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홋카이도 지역 주요 관광지/레스토랑/숙박지 맵코드]
지역

관광지명(일본어)

맵코드

삿포로 시계탑 札幌 時計台

-

9 522 130*58

높이2.0m

주차36대/월~토 낮시간60분300엔

마루야마 동물원 円山動物園

011-621-1426

9 456 718*47

1회700엔

고교생↑600엔, 중등↓무료(학생증필요)

-

9 493 874*78

높이2.1m

주차113대/08:00~23:00 30분300엔
주차23대/08:00~22:00 30분200엔

홋카이도 도청 北海道庁 주변 유료주차장

-

9 521 508*63

높이2.1m

011-666-1481

9 602 327*88

무료

산피아자 수족관 サンピアザ水族館

011-890-2455

9 447 150*17

2시간무료

삿포로 맥주 박물관 サッポロビール博物館駐車場

011-748-1876

9 554 377*74

무료

10:30~18:30/매주일요일휴관/입장무료

홋카이도립 근대 미술관 北海道立近代美術館

011-644-6881

9 490 765*00

20분무료

주차600대/20분당100엔/주차장도보5분

홍고신기념 조각 미술관 本郷新記念 彫刻美術館

011-642-5709

9 485 328*00

무료

-

9 491 652*30

높이2m

월~토08:00~20:00 60분300엔

모에레누마 공원 モエレ沼公園

011-790-1231

9 712 701*17

무료

4/16~11/30개방 07:00~19:00

대형쇼핑몰 아리오 アリオ札幌

011-723-1111

9 554 382*44

무료

삿포로 최대 쇼핑몰

대횽할인쇼핑몰 메가 돈키호테 신카와점
MEGAドン・キホーテ新川店

011-769-3810

9 667 024*71

무료

삿포로역으로부터 6.7km/약20분

요도바시카메라 삿포로 マルチメディア札幌

011-707-1010

9 522 812*60

높이2.3m

롯카테이 카페 마루야마점 六花亭 円山店 喫茶室

011-612-6666

9 488 193*60

무료

10:30~18:00/롯카테이상품판매&카페

라면가게 긴파로우 에베츠 본점 銀波露 江別本店

011-387-0010

9 568 099*82

무료

주차20대/삿포로역으로부터 약30분소요

라면가게 삿포로 쥰렌 札幌 純連

011-842-2844

9 374 194*66

무료

주차20대/삿포로역으로부터 약17분소요

저렴한 스시가게 코조우스시 小僧寿し東苗穂店

011-789-5666

9 618 115*33

무료

가게앞주차/회전스시아님/세트스시저렴

011-210-0100

9 521 656*41

-

맵코드입력시 차량반납입구로 안내

011-281-0100

9 523 789*11

-

맵코드입력시 차량반납입구로 안내

-

230 044 204*44

무료

0123-25-2201

867 034 840*22

숙박자무료

시코츠코옆의 저렴한 호텔(온천)

0123-24-0100

113 774 683

-

맵코드입력시 차량반납입구로 안내

0123-23-0100

113 774 543*77

-

맵코드입력시 차량반납입구로 안내

오타루 운하 앞 주차장① タイムズ小樽運河

-

493 690 412*08

높이2.1m

24대주차/08:00~22:00 60분400엔

오타루 운하 앞 주차장② タイムズ小樽色内第３

-

493 690 499*37

높이2.1m

8대주차/08:00~22:00 20분100엔

오타루온천 오스파 당일치기온천 小樽温泉オスパ

0134-25-5959

493 662 221*66

무료

24시간/어른850엔,초등↓400엔

대형쇼핑몰 윙베이 오타루

0134-21-5000

493 632 803*52

무료

오타루의 가장 큰 쇼핑몰

대형할인쇼핑몰 돈키호테 오타루점

0134-33-3810

164 719 357*47

물건구입시

샤코탄 카무이 미사키 積丹神威岬

-

932 583 007*06

무료

샤코탄의 명소 / 오타루에서 1시간소요

아사히야마 동물원 旭山動物園

0166-36-1104

79 358 733*30

무료

고등↑820엔, 중등↓무료

홋카이도립 아사히카와미술관 北海道立旭川美術館

0166-25-2577

79 373 484*25

무료

전시내용에 따라 금액이 틀림

호쿠류쵸 해바라기 마을 ひまわり観光センター

0164-34-2082

179 840 548*11

무료

7월중순~8월중순 해바라기가 가득한 곳

대형할인 쇼핑몰 돈키호테 아시히카와점
MEGAドン・キホーテ旭川店

0166-53-3810

79 465 502*33

무료

대형할인쇼핑몰

맛집 라멘 미즈노 みづの

0166-22-5637

79 373 595*28

유료주차

맛집 라멘 텐킹 시죠점 らーめんや天金 四条店

0166-27-9525

79 344 751*58

무료

토요타렌터카 아사히카와 공항앞점
トヨタレンタリース旭川空港前店

0166-83-3701

79 025 014*00

-

토요타렌터카 아사히카와공항앞점

토요타렌터카 아사히카와역앞점
トヨタレンタリース旭川駅前店

0166-23-0100

79 343 381*58

-

토요타렌터카 아사히카와역앞점

토요타렌터카 삿포로역 미나미구치점 (반납입구)
トヨタレンタカー札幌駅南口
토요타렌터카 삿포로역 히가시점 (반납입구)
トヨタレンタリース札幌札幌駅東店
기린 비어 파크 キリンビアパーク千歳
시코츠코 큐카무라 休暇村 支笏湖

오타루
小樽

아사히카와
旭川

비에이
美瑛

설명

높이제한

시로이 코이비토 파크 白い恋人パーク

오오도오리 공원 주변 유료 주차장

치토세
千歳

주차장

전화번호

테레비 토우(탑) テレビ塔 주변 유료주차장

삿포로
札幌

2014.11.04

토요타렌터카 신치토세공항 포푸라점 (반납입구)
トヨタレンタリース新千歳すずらん店
토요타렌터카 신치토세공항 포푸라점 (반납입구)
トヨタレンタリース新千歳ポプラ店

1. JR비에이역 JR美瑛駅

-

389 010 626

2. 제부루 언덕 ぜぶるの丘

-

389 071 384*41

무료

3. 켄과 메리의 나무 ケンとメリーの木

-

389 071 516*00

무료

4. 세븐스타 나무 セブンスターの木

-

389 157 095*71

무료

09:00~18:00/주차120대/고교생↑600엔
어른900엔,3세이상~중학생↓400엔

어른300엔,대학생↓200엔

1시간400엔/1000엔↑구매60분무료

월요일휴관/견학시 사전예약

대형할인쇼핑몰 돈키호테 오타루점

맵코드입력해서 유료주차장이동
아사히카와에서 가장 유명한 라멘집
아사히카와에서 두 번째로 유명

패치워크노 미치
1~7 순서대로 일주

비에이
美瑛

노보리베츠
登別

5. 오야코 나무 親子木

-

389 128 003*03

없음

6. 후쿠세이 언덕 전망공원 北西の丘展望公園

-

389 070 368*47

무료

7. 마일드세븐 언덕 マイルドセブンの丘

-

389 036 417*22

없음

1. 비바우시역 JR美馬牛駅

-

349 729 183

-

2. 비바우시 소학교 美馬牛小学校

-

349 729 183

-

3. 시키사이 언덕 四季彩の丘

-

349 701 160

-

4. 다쿠신칸 拓真館

-

349 704 272

-

5. 철학의 나무 哲学の木

-

349 676 661

-

6. 치요다 언덕 千代田の丘

-

349 734 579

-

7. 산아이 언덕 전망 공원 三愛の丘展望公園

-

349 792 477

무료

8. 신에이 언덕 전말 공원 新榮丘展望公園

-

349 790 676

무료

9. 크리스마스트리 나무 クリスマスツリーの木

-

349 788 146

무료

지고쿠다니(지옥계곡) 地獄谷

-

603 287 235*71

1회410엔

입장무료

오오유누마 大湯沼

-

603 318 005*74

1회410엔

입장무료 / 11월~4월까지 통행금지

당일치기온천 하나노유온천 花の湯温泉

0144-87-4035

603 176 384*03

무료

1일권 어른1,500엔/60분 800엔

노보리베츠 곰목장 登別クマ牧場

0143-84-2225

603 259 404

무료

어른2,592엔,초등↓1,296엔

노보리베츠 다테 시대촌 登別伊達時代村

0143-83-3311

603 169 354*44

무료

어른2,900엔,초등↓1,500엔,유아4세↑600엔

수족관 마린파크닉스 登別マリンパーク二クス

0143-83-3800

603 142 335*06

무료

09:00~17:00/어른2,450엔,초등↓1,250엔

다이이치 타키모토칸 호텔 第一滝本館

0143-84-2111

-

숙박자무료

-

159 195 106*28

무료

노보리베츠온천에서 차로 약45분

대형슈퍼마켓
코프 삿포로 コープさっぽろのぼりべつ東店

0143-83-6481

603 141 201*33

무료

노보리베츠역쪽에 위치

쇼와신잔-우스잔 로프웨이 주차장 昭和新山

0142-75-2401

321 433 468*52

410엔

무로란(室蘭) 치큐 미사키 地球岬

도야호수
洞爺湖

니세코
ニセコ

하코다테
函館

후라노
富良野

우스잔(유주산) 서쪽 화구 산책로 西山火口散策路

로프웨이 어른1,500엔, 초등750엔

-

321 486 891*82

무료

쇼와신잔 곰목장 昭和新山熊牧場

0142-75-2290

321 433 323*71

410엔

세븐일레븐 편의점 セブンイレブン 洞爺湖温泉店

0142-75-2208

321 519 492*58

무료

안누리푸리 당일온천 유코코로테이 湯ここ亭

0136-58-2500

398 316 886*66

30대무료

국제히라후 스키장 ニセコ国際ひらぐスキー場

0136-22-0109

398 414 220*44

무료

루스츠 리조트 ルスツリゾート

0136-22-2515

385 288 772*52

부분무료

하코다테 로프웨이 函館山ロープウェイ

0138-23-3105

86 041 065*66

무료

하코다테 메이지관-옛중앙우체국 はこだて明治館

0138-27-7070

하코다테 해산물시장 본점 はこだて海鮮市場

0138-22-5656

86 041 710*60

구입시무료

하코다테 조몬 문화센터
函館市縄文文化交流センター

0138-25-2030

744 053 054*06

무료

홋카이도립 하코다테 미술관 北海道立函館美術館

0138-56-6311

86 165 027*66

조사중

하코다테 시영 열대 식물원 函館市営熱帯植物園

0138-57-7833

86 080 571*71

무료

어른300엔, 초중생100엔

돈키호테 하코다테점 MEGAドン・キホーテ函館店

0138-45-3810

86 226 337*66

무료

대형 할인 쇼핑매장 돈키호테

성게덮밥 맛집 우니 무라카미 うに むらかみ

0138-26-8821

86 072 309*77

무료

노상주차장이용/성게덮밥전문점

인도카레 맛집 원조 코이케 元祖 小いけ

0138-23-2034

86 041 143*85

무료

주차2대가능/유명 인도카레 전문점

팜토미타 ファーム富田

0167-39-3939

349 276 772*66

무료

입장무료

후라노 와인 공장 ふらのワイン工場

0167-22-3242

349 060 639*28

무료

입장무료

후라노 치즈 공방 富良野チーズ工房

0167-23-1156

550 840 171*82

무료

입장무료

-

349 463 404

무료

입장무료

0167-23-1418

349 007 740*14

무료

주차장 맞은편 건물 FB라고 적혀있음

히노데공원 日の出公園
햄버거 맛집 후라노 버거 フラノバーガー

입장무료/07:00~18:00(동계17:00까지)
입장료 어른850엔,중등이하500엔
도야코 온천에 위치한 편의점
06:00~24:00/어른700엔/초등500엔
히라후 1주차장. 주변에 주차장 더 있음
토일휴일 500엔/휴일과 숙박자 무료
왕복 어른1,200엔,소인600엔
10:00~18:00/큰 상점/유료주차장
06:30~20:00/해산물시장
하코다테공항에서40분/월요일,매달말금
요일 휴무/어른 300엔,학생150엔
월요일휴무/09:30~17:00/어른170엔

유명커피숍 모리노 토케이 珈琲 森の時計

0167-22-1111

-

무료

프린스호텔 내 위치 10:00~21:00

쿠시로시 다습 초원 전망대 釧路市湿原展望台

0154-56-2424

149 548 538*71

무료

어른460엔,고교생240엔,초중생120엔

-

149 654 824*00

무료

입장무료

북두유적 자료관 史跡北斗遺跡

-

149 519 736*66

무료

입장무료/4/16~11/15오픈

쿠시로시 동물원 釧路市動物園

0154-56-2121

630 598 279*17

무료

어른570엔/중등이하 무료

토요타렌터카 쿠시로공항점
トヨタレンタリース釧路空港店

0154-57-4100

630 474 128*28

-

토요타렌터카 쿠시로공항점

쿠시로습원 호소오카 전망대 細岡展望台
쿠시로
釧路

파노라마로드 1~9 순서대로 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