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W!

32

일본�최대급�규모의�개�썰매 
경기�대회�관전하기.

WOW!

33

남극에서�사용하는�설상차�승차�체험, 스노모빌, 스노�래프팅�등 
겨울에만�가능한�체험을�할�수�있습니다.

꽁꽁�언�오누마�늪�위�달려보기,
대형�설상차�승차해보기.

WOW!

35

러시아의�앙상블이�아름다운�민요와�화려한�민족�무용을 
선보이는�이국정서�넘치는�스테이지�이벤트입니다. 
왓카나이�부항구�시장에서�개최, 견학�무료.

WOW!

36

소야�곶에서는�바다로부터�떠�오르는�일본�최북단�새해의 
해돋이를�맞이하는�이벤트  <새해�해돋이 in 꼭대기>를�매년 
개최. 불꽃놀이와�기념품�선물도�있습니다.

WOW!

34
최북단에서�새해의 
해돋이�맞이하기.

본고장�러시아�민요�즐기기.본고장�러시아�민요�즐기기.

�월�상순의 
왓카나이�미나토�남극�축제에서
<홋카이�꼭대기�춤>과
<남극�춤> 추기.

�월�상순의 
왓카나이�미나토�남극�축제에서
<홋카이�꼭대기�춤>과
<남극�춤> 추기.

■ 왓카나이�미나토�남극�축제

ACCESS

왓카나이�중앙�아케이드�거리�주변
JR 왓카나이�역에서�도보�약 �분

◎ �월�제� 토요일, 일요일

MAP＞＞ P47/48

별칭 <개들의�전국�선수권�대회>. 
전국에서�팬이�방문하는�대회입니다. 
박력�만점의�포토제닉 �마리�경기, 어린이가�활약하는�경기�등 
다채로운�볼거리가�있습니다. 
개�썰매�승차�체험도�할�수�있습니다.

별칭 <개들의�전국�선수권�대회>. 
전국에서�팬이�방문하는�대회입니다. 
박력�만점의�포토제닉 �마리�경기, 어린이가�활약하는�경기�등 
다채로운�볼거리가�있습니다. 
개�썰매�승차�체험도�할�수�있습니다.

■ JAPAN CUP 
   전국�개�썰매�왓카나이�대회
◎�월�하순
오누마�특설회장(오누마�들새�관찰관�옆)
ACCESS

▪JR 왓카나이�역에서�자동차로�약 ��분
▪JR 왓카나이�역부터�버스(고에토이선)로�약 ��분 
　[후레아이�고엔] 하차, 
　후레아이�공원에서�행사장까지�임시�셔틀버스�운행
MAP＞＞ P45

■ 소야�후레아이�공원�스노우�랜드
◎�월 �일~��일 도립�소야�후레아이�공원 TEL.（����）��-����
ACCESS

MAP＞＞ P45

▪JR 왓카나이�역에서�자동차로�약 ��분
▪JR 왓카나이�역부터�버스(고토토에선)로�약 ��분 [후레아이�고엔] 하차

■ 왓카나이�사할린관
▪JR 왓카나이�역에서�자동차로�약 �분
▪JR 왓카나이�역부터�버스(시내선)로�약 �분
　[미나토 �초메] 하차, 도보 �분

ACCESS

MAP＞＞ P47

◎�월�중순~�월�상순(예정)
왓카나이�부항구�시장
사할린관�운영�실행�위원회
TEL.（����）��-����

매년 �,���명�이상이 �종류의�댄스에�참가하여
남극�연고지의�여름을�북돋웁니다.  
즉석�참가도�자유입니다. 지역�캐릭터�다시노스케와 
우리�함께�춤춰볼까요? �,���발의�불꽃놀이�등�행사도�가득.

■ 새해�해돋이 in 꼭대기
◎�월 �일
소야�곶
ACCESS

MAP＞＞ P46

JR 왓카나이�역에서�자동차로�약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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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

37
WOW!

38

왓카나이�임연수어

유치�감자

소야�문어

소야�큰실말왓카나이만의�매력이�가득한�상품, 그것이 
<왓카나이�브랜드>입니다. 
마크가�부착된�인정품은�맛도�품질도 
확실하며�선물로�제격입니다.

선물�고르기가�어렵다면
<왓카나이�브랜드>를�선택.

소야미사키�목장의�햄버그스테이크

포테라나�왓카나이

왓카나이�우유�아이스크림

■ 왓카나이�브랜드

얇게�썬�문어를�뜨거운�육수에�살짝�데쳐�한�입�먹으면�그�맛에 
깜짝�놀랍니다. 
�� 수년�전, 특산품�문어를�명물�요리로�탄생시키려고�숙고한 
선인들에게�무심코�박수를�보내고�싶어집니다.

탄생�비화를
상상하며 
<문어�샤부> 맛보기.

탄생�비화를
상상하며 
<문어�샤부> 맛보기.

＞＞P42 /43

■ 문어�샤부
◎맛볼�수�있는�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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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

39

WOW!

40

WOW!

41

WOW!

42

어떤�요리로 <소야�검은�소>를
맛볼지�진지하게�고민하기.

일본�최고�어획량을�자랑하는�임연수어, 문어, 게, 가리비, 성게. 
해산물을�자랑하는�왓카나이에서는�선술집�수준도�당연히�고수준. 
엔카가�어울리는�선술집에서�맛있는�해산물에�입맛을�다셔보세요.

해산물이�맛있는�선술집에서 
엔카(일본�트로트)의�기분으로�즐기기.

＞＞P42 /43

■ 소야�검은�소
◎맛볼�수�있는�맛집

＞＞P42 /43

■ 해산물�메뉴
◎맛볼�수�있는�맛집

소야�구릉에서�자란�소는�농후한�살코기와�담백한�지방이�특색. 
스테이크, 햄버그스테이크, 불고기, 샤부샤부? 
기대를�저버리지�않는�모든�요리의�맛에�대만족.

소야�구릉에서�자란�소는�농후한�살코기와�담백한�지방이�특색. 
스테이크, 햄버그스테이크, 불고기, 샤부샤부? 
기대를�저버리지�않는�모든�요리의�맛에�대만족.

기타컬러에서
선물�고르기.

크림처럼�부드럽고�농후한 
왓카나이�우유의�맛에�감동.

입안에서�펼쳐지는�농후한�입맛과�깨끗한�뒷맛. 
<논호모지나이즈�저온�살균> 제법으로�만들어지는 
우유�본래의�맛에�무한�감동�보증합니다. 
왓카나이�브랜드.

■ 왓카나이�우유　■ 왓카나이�우유�마시는�요구르트

MAP＞＞ P47/48

■ 기타컬러

JR 왓카나이역�직결

TEL.（����）��-����
ACCESS

JR역, 버스�터미널과�직결한�복합�시설 <기타컬러>. 
왓카나이�브랜드를�비롯한�왓카나이의�명산품을 
풍부하게�갖춘 �층의�숍은�선물�고르기에 
제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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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왓카나이시·리시리초·리시리후지초·레분초·도요토미초·
호로노베초의 �시 �초로�구성된�일본�최북단에�자리하는 
국립공원으로써�지정되었습니다. 
보고, 먹고, 체험하고, 오감으로�대자연을�느끼며 
에어리어�내를�탐방하는�여행을�떠나보세요.

WOW!

43
리시리레분�사로베쓰�국립공원의 
대자연과�접하기.

WOW!

46

WOW!

44

WOW!

45
리시리초·리시리후지초…왓카나이�항으로부터�페리로 

                                  　　　 약 �시간 ��분 

레분초…왓카나이�항으로부터�페리로�약 �시간 ��분 

도요토미초…JR 왓카나이역으로부터�자동차로�약 ��분, 

                  　   JR로�약 ��분 

호로노베초…JR 왓카나이역으로부터�자동차로�약 ��분, 

                  　   JR로�약 �시간

ACCESS

레분섬

리시리섬

왓카나이시

사루후쓰무라

도요토미초

호로노베초

리시리초

리시리후지초

레분초

리시리레분�사로베쓰�국립공원�에어리어

레분초：레분�솜다리  리시리�섬：오타토마리�늪 호로노베초：순록�관광�목장

도요토미초：사로베쓰�원생화원

본토�식재료�등을�기본으로�한�풍미가�넘치는�라면�수프와 
구불구불한�면의�환상적인�조합.
심플하면서�깊은�감칠맛이�느껴지는�왓카나이�라면은�음식 
잡지�등에도�소개되는�실력파입니다.

채취�시기는 �~�월. 
냉랭한�북쪽의�바다에서만�채취되는�진귀한�해조입니다. 
은은하고�품위가�느껴지는�바다�향기와�한�번�맛보면 
멈출�수�없는�꼬들꼬들한�식감에�매료.

왓카나이의�솔�푸드
<차우멘> 맛집�탐방하기.

왓카나이의�라면이 
숨은�미식이라는�소문�확인하기.

환상의�홍조류 
<긴난소>의 
환상적인�맛�체험하기.

＞＞ P42 /43

■ 차우멘
◎맛볼�수�있는�맛집

＞＞ P42 /43

■ 홍조류 <긴난소>
◎맛볼�수�있는�맛집

＞＞ P42 /43

■ 라면
◎맛볼�수�있는�맛집

삶은�중화�면을�굽고�해산물과�야채가 
어우러진�걸쭉한�소스를�좌르르. 
꼭�맛보아야�하는�왓카나이�토박이가 
열애하는�솔�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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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

47

WOW!

48

하트랜드�페리(주) TEL.（����）��-����  http://www.heartlandferry.jp

WOW!

49

WOW!

50
호로노베초의�비경역 �곳을 
컴플리트�하기.

JR 소야�본선으로�왓카나이와�이어지는�호로노베초는�동내 �역�중 �역(누카난역·
시모누마역·야스우시역·가미호로노베역·미나미호로노베역·오놋푸나이역)이 
비경역�랭킹 ���위에�속하는 <일본�최다�비경역�보유>의�마을. 자연�속에�덩그러니 
존재하는 <헛간�대기소>로�유명한�누카난역�등�개성�풍부한 �역을�탐방해�보세요.

누카난역

●호로노베초�관광에�대해서는＞호로노베초�관광�협회(호로노베초�기획�정책과�내) TEL. (�����)�-����

세계에서도�진귀한
석유�향�그윽한 
온천�즐기기.

JR 왓카나이�역에서�자동차로�약 ��분

ACCESS

도요토미�온천의�독특한�향은�석유나�천연가스가�같이�용출�하기�때문. 
기름�성분을�포함한�온천은�피부가�부드러워지며�아토피�등의�피부�질환에�효능이�있습니다. 
일본�전국으로부터�탕치객이�방문하는�유명�온천입니다.

●도요토미초의�관광에�대해서는＞ 도요토미초�관광협회 TEL. (����)��-����

일본�최북단의 
백명산�등산하기.

리시리�후지로�불리며�일본�백명산으로�선정된�표고 �,���m의�리시리잔�산. 
산정의�조망은�각별합니다. 
중, 상급자�전용의 �개의�등산�루트가�있으며�등산�약 �시간, 하산�약 �시간.

■ 리시리잔�산

왓카나이~리시리는�페리로�약 �시간 ��분
오시도마리항�페리�터미널에서�자동차로�약 ��분

ACCESS ●리시리�섬의�관광에�대해서는
＞ 리시리초�관광협회 TEL.（����）��-����
＞ 리시리후지초�관광협회 TEL.（����）��-����

세계에서 
레분�섬에만 
피는�꽃을 
감상하기.

해발 �m부터�고산�식물이�피는�레분�섬의�별칭은�꽃의�부도. 
난과의�여왕으로�불리는�레분�복주머니난�등�희귀한 
고유종도�감상할�수�있습니다.

■ 레분�복주머니난�군생지

왓카나이~레분은�페리로�약 �시간 ��분
가후카항�페리�터미널에서�자동차로�약 ��분

ACCESS

●레분�섬의�관광에�대해서는＞ 레분섬�관광협회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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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약 �시간/이동�거리�약 ��km 소요�시간:약 �시간/이동�거리�약 ��km 소요�시간:�박 �일/이동�거리�약 ���km 소요�시간:약 �시간/이동�거리�약 ��km

JR왓카나이역 JR왓카나이역

▼ 약 �km/자동차로�약 ��분

▼ 약 �km/자동차로�약 ��분

JR왓카나이역

▼ 약 ��km/자동차로�약 ��분

왓카나이�공원

시�성립�백주년�기념탑・북방�기념관

▼ 약 ��km/페리로�약 ��분
소야�곶

일본�최북단�비

소야�곶�음악비

▼ 약 �km/자동차로�약 �분

소야�구릉

소야�구릉�전망휴게시설

새하얀�길・소야�곶�윈드�팜

▼ 약 ��km/자동차로�약 ��분

유히가오카�주차장

왓카나이항

▼ 약 ��km/페리로�약 �시간 ��분

왓카나이항

▼ 약 ��km/자동차로�약 ��분

▼ 약 ��km/페리로�약 �시간 ��분

체재�시간
��분

체재�시간
��분

체재�시간
��분

체재�시간
�시간

체재�시간
��분

체재�시간
��분

왓카나이�공원

<빙설의�문>・<아홉�소녀의�비>

시�성립�백주년�기념탑・북방�기념관

체재�시간
��분 리시리�섬

리시리잔�산

�박

레분�섬

레분�복주머니난�군생지

체재�시간
�~�시간

왓카나이�온천 <도무> 체재�시간
�시간

왓카나이�사할린관 체재�시간
��분

왓카나이시�미도리�스포츠�파크 체재�시간
�시간 ��분

소야�후레아이�공원
스노�랜드

체재�시간
�시간

오누마�들새�관찰관 체재�시간
�시간

왓카나이항�북쪽�방파제�돔 체재�시간
��분

왓카나이시�가라후토�기념관 체재�시간
��분

구�세토�주택 체재�시간
��분

소야�공원 체재�시간
��분

마미야�린조�가라후토�도해 
출항의�땅

체재�시간
��분

왓카나이항�북쪽�방파제�돔

노샷푸�곶

절경�만끽�코스 역사�탐방�코스 주변�주유�코스 겨울�한정�코스

왓카나이�관광 
모델�코스

▼ 약 ��km/자동차로�약 �시간 ��분

도요토미�온천 �박

호로노베초 �곳의�비경역 체재�시간
��분

▼ 약 �km/자동차로�약 �분

▼ 약 ��km/자동차로�약 ��분

▼ 약 �km/자동차로�약 �분

▼ 약 �km/자동차로�약 ��분

▼ 약 �km/자동차로�약 �분

▼ 약 �.�km/자동차로�약 ��분

▼ 약 �km/자동차로�약 ��분 ▼ 약 �km/자동차로�약 �분 (빙설의�문까지)

▼ 약 �.�km/자동차로�약 �분

▼ 약 �km/자동차로�약 �분

▼ 약 ��km/자동차로�약 ��분

소야�곶

일본�최북단�비

체재�시간
��분

소야미사키�공원

기도의�탑�등

체재�시간
��분

▼ 약 �km/자동차로�약 �분

▼ 약 �km/자동차로�약 �분

▼ 약 �km/자동차로�약 ��분

�곳의�곶, 소야�구릉, 바다에�가라앉는�석양까지. 
장대한�스케일의�절경을�마음껏�즐길�수�있습니다.

국경의�거리가�기억하는�드라마틱한�역사의 
발자취를�차분히�따라가�봅니다.

리시리, 레분, 도요토미�온천, 비경역. 
매력이�넘치는�주변�에어리어로�발길을�뻗어보세요.

일본�최북단�도시에는�겨울을�즐기는�콘텐츠가 
한가득. 마음껏�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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