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무시 온천 '난부야·가이센카쿠'
시설 개요
・철근
・최대
・객실
・9 층

9 층(준공 1997 년 7 월)
수용 인원 350 명
총 85 실
전망 욕탕

객실 타입
・바다 쪽 객실: 일본식 객실 다다미 12.5 장＋다다미 4.5 장(정원 6 명) 32 실【20.7 ㎡+7.4 ㎡】
・바다 쪽 객실: 일본식 객실 다다미 10 장＋다다미 4.5 장(정원 5 명) 30 실 【16.5 ㎡+7.4 ㎡】
・바다 쪽 객실: 특별실 다다미 19 장＋트윈 서양식 객실 1 실
・산 쪽 객실: 트윈 6 실 【21 ㎡】
・산 쪽 객실: 싱글 16 실【14.5 ㎡】

교통
・아사무시온천역－당 여관(도보 2 분)
・아오모리 공항－아사무시(자동차로 45 분)
・신아오모리역－아사무시(자동차로 45 분)
・아오모리역－아사무시(자동차로 40 분)
・신아오모리역－아오모리역－아사무시온천역(전철로 35 분)
・아오모리역－아사무시온천역(전철로 25 분)
・도호쿠 자동차도로 아오모리히가시 IC－당 여관(자동차로 15 분)

주변 명소

나쓰도마리 골프 링크스

세이류지 절(좌상 일본 제일)

・아사무시 수족관
・호타루코 공원
・아사무시 바다낚시 공원
・아사무시 선셋 비치(해수욕)
・무쓰만 아사무시 유람선
・삼림욕 100 선 산책로(무쓰만 전망대, 소나무 거목, 88 석불)

근린 관광 명소(이동 거리 30 분권 내)

핫코다산

와랏세

・나쓰도마리 골프 링크스
・히라나이마치(선인장 공원, 다카하시 지쿠잔 기념관)
・세이류지 절(좌상 일본 제일)
・핫코다산(케이블카, 눈의 회랑, 단풍, 스키장)
・시내(와랏세, 아스팜, 아우가, 시장 등)
・가리비 광장(살아 있는 가리비 직판장)

세일즈 포인트

단풍, 스키

쓰가루 샤미센 라이브

・매일 밤 20:30 부터 쓰가루 샤미센 라이브 공연 개최 중!
・아사무시 온천은 아오모리현의 중앙에 위치한 온천지, 시모키타·쓰가루·도와다로 가는 관광 거점으로서 최적
・관내 곳곳에 향토색 진한 회화 공예품을 전시하여 아름다운 여행과 편히 쉴 수 있는 여관을 테마로 한 '민예조 현대 일본식'의
숙소
・아오모리 노송나무를 기조로 한 로비 홀 무대에서 '아오모리의 마음'을 전하는 쓰가루 샤미센 연주를 매일 밤 개최
(8/2~8/7 제외)
・일본 석양의 숙소 100 선'으로 선정된 경치를 만끽할 수 있고, 바닥이 파인 고타쓰가 설치된 바다 쪽 일본식 객실
・낮에는 무쓰만, 밤에는 고기잡이 불빛의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9 층 전망 대욕탕
・부근에 삼림욕 100 선으로 선정된 산책로가 있어 바닷바람을 느끼면서 사계절 워킹을 즐길 수 있는 코스가 충실
(겨울에는 스노 트레킹용 도구, 방한복 등을 대여: 예약 필요)
・세계적 판화가인 무나카타 시코도 사랑한 온천지

시설명
주식회사 난부야 여관
주소
(우)039-3501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 오아자 아사무시 아자 호타루다니 31
홈페이지
http://www.kaisenkaku.com
메일 주소 nanbuya@infoaomori.ne.jp
전화
017-752-4411
팩스
017-752-3314
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