대학야구 팀(스프링캠프) 등
 <개인훈련> 요미우리 자이언츠 사이토 투수, 
 무라타선수, 
 한신타이거즈 시모야나기 투수 

■　나세 운동공원

【이용실적】
   <캠프> 사회인, 대학야구 (스프링캠프) 등 
   <개인훈련>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쓰루오카선수, 지바롯데 마린즈 오오미네선수 

■　도쿠노시마쵸 겐코노모리 종합 운동공원

가노야시 평화공원  

기리시마·아이라 지역
kirishima/aira

  

고쿠부 운동공원 다목적 광장

아이라시 종합운동공원

【이용실적】
 <캠프> 두산베어스, 대학 야구 팀 (스프링캠프)등
 <개인훈련>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가와사키 
 선수

■　아이라시 종합 운동공원 

아이라시 종합운동공원 야구장 

【이용실적】
  <캠프> 사회인, 대학야구팀 
  소프트볼 실업팀
  제이리그 팀 

■　기리시마시 고쿠부 운동공원

【이용실적】
  산프레체 히로시마, 교토 상가 FC, V파렌 나가사키, 
  오이타 트리니타, 후지에다 MYFC, FC서울

고쿠부 운동공원 육상경기장

아마기쵸 종합 운동 공원 야구장아마기쵸 종합 운동 공원 야구장

나세 운동공원 실내운동장 

실내 운동장

아마미오시마 아마미오시마 

기카이지마기카이지마

가케로마지마가케로마지마

도쿠노시마도쿠노시마

오키노에라부지마 오키노에라부지마 

요론도요론도

불펜

고쿠부운동공원 고쿠부 구장

【야구】
●고쿠부구장 (좌우 99m 중앙 122m)
●다목적 실내 운동장 (풋살 1면)
※피칭 네트 (1대)
   배팅 네트 (8대) 있음

【축구】
●육상경기장: 1면
●다목적 광장: 1면
●다목적 실내운동장 (인조잔디+모래) 
   풋살:1면 

【야구】
●야구장(좌우95m, 중앙 120m)
※배팅 게이지 (3대) 투구연습장(4인용)
●실내 야구 연습장 (30mX15m)
●다목적 광장 (흙, 축구 1면)

  

【야구】
●야구장 (좌우 100m, 중앙 120m)
※불펜 (8인용),피칭 머신 (실내·외 이용 가능),
   각종 네트, 웨이트장 있음 
    (종합체육관 내), 다목적 광장 있음
●실내운동장 (50mX50m)

【야구】
●야구장(좌우 95m, 중앙 120m)
※배팅게이지 (3대), 
   피칭머신(2대), 각종 네트 (20대), 병설 불펜(4인용)
●실내 운동장: 전면 인조잔디, 총면적 1,308㎡
●육상경기장(야구 1면)

【야구】
●야구장 (좌우 95m 중앙 120m)
※불펜 (4인용) 배팅게이지 (3대)
   피칭 머신(2기)·각종 넷·트레이닝 룸(체육관내)·
   다목적 광장 있어
●실내 연습장 (게이트볼 2면, 테니스코트 1면)

사철
잔디 

사철
잔디 

가노야시 평화공원 실내연습장

오스미 지역 
osumi

  

【이용실적】
 <캠프> 한국 고등학교 야구팀 (스프링캠프) 등
 <개인 훈련> 한신 타이거즈 야마토 선수 

■　가노야시 평화공원 

가노야시 평화공원 야구장 가노야시 평화공원 야구장 

【야구】
●야구장
   (좌우 98m,중앙 122m)
※투구연습장 (2인용) 있음 
●실내연습장 (43.2mX48.1m)
※피칭머신 2대, 각종 네트 있음. 배팅 연습 가능 

5



좋은 기후와 풍부한 자연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십시오.

겐코노모리 야구장

【이용실적】
 <캠프> 사회인, 대학 야구팀 (스프링캠프) 등 
 <개인훈련> 홋카이도 일본 햄 파이터스 콘도 선수·
 건 타니 선수·타카나시 선수·마츠모토 선수·
 카미사와 선수·와타나배 선수·히라누마 선수 

■　아마기쵸 종합 운동 공원

아마미군도 지역
aMAMIGUNTOU

나세 운동공원 야구장 

【이용실적】
 <캠프> 요코하마 DeNA베이스타스(가을)
 사회인, 대학야구 팀(스프링캠프) 등
 <개인훈련> 요미우리 자이언츠 사이토 투수, 
 무라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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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루오카선수, 지바롯데 마린즈 오오미네선수 

■　도쿠노시마쵸 겐코노모리 종합 운동공원

가노야시 평화공원  

기리시마·아이라 지역
kirishima/aira

  

고쿠부 운동공원 다목적 광장

아이라시 종합운동공원

【이용실적】
 <캠프> 두산베어스, 대학 야구 팀 (스프링캠프)등
 <개인훈련>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가와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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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시 종합 운동공원 

아이라시 종합운동공원 야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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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사회인, 대학야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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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시마시 고쿠부 운동공원

【이용실적】
  산프레체 히로시마, 교토 상가 FC, V파렌 나가사키, 
  오이타 트리니타, 후지에다 MYFC, FC서울

고쿠부 운동공원 육상경기장

아마기쵸 종합 운동 공원 야구장아마기쵸 종합 운동 공원 야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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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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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케로마지마가케로마지마

도쿠노시마도쿠노시마

오키노에라부지마 오키노에라부지마 

요론도요론도

불펜

고쿠부운동공원 고쿠부 구장

【야구】
●고쿠부구장 (좌우 99m 중앙 122m)
●다목적 실내 운동장 (풋살 1면)
※피칭 네트 (1대)
   배팅 네트 (8대) 있음

【축구】
●육상경기장: 1면
●다목적 광장: 1면
●다목적 실내운동장 (인조잔디+모래) 
   풋살:1면 

【야구】
●야구장(좌우95m, 중앙 120m)
※배팅 게이지 (3대) 투구연습장(4인용)
●실내 야구 연습장 (30mX15m)
●다목적 광장 (흙, 축구 1면)

  

【야구】
●야구장 (좌우 100m, 중앙 120m)
※불펜 (8인용),피칭 머신 (실내·외 이용 가능),
   각종 네트, 웨이트장 있음 
    (종합체육관 내), 다목적 광장 있음
●실내운동장 (50mX50m)

【야구】
●야구장(좌우 95m, 중앙 120m)
※배팅게이지 (3대), 
   피칭머신(2대), 각종 네트 (20대), 병설 불펜(4인용)
●실내 운동장: 전면 인조잔디, 총면적 1,308㎡
●육상경기장(야구 1면)

【야구】
●야구장 (좌우 95m 중앙 120m)
※불펜 (4인용) 배팅게이지 (3대)
   피칭 머신(2기)·각종 넷·트레이닝 룸(체육관내)·
   다목적 광장 있어
●실내 연습장 (게이트볼 2면, 테니스코트 1면)

사철
잔디 

사철
잔디 

가노야시 평화공원 실내연습장

오스미 지역 
osumi

  

【이용실적】
 <캠프> 한국 고등학교 야구팀 (스프링캠프) 등
 <개인 훈련> 한신 타이거즈 야마토 선수 

■　가노야시 평화공원 

가노야시 평화공원 야구장 가노야시 평화공원 야구장 

【야구】
●야구장
   (좌우 98m,중앙 122m)
※투구연습장 (2인용) 있음 
●실내연습장 (43.2mX48.1m)
※피칭머신 2대, 각종 네트 있음. 배팅 연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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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가고시마현 관광과 프로스포츠 진흥반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099-286-3006／FAX 099-286-5580
E-mail k-sports@pref.kagoshima.lg.jp

가고시마현에서는 2018년 가고시마와 관련된 인물인 
‘사이고 다카모리’를 주인공으로 한 대하드라마 ‘
세고동’이 방영됨에 따라 ‘세고동’ 홍보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HOTEL
주요 숙박시설

가고시마현 내 각지에는 야구팀, 
축구팀 등의 숙소로 여러 번 이용 된 적 있는 숙박시설 및 온천이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싱글 트윈 더블 트리플 디럭스 디럭스 트윈 스위트 다다미 침대방 다다미+침대나카사쓰마 지역 

수용인원 450명 객실 종류
목욕 시설 전망 온천탕

(남-사우나, 여-스팀사우나 완비)

☎ 099-253-2020  099-255-0186 
■위치　가고시마 시내

■교통편
가고시마 공항에서 차로 50분
JR가고시마주오역에서 차로 15분

가고시마 선로얄호텔 

세탁 시설  동전 빨래방까지　걸어서8분

수용인원 680명
목욕 시설 천연 노천 온천, 사우나 ,

릴랙세이션 룸

☎ 099-224-2211 099-224-2222 
■위치　가고시마 시내

■교통편
JR가고시마 주오역에서 차로 10분
규슈자동차도 가고시마 키타 IC에서 차로 15분

시로야마 호텔 가고시마 

세탁 시설

객실 종류  

 동전 빨래방까지 차로 10분

수용인원 245명 총159실
목욕 시설 지하 1층에 남성전용 사우나 있음(무료)

객실 종류

☎ 099-257-1111  099-257-1113 
■위치　가고시마 시내 

■교통편
JR가고시마주오역에서 도보 3분

호텔 타이세이 아넥스

세탁 시설  바로 앞에 동전 빨래방 있음
세탁기4대, 건조기 4대 

아마미군도 지역 

수용인원 212명 객실 종류
목욕 시설 대욕장(사우나있음, 남녀 교대 사용) 

☎ 0997-52-2000  0997-53-0605
■위치　아마미시 

■교통편
아마미 공항에서 차로 50분
나세항에서 차로 5분 

호텔 뉴아마미

세탁 시설  세탁기 4대 건조기 4대 

수용인원 170명 객실 종류
목욕 시설

☎ 0997-52-8080  0997-57-0911
■위치　아마미시 

■교통편
아마미공항에서 차로50분 
나세항에서 차로 5분 

호텔 웨스트코트 아마미 

세탁 시설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

수용인원 92명 (　)객실 종류
목욕 시설 객실 내 욕실 완비

☎ 0997-53-5151  0997-53-5161
■위치　아마미시 

■교통편
아마미공항에서 차로 50분

아마미 선플라자 호텔 

세탁 시설  세탁기3대 건조기 3대 

수용인원 22명 객실 종류
목욕 시설 남녀별 대욕장

☎ 0997-69-3131  0997-69-3132
■위치　아마미시 

■교통편
아마미공항에서 차로 50분 

나세 항만 센터 

세탁 시설 동전빨래방 있음

(　)

수용인원 130명 객실 종류
목욕 시설 대욕장,사우나 

☎ 0997-85-2349  0997-85-5173
■위치　도쿠노시마

■교통편
도쿠노시마공항에서 차로 10분 
가메토쿠 신항에서 차로 45분 

호텔 선셋 리조트

세탁 시설  세탁기 8대 건조기 3대 

수용인원 90명 객실 종류
목욕 시설 객실 내 욕실 

전망 온천탕(남·여, 실내) 

☎ 099-206-3838  099-206-5069
■위치　가고시마 시내  

■교통편
JR가고시마 주오역에서 차로 15분 

호텔 웰뷰 가고시마

세탁 시설

수용인원 150명 객실 종류
목욕 시설 남녀별 온천탕, 사우나

☎ 0997-53-1321  0997-53-1811
■위치　아마미시 

■교통편
아마미공항에서 차로 50분 
나세항에서 차로 2분 

호텔 빅마린 아마미 

세탁 시설 동전세탁기 10대 
신발건조기 무료  

수용인원 150명 객실 종류
목욕 시설

☎ 0997-83-3333  0997-83-3341
■위치　도쿠노시마

■교통편
도쿠노시마공항에서 차로 45분 
가메토쿠신항에서 차로 5분 

호텔 그랜드오션 리조트

세탁 시설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 

수용인원 107명 객실 종류
목욕 시설 객실 내 욕실 

☎ 0997-83-1411  0997-83-3555
■위치　도쿠노시마 

■교통편
도쿠노시마공항에서 차로 40분
가메토쿠신항에서 차로 3분 

호텔 렉스톤 도쿠노시마 

세탁 시설
  

세탁건조기 2대 (도보2분내 동전 빨래방도 있음)
1층 주차장 동전빨래방 (세탁기6대 건조기 4대)
 

수용인원 57명 객실 종류
목욕 시설 남녀별 온천탕 있음 (숙박자 무료)

☎ 099-274-1173  099-274-1177
■위치　히오키시 

■교통편
미야마 IC에서 차로 10분 
JR히가시이치키역에서 차로 5분 

오션 리조트 에구치야

세탁 시설 동전빨래방까지 차로 10분

수용인원 100명 객실 종류
목욕 시설 남녀별 온천탕 (사우나,저주파, 

거품목욕, 가족탕3) 

☎ 099-272-0105  099-273-1911 
■위치　히오키시 

■교통편
이쥬인IC에서 차로 10분 
JR이쥬인역에서 차로 7분 

히오키시 이쥬인 복합시설 유스인

세탁 시설  세탁기 7대 건조기 7대 (유료)

수용인원 109명 (합숙용 대형 룸+35명)
목욕 시설 남녀별 온천탕(각1)

이치키 후레아이 온천센터 이용가능 

객실 종류

☎ 0996-36-2511  0996-36-2523
■위치　이치키쿠시키노시

■교통편
가고시마 공항에서 차로 65분,
JR 이치키역에서 차로 5분　이치키IC에서 차로 10분 

국민숙사 후키아게하마소

세탁 시설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 (도보 5분 거리에 대형 동전 빨래방 있음)

기타사쓰마 지역 

수용인원 112명 객실 종류
목욕 시설 객실 내 욕실　온천탕 (대욕장·노천)

☎ 0996-55-1700  0996-55-0818
■위치　사쓰마센다이시 

■교통편
JR센다이역에서 차로 50분
가고시마공항에서 차로 50분 

호텔 케도인 

세탁 시설  동전빨래방까지 차로 5분 

수용인원 100명 객실 종류 (　　　　 ) (　　) (  　     　)
목욕 시설 온천탕(대욕장),사우나 

☎ 0996-38-2100  0996-38-0674
■위치　사쓰마센다이시 

■교통편
JR센다이역에서 차로 20분

호텔 그린힐 

수용인원 450명 객실 종류
목욕 시설 천연온천 (대욕장)

☎ 0996-25-1000  0996-25-1004
■위치　사쓰마센다이시

■교통편
JR센다이역에서 도보 2분

센다이 호텔 

 
세탁 시설 호텔 내 동전 세탁기 4대, 건조기 4대, 

동전빨래방까지 걸어서 3분 

수용인원 108명 객실 종류
목욕 시설 남녀별 온천탕 (대욕장, 사우나있음)

☎ 0996-57-1511  0996-57-1151
■위치　사쓰마쵸 

■교통편
가고시마 공항에서 차로 40분, 
JR센다이역·JR이즈미역에서 차로 40분 

인터내셔널 골프리조트 교세라

세탁 시설  세탁기 8대, 건조기 6대 세탁 시설  동전빨래방까지 차로 5분 

미나미사쓰마 지역 

수용인원 400명 객실 종류
목욕 시설 객실 내 욕실　남녀별 온천탕 (대욕장), 사우나, 모래찜질 온천 (유료)

☎ 0993-22-2131  0993-24-3215
■위치　이브스키시 

■교통편

이브스키 이와사키 호텔

 
세탁 시설 세탁기 4대 건조기 4대(유료, 공용)

동전 빨래방까지 차로 5분  

JR이브스키역에서 차로 5분, 시내버스로 8분
가고시마 공항에서 공항버스로 1시간 40분 

기리시마·아이라지역 

수용인원 200명 객실 종류
목욕 시설 온천탕(대욕장), 가족탕 (실내or노천,  유료), 세라믹스파(유료), 

암반욕(유료), 릴랙세이션 캅셀(유료), 모래찜질온천 (유료)

☎ 0993-23-5552  0993-23-5571
■위치　이브스키시 

■교통편
JR이브스키역에서 차로 20분 
이브스키 스카이라인 에이IC에서 차로 30분 

이브스키 베이힐즈  호텔&스파 

세탁 시설   세탁기 2대  (유료, 공용)　건조기 2대 (유료, 공용) 

수용인원 600명 객실 종류
목욕 시설 남녀별 온천탕 (대욕장),

사우나, 온천스파

☎ 0995-43-7111  0995-43-7331
■위치　기리시마시

■교통편
가고시마 공항에서 차로 15분 
JR하야토역에서 차로 5분 

호텔 교세라

세탁 시설   세탁기 8대 건조기 2대 세탁서비스 있음

수용인원 60명 (       )객실 종류
목욕 시설 남녀별 온천탕(대욕장)

☎ 0995-45-1505  0995-46-8110
■위치　기리시마시 

■교통편
가고시마 공항에서 차로 20분 
JR고쿠부역에서 도보 1분 

마이즈루칸 

세탁 시설  동전 세탁기 3대 (세탁+건조)

■교통편
시부시항에서 차로 60분
다루미즈항에서 차로 40분 

오스미 지역 

수용인원 120명 객실 종류
목욕 시설 사우나, 대욕장 

☎ 0120-40-0557  0994-44-4968
■위치　가노야시 

호텔 오오쿠라

세탁 시설 동전 빨래방 세탁기 3대 건조기 3대 

수용인원 1000명 350실 (   )객실 종류
목욕 시설 남녀별 대욕장, 사우나, 노천온천 

☎ 0995-57-2111  0995-57-1731
■위치　기리시마시 

■교통편
가고시마 공항에서 차로 40분
JR 기리시마진구역에서 차로 7분 

액티브 리조트 기리시마

세탁 시설 동전 세탁기 3대 

수용인원 250명 객실 종류
목욕 시설 남성전용 대욕장, 사우나

☎ 0994-43-5848  0994-42-5556
■위치　가노야시　　

■교통편
시부시항에서 차로 60분
다루미즈항에서 차로 40분 

비즈니스 호텔 시라사기 

세탁 시설  대형세탁기 4대 건조기 4대 

수용인원 객실 종류
목욕 시설 있음

☎ 0994-40-1212  0994-42-5226
■위치　가노야시　　

■교통편
시부시항에서 차로 60분
다루미즈항에서 차로 40분

호텔 사쓰키엔

세탁 시설  동전 빨래방까지　걸어서5분

77명수용인원 000名 객실 종류
목욕 시설 객실 

☎ 0995-46-5500  0000-00-0000
■위치　기리시마시 

■교통편S
가고시마 공항에서 차로 20분 
JR고쿠부역에서 도보 10분

어반 호텔 고쿠부

세탁 시설 동전빨래방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