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 정보는 2018 년 4 월 현재의 것입니다.
・ 계절,숙박플랜에 따라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설에 직접 문의 하십시오.
이 번호는 '나나에초 · 오누마 국정공원 관광지도'에 게재되어 있는 시설 번호입니다.

・

・ 역세권= JR오누마코엔역에서 반경 200m 이내에 있는 숙박시설

18

하코다테 오누마 프린스 호텔

온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리조트 호텔.

TEL +81-138-67-1111
주소 홋카이도 카메다군 나나에초 니시오누마 온천
교통편 JR오누마코엔역에서 차로 8분.오누마코엔역・신하코다테호쿠토역에서 무료 샤틀버스 있음.
숙박인원 584명
본관292실, 코티지 39동 (4월 하순～10월 중순)
기본정보 무료Wi-Fi, 신용카드 이용 가능, 자전거 대여 있음
당일치기 온천 가능 (14：00～18：00 어른 1,080엔)
온천 알칼리성 단순 온천 (저장성 알칼리성 온천)

요금 1명 14,602엔～(트윈룸 1실2명이용, 1박2식포함)

공식HP

28

하코다테 오누마

http://www.princehotels.co.jp/hakodate/

츠루가 리조트 EPUY(에프이)

역세권

온천

꽃이 피는 정원을 바라보며 식사와
럭셔리한 공간에서 어른의 시간을.

TEL +81-138-67-2964

주소 홋카이도 카메다군 나나에초 오누마초 85-9

교통편

JR오누마코엔역에서 도보 3분

86명(30실)
기본정보 무료Wi-Fi, 신용카드 이용 가능, 자전거 대여 가능, 금연
무료 송영 서비스 있음, 노천탕이 있는 객실 있음
온천 단순천

숙박인원

요금 1명 21,750엔～(트윈룸 1실2명이용, 1박2식포함)

공식HP

29 스테이션 호텔 아사히야

http://www.onuma-epuy.com/

JR오누마코엔역 바로 앞. 교통이 편리한 호텔.

역세권
駅近

TEL +81-138-67-2654

주소 홋카이도 카메다군 나나에초 오누마초 145

교통편

JR오누마코엔역에서 도보 1분

42명
다다미방 7실, 양실 8실, 배리어프리룸 1실, 금연 (흡연 스페이스 있음)
기본정보 각방에 목욕탕·화장실 있음, Wi-Fi(FreeSpot), 신용카드 이용 가능

숙박인원

요금 1명 9,000엔～(싱글룸, 2식포함), 1명 7,800엔～(싱글룸, 조식포함)

공식HP

22

오누마 공원에서 차로15분

모리마치

http://business2.plala.or.jp/asahiya/menu.htm

그린피아 오누마

온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1년을 통하여
즐길 수 있는 리조트 호텔

TEL +81-1374-5-2277

주소 홋카이도 카야베군 모리마치 아카이가와 229
교통편

오누마코엔 IC에서 차로 약 2분. 무료 송영 가능(예약제)

호텔 446명, 코티지 105명
다다미방 58실, 양실 20실, 배리어 프리 룸 2실, 특별실 2실
기본정보 휠체어 대여 가능, 무료Wi-Fi, 신용카드 이용 가능
온천 나트륨 탄산수 소식 염천 (저장성 알칼리성 고온천)

숙박인원

요금 호텔1명 9,500엔(세금 별도)＋입탕세150엔 (1박2식포함)
※일요일 · 축일은 1,080엔 증가, 케빈 11,000엔(세금 별도)～

공식HP

30

오누마 공원에서 차로25분

시카베초

https://www.gp-onuma.com/

Royal Hotel 미나미 홋카이도 시카베

온천

TEL +81-1372-7-3201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어른들의 리조트호텔.

주소 홋카이도 카야베군 시카베초 아자혼베츠 530-127
교통편

JR오누마코엔역에서 차로 약 25분

316명 (스위트룸 35실, 서양식 방 트윈 49실)
기본정보 무료Wi-Fi, 휠체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있음, 배리어 프리 (일부분), 흡연 가능 장소 있음
신용카드 이용 가능, 무료 송영 가능(예약제)
온천 나트륨 - 염화물

숙박인원

요금 1명 20,000엔～(1실2명 이용)

공식HP

http://www.daiwaresort.jp/shikabe/

32 펜션 카자（KAZA）

역세권

창문밖 나무들이 아름다운 안락한 펜션.

TEL +81-138-67-3933
주소 홋카이도 카메다군 나나에초 오누마초 215
교통편

JR오누마코엔역에서 도보 3분

숙박인원

25명
3인용 룸 5실, 4인용 룸 2실(목욕탕 화장실 없음),
더블 침대 + 샤워실 완비 1실

기본정보

잠옷이나 세면도구는 본인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료Wi-Fi, 금연

요금 1명 7,500엔～(1박2식포함)
공식HP

33 펜션 하이네

http://www9.plala.or.jp/KAZA/
제철의 식품 재료를 사용한 요리를 만끽할 수 있는 여름만 열리는 펜션.

TEL +81-138-67-2655
주소 홋카이도 가메다군 나나에초 오누마초 297-16
교통편

JR오누마코엔역에서 도보 8분

16명・양실 8실(목욕탕·화장실 없음), 욕실 2 군데
기본정보 실내복은 유료 (500엔), 신용 카드 사용 불가, 객실・다이닝은 금연
동계 휴업(11월1일～4월20일)

숙박인원

요금 1명 8,000엔(1박2식포함)
공식HP

51

http://www.pension-heine.com/
광활한 목장에서 머물 수 있는 트레일러 하우스와 드미트리 타입.

Paard Musée（오누마 나가레야마 목장）

TEL +81-138-67-3339
주소 홋카이도 가메다군 나나에초 히가시오누마 294-1
교통편 JR나가레야마온센역에서 도보 8분, JR오누마코엔역에서 차로 약 10분
숙박인원 23명・트레일러 하우스 4 명까지 (침대 4, 침실 2실, 욕실1),
도미토리 타입 남녀 공용 8 인방, 여성 8 인방, 개인 방 3인방 (이층 침대, 공용 욕실)
기본정보 식사(아침/점심/저녁) 각800엔 ※3일전까지 예약 필수, 건물 내는 애완 동물 금지,
무료Wi-Fi, 신용카드 이용 가능, 온천 없음

요금 1 명 4,000엔～(식사없음)
공식HP

84 그랜빌리지 오누마

http://www.paardmusee.com/
JR오누마코엔역에서 차로 5분. 나무의 따스함이 넘치는 통나무 호텔

TEL +81-142-75-1085

(내비게이션 불가. 전화에서는 "오누마"라고 말씀해 주세요.)

※전화로 예약은 받을 수 없습니다. 웹 사이트에서 예약 하십시오.
주소 홋카이도 가메다군 나나에초 가미이쿠사가와 104-3

교통편

JR오누마코엔역에서 차로 5분. 무료 송영 가능 (예약제)

숙박인원 32명, 8실, 침대2 + 로프트 (3～4 명의 경우는 로프트 (다다미)에서 이불 이용) ※ 2실은 흡연 가능

기본정보

무료Wi-Fi, 욕실 완비, 신용카드 이용 가능, 흡연방 있음, 유카타 있음,
무료 세탁기 (세제는 유료)
식사는 전날까지 예약 (저녁 식사 : 돼지고기 샤브샤브, 조식 : 일본 정식)

요금 1명 9,000엔～(1실2명이용, 1박2식포함)
공식HP

http://glan-v-onuma.com/

6 민박 차이로이 토리

JR 오누마코엔역에서 도보 1분, 다다미방 민박.

역세권

TEL +81-138-67-2231
주소 홋카이도 가메다군 나나에초 오누마초 85
교통편
숙박인원

JR오누마코엔역에서 도보 1분

13명(다다미방)

기본정보 몇 명으로 대절 가능, 신용 카드 사용 불가, 흡연 가능 장소 있음, 주차장 있음(버스 요금은 야간만 1,000엔)

동계 휴업（11월20일～4월20일）※ 휴업 기간 동안 숙박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하십시오.

요금 3,800엔(식사없음), 조식500엔(예약제)
공식HP

19 히가시오누마온천 여관 도메노유

http://birdinn.web.fc2.com/

온천

‘에도 시대’ 부터 이어지는 탕치의 유명한 온천.

TEL +81-138-67-3345
주소 홋카이도 가메다군 나나에초 히가시오누마 42
교통편 JR오누마코엔역에서 차로 약 20분, JR조시구치역에서 차로 약 10분
숙박인원 50명(다다미방)

기본정보 무료Wi-Fi, 흡연 일부분 제한, 주차장 있음, 휠체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있음, 배리어 프리 (일부분)

온천

신용카드 이용 가능 (단, 입욕료는 불가)
당일치기 온천(9:00～19:00최종 접수)어른 400엔, 제2, 4 수요일 휴무
・대절 노천 온천 어른 1,200엔 (2명 이상)※예약제
・대절 가족 온천 2,000엔(어른 3명까지) ※예약제
단순 온천 (중성 저장성 고 온천 원천 100 %)

요금 1명 4,200엔～(1실2명이용, 식사없음, 입탕세・난방비 별도)
조식 1,000엔
공식HP

36 쁘띠 하우스 아오이

http://www.tomenoyu.com/

장기간 머물하고 싶은 분에게 추천. 부엌이 있습니다.

TEL +81-138-67-2042
주소 홋카이도 가메다군 나나에초 오누마초 211
교통편
숙박인원

JR오누마코엔역에서 도보 5분

10명

사이즈가 21조와 9조의 방이 연속해서 붙어 있는 객실, 목욕탕, 화장실, 냉장고, 부엌 있음
기본정보

식사 제공 없음, 장기 체재 가능
동계 휴업(11월1일～4월하순)※ 단, 장기 숙박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하십시오.

요금 1명 4,000엔(식사없음), 2명이상 1명 3,500엔(식사없음)

37 민박 윳쿠리 오누마

쾌적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저렴한 민박.

TEL +81-138-67-3399
주소 홋카이도 가메다군 나나에초 오누마초 190
교통편

JR오누마코엔역에서 도보 10분

31명(다다미방)
본관(사이즈가 4조와 6조의 2 방이 연속해서 붙어 있는 객실, 목욕탕 있음) 5실
별관 (사이즈가 6조 한 칸, 목욕탕·화장실 있음) 8실 ※그중 1실 배리어 프리
기본정보 무료Wi-Fi, 신용 카드 사용 불가, 흡연 가능

숙박인원

요금 본관:1명 6,000엔(식사없음), 별관:1명 5,000엔(식사없음)
조식 500엔, 저녁식사 1,000엔(예약제)

공식HP

35 민박 카모이소

http://www9.plala.or.jp/yukkurioonuma/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주 이용하는 가정적인 민박.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81-138-67-2628
주소 홋카이도 가메다군 나나에초 오누마초 92
교통편

JR오누마코엔역에서 도보 6분

8명(다다미방)
기본정보 동계 휴업 (11월1일～4월20일)

숙박인원

요금 1명 4,800엔(1박2식 포함), 1명 2,500엔(식사 없음)

＜기타＞
●비즈니스 민박 하나노야도(나나에초 후지시로） TEL+81-138-64-8866
●니야마 온천 호텔ＮＫ빌라（나나에초 니야마） TEL+81-138-65-9000
●<알림＞오누마 공원 유스호스텔은 2017년 봄에 폐관되었습니다.
제작：나나에 오누마 국제관광컨벤션 협회

2018년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