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ホテル
음식점 정보  (시외 국번 ����) ※소개된 점포는 왓카나이 관광협회 가맹 점포입니다.（����년 �월 현재）

향토 요리
구루마야 ・겐지
주오 �-�-��／��:��～��：�� ☎��-����

기타노아지 고코로 다케짱
주오 �-�-�／��：��～��：�� ☎��-����

스시
나라즈시
주오 �-��-�／��：��～��：�� ☎��-����

스시 덴쇼
다이코쿠 �-�-�／��：��～��：�� ☎��-����

스시도코로 헤소마가리
미나토 �-��-��／��：��～��：�� ☎��-����
회전초밥 왓카나이 하나이치몬메　
시오미 �-��-��／��：��～��：�� ☎��-����

스시다쓰　
주오 �-�-�／��：��～��：�� ☎��-����

스시도코로 미나미
다이코쿠 �-�-��／��：��～��：�� ☎��-����

식당・레스토랑
미나토야 식당
노샷푸 �／�：��～��：�� ☎��-����

다베노미도코로 요시오카
주오 �-�／��：��～��：�� ☎��-����
카페레스토랑 마리누
가이운 �-�-�／�：��～��：�� ☎��-����
철판구이 하마나스
가이운 �-�-�／��：��～��：�� ☎��-����
단체 레스토랑 유메쿠칸　
가이운 �-�-�／��：��～��：�� ☎��-����

닭꼬치구이 도리오야지
다이코쿠 �-�-�／��：��～��：�� ☎��-����

풍로 숯불구이 스미하치
다이코쿠 �-�-�／��：��～��：�� ☎��-����
레스토랑 이즈미
다이코쿠 �-��-��／��：��～��：�� ☎��-����

식당 무사시
도미오카 �-��-�／��：��～��：�� ☎��-����

숯불 닭꼬치 구이 마고지로
주오 �-��-��／��：��～��：�� ☎��-����
게스트하우스 알메리아
소야미사키／��：��～��：�� ☎��-����
레스토랑 시피리카
＜휴업중＞

노샷푸 식당
노샷푸 �／��：��～��：�� ☎��-����

스테이크하우스 반
주오 �-�／��：��～��：�� ☎��-����
시키사이 다이닝 안논
가이운 �-�-�／��：��～��：�� ☎��-����
활 ・ 해산물 레스토랑 유메히로바
가이운 �-�-�／��：��～��：�� ☎��-����
식당 후지타
주오 �-�-� KITAColor 내／��：��～��：�� ☎��-����

해산물 로바다 우로코테이
주오 �-�-�／�：��～��：�� ☎����-���-���

유라쿠쇼쿠 숯불구이 헤이세이엔
미나토 �-�-��／��:��～��：�� ☎��-����
닭꼬치와 매밀국수 도리하치　
다이코쿠 �-�-�／��：��～��：�� ☎��-����
패밀리 레스토랑 페리칸
다이코쿠 �-�-�／�：��～��：�� ☎��-����
중화요리 뱌쿠렌　
시오미 �-�-��／��:��～��：�� ☎��-����
마미야도
소야미사키／��：��～��：�� ☎��-����

라이더하우스
최북단 미쓰바찌노이에 라이더 주차장
미나토 �-�-�／☎���-����-����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모시리파
주오 �-�-�／
☎��-����／���-����-����(예약 전용)

라이더 하우스 미도리유
미도리 �-��-��／☎��-����  

펜션
일본식 펜션 후지몬
후지미 �／☎��-����

펜션 알메리아
도미이소／☎��-���� 

펜션 톰 소야
소야미사키 �-��／☎��-����

민숙
팜인 유유 팜
밧카아무라 가미유치 ����／☎��-����

여행숙소 밧카스
밧카이 ���-�／☎��-����

온천민숙 기타노야도
후지미 �-����／☎��-����

민숙 시즈야
후지미 �／☎��-����

여행자의 숙소 애드벌룬
호라이 �-�-��／☎��-����

민숙 나카야마
주오 �-�-��／☎��-����

민숙 사쓰키
주오 �-�-�／☎��-����

민숙여관 야마짱
시오미 �-�-��／☎��-����

민숙 소야미사키
소야미사키 �-��／☎��-����

스도마리칸　
시오미 �-�-��／☎���-����-����

여관
여관 이코이
주오 �-�-��／☎��-����

국민숙사 효세쓰소
주오 �-�-��／☎��-����

여관 야마이치
미나토 �-�-��／☎��-����

여관 기쿠
시오미 �-�-��／☎��-���� 

여관 도호칸
시오미 �-�-�／☎��-����

여관 보쿄
시오미 �-�-��／☎��-����

숙박시 설정보  (시외 국번 ����) Free Wi-Fi

호텔
가제노야도 소야팔레스
후지미 �-����-�／☎��-����

서필 호텔 왓카나이
가이운 �-�-�／☎��-����

호텔 사할린
주오 �-�-�／☎��-����

호텔 오카베 시오사이테이
주오 �-�-��／☎��-����

호텔 미유키
주오 �-�-��／☎��-����

덴포쿠노유 도미인 왓카나이　
주오 �-�-��／☎��-����

호텔 喜登（기토）
미나토 �-�-��／☎��-����

호텔 다키카와
미나토 �-�-��／☎��-����

호텔 다이쇼
다이고쿠 �-�-��／☎��-����

호텔 미소노
다이고쿠 �-�-��／☎��-����

왓카나이 사카에 호텔
미나토 �-�-��／☎��-����

호텔 뉴치코우　　
다이고쿠 �-�-��／☎��-����

（일부 한정）

왓카나이 그랜드 호텔
다이고쿠 �-��-��／☎��-����

호텔 오쿠다야
다이고쿠 �-�-��／☎��-����

호텔 메구마
고에토이 �-��-��／☎��-����

※왓카나이 숙소의 위치는 P��～P��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영업시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영업시간과 휴업일은 각 점포에 문의하십시오.

WOW! 미식 ��종을�맛볼�수�있는�맛집 라면 차우멘 소야�검은�소 문어샤부 해산물

SHOP INFORMATION

긴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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