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운 넘치는 구령과 하나가사 다이코의 웅장한 

음색.  화려하게 치장한 장식 수레를 선두로,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하나가사(꽃으로 꾸민 

갓)를 손에 든 춤꾼들이 야마가타시의 메인 

스트리트를 무대로 군무를 펼칩니다.

야마가타의 한여름밤을 장식하는 이 화려한 

축제는  도호쿠  4 대  축 제의  하나로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 온천하나가사노유

HOTEL MAP

야마가타 에키 니시구치 천연 온천

야마가타 에키 니시구치 천연 온천

우편번호 990-0828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후타바마치 1-10-18 FAX ： 023-647-9005
023-647-9000

SUPER HOTEL  YAMAGATAEKI NISHIGUCHI HOT SPRING

야마가타현의 중부 동쪽에 자리한 

현청 소재지 야마가타시.

역 앞의 재개발 구역, 

가조 센트럴 인근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수질 :

건강 아침식사천연 온천  하나가사노유

객실 객실 표준 설비 및 비품

남탕과 여탕이 따로 구별되어 있어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트륨 염화물 온천 ■시간 :

■주차장 : 70대 500엔(선착순)
　15:00~익일 10:00(대형차 상담 요망)
　만차 시에는 유료 주차장 안내(고객 부담)

체크인 시간 : 15시~24시　　체크아웃 시간 : 10시

●'야마가타'역 서쪽 출구에서 도보 6분　●야마가타 자동차도로 '자오' IC에서 국도 286호선을 타고 서쪽으로 약 10분

싱글 룸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와이드 침대
　…140cm

슈퍼 룸
●와이드 침대
　…140cm
　　＋로프트 침대

[객실 설비]

●32인치 와이드 액정 TV　●영화 VOD(유료 120편)

●무료 고속 인터넷(LAN)　호텔 전체 Wi-Fi 완비　

●전기 스탠드　●냉장고　●전기 포트　

●가습기 장착 공기청정기　●유닛 배스　●비데　

●드라이어　●전체 객실 건강 이온수 공급

[대여용품&기타]

●베개(7종 중 선택)　●담요　●체온계

●바지 프레스기　●다리미　●재봉용구

●캔 오프너　●와인 오프너　●손톱깎이　　

●대여 컴퓨터(유료 1일 1,000엔)　●휴대전화 충전기

●복사 서비스(유료)　●FAX 서비스(유료)

[호텔 내 설비]

●동전 세탁기 ※세제 무료

　(세탁기 1회 100엔, 건조기 30분 100엔)

●자동판매기(음료수, 주류)

●PC 코너(프린터 설치)

[객실 편의용품]

●칫솔　●목욕 타월　

●페이스 타월

●린스 겸용 샴푸

●보디 소프　●잠옷

6:30∼8:30（월~토）　6:30∼9:00（일요일ㆍ공휴일）

건강을 고려한 균형 잡힌 아침식사를 숙박하시는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무료

천연
온천
무료

건강
아침식사
무료

유료
평면 주차장
완비

무료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으로도 

예약하세요!

하나가사 축제

' 오 카마 ' 는  미야기현  갓타군  

자오마치와 미야기현 시바타군 

가와사키마치의 경계 부근(경계 

미정  지역 )에  있는  화구호로 ,  

'고시키누마'라고도 불립니다. 자오 

산맥  관광의  하이라이트로서  

유명합니다.

오카마

자오의 지조산 서쪽 사면에 성장하는 

아이스 몬스터 '수빙'. 찬란한 조명으로 

물든 수빙을 자오 로프웨이의 야간 

비행을 즐기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요하고 칠흑 같이 깜깜한 어둠 속에 

아름다운 조명을 받아 떠오르는 수빙의 

모습은 마치 환상의 세계에 있는 듯한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수빙

URL   ： http://www.superhotel.co.jp
mobile ： http://www.sh-mb.com/

지구와 인류의 건강

이미지

유기농 JAS 야채만을 사용합니다.

슈퍼호텔의 샐러드는 안심 안전

신조 방면

잔디밭

후쿠시마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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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타 에키 니시구치 천연 온천

2014.9

원천 : 다카다 온천 ※가온 및 순환 여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