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주요 관광지/레스토랑/숙박지 맵코드]
지역

중부

중부 차탄

중부 슈리성

중부 공항주변

중부
국제거리&주변

남부

종류

관광지명(일본어)

전화번호

맵코드

관광지

동남식물낙원 東南植物楽園

098-939-2555

33742483*58

설명
오키나와 식물원

관광지

도자기의 마을 やちむんの里

098-958-4468

33855411*82

드라이브

해중도로 海中道路

098-977-8464

499576274*41

드라이빙 도로/맵코드입력할 것

패션잡화

버스데이 バースデイ (해중도로와 가까움)

098-982-6301

33596868*74

야마다덴끼(전자상가)와 붙어있음

휴게소

미치노에끼 카데나 道の駅 かでな

098-957-5678

33708633*71

국도휴게소

카페

갤러리 모리노차야 ギャラリー森の茶家

098-958-0800

33855411*82

카페

레스토랑

하나우이소바 花織そば

098-958-4479

33822217*88

소바가게 / 주차장 좁음 사고조심

레스토랑

무니이 테이 むいに一亭

098-977-8989

499549408*30

프렌치 레스토랑

레스토랑

키시모토 식당 본점 岸本食堂本店

0980-47-6608

206857712*58

맵코드입력시 주차장(시영주차장)안내

레스토랑

나카무라 소바 なかむらそば

098-966-8005

206314302*06

만자비치리조트와 가까운 위치

비치

이케이 비치 伊計ビーチ

098-977-8464

499794031*06

관광지

잔파곶 残派岬

-

1005686338*14

관광지

비오스의 언덕 ビオスの丘

098-965-3400

206005262*44

맵코드 입력시 주차장으로 안내
맵코드 입력시 주차장으로 안내

관광지

만자모 万座毛

-

206312010*25

숙박

ANA 만자 비치 리조트 ANA万座ビーチリゾート

098-966-121

206313454*03

숙박

부세나테라스 비치리조트 ザ・ブセナテラス

0980-51-1333

206442407*88

쇼핑몰

아메리칸빌리지 アメリカンビレッジ

33526428*63

아메리칸빌리지 전용 대주차장(무료)

쇼핑몰

이온몰(AEON) 차탄점 イオンモール北谷

098-982-7575

33526155*82

대형쇼핑몰 주차무료

레스토랑

구루메 회전스시 비하마점 グルメ回転寿司市場美浜店

098-926-3222

33 526 400*22

레스토랑

링거헛 차탄점 リンガーハット北谷店

098-936-0141

33526400*22

나가사키짬뽕 전문점 약500~600엔

레스토랑

톤카츠 타로 차탄점 とんかつ太郎北谷店

098-926-3711

33526399*41

돈까스전문 레스토랑

레스토랑

회전스시 이치방테이 回転寿司一番亭

098-9263054

33526633*71

회전스시 가게 주차무료(맵코드입력)

레스토랑

지로쵸우 스시 챠탄한비점 次郎長寿司北谷ハンビー店

098-936-6266

33496405*55

화요일 휴무

레스토랑

바쿠바쿠테이 ばくばく亭

098-926-6888

33496557*60

카레와 함바그 전문점/주차맵코드입력

숙박

비치타워 리조트 ザ・ビーチタワー沖縄

098-921-7711

33525208*63

관광지

슈리성 공영주차장

레스토랑

류큐사보 아시비우나 琉球茶房 あしびうなぁ

레스토랑

슈리소바 首里そば

33161517*25

슈리성 대표 주차장

098-884-0035

33161797*06

맵코드 주차장 / 블루씰아이스크림있음

098-884-0556

33161598*03

맵코드 주차장 / 좁은길임 조심하세요

카페

돌담길(이시타다미) 마다마 石畳茶屋真珠

098-884-6591

33161517*25

맵코드 공영 슈리성주차장 도보2분

쇼핑몰

아시비나 아웃렛몰 アウトレットモールあいしびなー

098-891-6000

232544571*77

주차무료

거리

국제거리 주차장 国際通り

쇼핑몰

맥스밸류 마키시점 マックスバリュ牧志店

098-860-5590

33158693*17

대형쇼핑몰 마쿠수바류

쇼핑몰

나하 메인 플레이스 サンエー那覇メインプレイス

098-951-3300

33188472*47

맵코드 주차장입구안내 / 대형쇼핑몰

면세점

DFS갤러리아 면세점 DFSギャラリア

-

33189360*33

맵코드 고객주차장입구 / 면세점

레스토랑

만쥬마이 쿠모지점 まんじゅまい久茂地店

098-867-2771

33156268*52

맵코드 주변주차장(유료/코인주차장)

레스토랑

다이토 소바 大東そば

098-867-3889

33157496*88

맵코드 주변주차장(유료/코인주차장)

카페

훼누카마 카페 ふぇーぬかま(南窯)

098-861-6404

33158093*41

맵코드 주변주차장(유료/코인주차장)

레스토랑

텐토텐 소바 てんtoてん

098-853-1060

33130072*14

맵코드 주차장안내 / 월요일 휴무

관광지

시키나엔 識名園

098-855-5936

-

대인300엔/소인100엔/수요일 휴원

숙박

치산 리조트 나하 チサン リゾート 那覇

098-868-2801

33155097*25

숙박

로와지르 호텔 나하 ロワジールホテル 那覇

098-868-2222

33155154*44

로와지르스파타워호텔도 같은 주차장임

관광지

오키나와월드 おきなわワールド

098-949-7421

232495390*63

09:00~18:00/프리패스 대인1400엔

관광지

평화기념공원 平和祈念公園

098-997-3844

232341027*33

추천관광지아님/맵코드 주차장입구

관광지

류큐 가라스무라 琉球ガラス村

098-997-4784

232336256*52

맵코드 시설입구/유리공방

33157182*41

평일200엔/15분/ 일요일12:00~18:00 차
량 통행금지시간

관광지

치넨 미사키 공원 知念岬公園

-

232594598*33

맵코드 주차장

관광지

미바루 비치(천연비치) 新原ビーチ

098-948-1103

232470542*85

맵코드주차장주변/유료주차장

관광지

구 해군사령부 방공호 旧海軍司令部壕

098-850-4055

33036761*52

08:30~17:00/성인420엔/소인210엔

레스토랑

북부

카페 쿠루쿠마 カフェくるくま

098-949-1189

232562861*33

전화번호입력OK / 정기휴일 화요일

레스토랑

카페 후쥬 カフェ風樹

098-948-1800

232530224*52

정기휴일 화요일

레스토랑

비 내츄럴 Be Natural

098-947-6203

232590614*33

정기휴일 화,수요일

레스토랑

차도코로 마카베치나 茶処真壁ちなー

098-997-3207

232368155*41

정기휴일 수요일(외에도 가끔 휴업)

관광지

츄라우미 수족관 沖縄美ら海水族館

0980-48-3748

553075653*74

10~2월 08:00~18:30/3월~9월 ~20:00까지

관광지

비세 후쿠기나미키 가로수길 備瀬のフクギ並木

-

553105629*63

카페

후우 카페 ふーかふぇ

0980-47-4885

206793849*47

숙박

치산 리조트 츄라우미 チサンリゾート沖縄美ら海

0980-48-3631

553075892*17

츄라우미수족관과 가까움/세소코섬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