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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maki, Iwate　이와테 하나마키　岩手花卷　岩手花卷이와테 하나마키 岩手花卷 岩手花卷

Osawa Spa 大泽温泉Osawa Spa 大泽温泉
오사와 온천 大澤溫泉오사와 온천 大澤溫泉
At the Osawa Spa in Hanamaki, Iwate, guests can 
enjoy various baths in a rustic traditional atmosphere.

이와테현 하나마키에 위치한 오사와 온천에서는 일본의 
옛 스 러 운  고 향 마 을 의  정 취 와  온 천 순 례 를  즐 길  수  
있습니다.

大泽温泉位于岩手花卷，您可欣赏到日本往昔的田园
风情，享受温泉巡游的乐趣。

大澤溫泉位於岩手花卷，您可欣賞到日本往昔的田園

風情，享受溫泉巡遊的樂趣。

山水阁Sansuikaku
山水閣산스이카쿠

Kikusuikan
기쿠스이칸

Tojiya (Jisuibu)
도지야 (취사가능)

A modern Japanese Inn serving mainly Japanese food. Breakfast 
and dinner are served. Dinner: Up to four people dine in each 
room. (A private dining room also available.) Breakfast: Buffet-style. 
Bedding will be laid out after dinner by an attendant. (For those 
using in a private dining room, the bedding will be laid out in your 
room during the meal.)

일식 중심의 근대적인 료칸. 1박 2식. 저녁식사 일식 4명까지 객실 식사 
(개별 회식장도 이용가능). 아침식사 뷔페형식. 침구는 저녁식사 후에 
직원이 입실해서 깔아드립니다. (개별 회식장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식사하시는 사이에 입실해서 준비해둡니다.)

以日餐为主的现代旅馆。一宿两餐。晚餐：日餐最多4人在客房用餐
（也可在会餐包间用餐）。早餐：自助餐形式。寝具在晚餐后由服
务员入室铺放。（使用会餐包间时，在用餐期间入室铺放）

以日餐為主的現代旅館。一宿兩餐。晚餐：日餐最多4人在客房用餐
（也可在會餐包間用餐）。早餐：自助餐形式。寢具在晚餐後由服務
員入室鋪放。（使用會餐包間時，在用餐期間入室鋪放）

Japanese Inn with a thatched roof built 150 to 160 years ago.
The bathrooms are outside of the rooms. Breakfast and dinner are 
served in a dining room. During the meal, an attendant will enter 
your room and lay out the bedding.

새로 이은 지붕의 료칸. 150~160년 전 건축.
세면대와 화장실은 실외.
1박 2식 아침과 저녁식사 모두 식당에서.
침구는 식사하시는 사이에 직원이 입실해서 깔아둡니다.

茅葺屋顶旅馆。建造150～160年。
盥洗室、厕所在室外。一宿两餐。早餐、晚餐均在餐厅用餐。
寝具在用餐期间由服务员入室铺放。

茅葺屋頂旅館。建造150～160年。
盥洗室、廁所在室外。一宿兩餐。早餐、晚餐均在餐廳用餐。

寢具在用餐期間由服務員入室鋪放。

Parts of this wood building are more than 200 years old. There are 
no bathrooms in the rooms.
Guests can prepare their own meals or bring them from outside 
and use the dining room. Guests lay out and put away the 
bedding by themselves. Guests are also responsible for washing 
and putting away the dishes that they use.

200년이 지난 건물도 있습니다. 목조. 세면대와 화장실은 실외.
식사는 본인이 만들거나 가지고 오거나 관내 식당을 이용. 침구는 스스로 
펴고 스스로 개어 올려놓습니다. 사용한 식기류도 씻어 둡니다.

也有建造了200年以上的建筑物。木造建筑。盥洗室、厕所在室外。
饭食可自己做，也可带入，也可在馆内的食堂用餐。
寝具由自己铺放自己收拾。所使用的餐具也自己清洗收拾。

也有建造了200年以上的建築物。木造建築。盥洗室、廁所在室外。
飯食可自己做，也可帶入，也可在館內的食堂用餐。

寢具由自己鋪放自己收拾。所使用的餐具也自己清洗收拾。

菊水馆
菊水館

汤治屋（自炊）
湯治屋（自炊）

Osawa Spa is made up of Sansuikaku, Kikusuikan, and the Tojiya.
오사와 온천은 산스이카쿠, 기쿠스이칸, 취사가능한 도지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大泽温泉由山水阁、菊水馆、汤治屋构成。

大澤溫泉由山水閣、菊水館、湯治屋構成。

Airplane  비행기  乘坐飞机  乘坐飛機

Shinkansen  신칸센  乘坐新干线  乘坐新幹線
Tokyo station ‒ Shin-Hanamaki station -  about 3 hours

Tokyo (Narita/Haneda Airport) ‒ Hanamaki Minami I.C. ‒ about 7 hours

Hanamaki Airport ‒ Osawa Spa ‒ 30 minutes by car
이와테 하나마키 공항 ‒ 오사와 온천 차로 30분
岩手花卷机场 － 大泽温泉　开车30分钟
岩手花卷機場 － 大澤溫泉　開車30分鐘

JR Shin-Hanamaki station ‒ Osawa Spa about 30 minutes by bus
JR신하나마키 역 ‒ 오사와 온천 버스로 30분
JR新花卷站 － 大泽温泉　巴士30分钟
JR新花卷站 － 大澤溫泉　巴士30分鐘

Car  자동차  开车  開車

Hanamaki Minami I.C. ‒ Osawa Spa ‒ 15 minutes
하나마키 미나미IC ‒ 오사와 온천 15분
花卷南高速路口 － 大泽温泉　15分钟
花卷南高速路口 － 大澤溫泉　15分鐘

注意事项  为了舒适地度过 注意事項  為了舒適地度過

Note  In order to enjoy your stay
주의사항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Use of facilities　관내 이용　旅馆的使用　旅館的使用

It’s not polite to cause trouble for other guests by 
shouting or making loud noises.

다른 분께 폐가 될만한 큰소리는 
내지 않는 것이 매너입니다.

请勿大声喧哗，以免给他人造成
困扰。

請勿大聲喧嘩，以免給他人造成
困擾。

Please don’t put anything besides toilet paper 
into the toilets. 

화장실에서는 비치된 화장지 만 
변기에 버립니다.

请勿在坐便中冲走所配备的卫
生纸以外的物品。

請勿在坐便中沖走所配備的衛
生紙以外的物品。

Clothes cannot be washed in the bath area.

욕실 안에서 빨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不可在浴室内洗衣服。

不可在浴室內洗衣服。

Please wash yourself off before getting in the 
bath.

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 욕조에 
들어갑니다.

在进入浴池前，请冲洗身体的
脏污。

在進入浴池前，請沖洗身體的
髒污。

Please don’t wear shoes when walking in the 
hallways of the Kikusuikan or Tojiya.

기쿠스이칸과 도지야의 복도는 
신발을 신은 채 다닐 수 없습니다.

在菊水馆、汤治屋的走廊不能穿
鞋行走。

在菊水館、湯治屋的走廊不能穿
鞋行走。

Dry off with a towel in the bathing area before 
going to the changing room.

욕실 안에서 몸을 닦고 나서 탈의실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请在浴室内擦干身体后进入更
衣间。

請在浴室內擦乾身體後進入更
衣間。

Don’t take any of the provided shampoo or soap 
out of the bathing area.

비치된 샴푸와 비누를 가지고 
가서는 안됩니다.

所配备的香波、香皂等不可
带出。

所配備的香波、香皂等不可
帶出。

Please don’t get in the bath until you’ve rinsed off 
all the soap. Soap is not allowed in the hot spring.

비누칠을 한 상태로 욕조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또한 욕조 안에서 비누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请勿打着肥皂直接进入浴池。
此外，在浴池内不可使用肥皂。

請勿打著肥皂直接進入浴池。
此外，在浴池內不可使用肥皂。

Please ask at the front desk about our free shuttle 
bus to and from Hanamaki station.

역 방면 무료셔틀버스에 관해서는 
직원 또는 프런트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关于到电车站的免费接送巴士，
请询问服务员或前台。

關於到電車站的免費接送巴士，
請詢問服務員或前台

Please don’t put towels in the bath.

타월은 욕조에 담그지 말아주십시오.

请勿将毛巾泡在浴盆中。

請勿將毛巾泡在浴盆中。

Please put your valuables in the safe in your room 
or leave them at the front desk.

귀중품은 비치된 금고를 이용하거나 
프런트나 카운터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贵重物品请使用配设的保险柜
或存存在前台、账房。

貴重物品請使用配設的保險櫃
或存存在前台、賬房。

No furnishings may be taken from the guest 
rooms or lobby.

객실이나 로비 등의 비품을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客房、大堂等的备品不可带
回去。

客房、大堂等的備品不可帶
回去。

Using the baths　목욕탕 이용　浴室的使用　浴室的使用

Using the guest rooms　객실 이용　客房的使用　客房的使用

Don’t enter any guest rooms with your slippers 
on. 

슬리퍼를 신은 채로 입실하지 
마십시오.

请勿穿着拖鞋直接进入客房。

請勿穿著拖鞋直接進入客房。

The drinks in the refrigerators are not free. If you drink 
any of them, please mention it when you checkout.

냉장고 속의 음료는 유료입니다. 마셨다면 체크아웃 
할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冰箱中的饮品收费。如果您饮用
了饮品，请在退房时告知。

冰箱中的飲品收費。如果您飲用
了飲品，請在退房時告知。

Please look at the other side.
안쪽 면을 보십시오.
也请阅览背面内容。

也請閱覽背面內容。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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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www.oosawaonsen.com
〒025-0244
岩手県花巻市湯口字大沢 181

TEL.0198-25-2021
FAX.0198-25-2551

TEL.0198-25-2233
FAX.0198-25-2452

TEL.0198-25-2315
FAX.0198-25-2316

Large outdoor bath – Osawa no Yu
큰 노천탕 오사와노 유
大露天浴池 大泽之汤　大露天浴池 大澤之湯

Osawa Spa slope 大泽温泉坡
오사와 온천 비탈길  大澤溫泉坡

Water wheel
물레방아 
水车
水車

Osawa Spa shrine
오사와 온천 신사 

 大泽温泉神社
 大澤溫泉神社

Yahagi (restaurant)
쇼쿠지 도코로 야하기 

　矢作餐厅
　矢作餐廳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children and childbirth
고야스 관음 
子安观音
子安觀音

Osawa Spa and our predecessors
오사와 온천과 선인들

大泽温泉与先人们
大澤溫泉與先人們

This is Osawa Spa’s famous unisex outdoor bath. 
오사와 온천의 명물인 혼욕 노천탕입니다.
大泽温泉名物的混浴露天浴池。
大澤溫泉名物的混浴露天浴池。

Various flowers and trees are beautiful 
throughout all four seasons, including 
the cherry blossoms and azaleas. 
계절마다의 식물이 아름답고 벚꽃과 철쭉이 
정취를 더합니다.
四季各异的植栽美丽，樱花、杜鹃花异彩
纷呈。
四季各異的植栽美麗，櫻花、杜鵑花異彩

紛呈。

山水閣的山水之湯溫泉與包租家庭浴池為下

榻山水閣的顧客專用。

設有清掃與使用時間等。

大澤之湯溫泉、川部之湯溫泉中沒有香皂與

香波。

毛巾請到小賣店購買。

山水阁的山水之汤温泉与包租家庭浴池为下
榻山水阁的顾客专用。
设有清扫与使用时间等。
大泽之汤温泉、川部之汤温泉中没有香皂与
香波。
毛巾请到小卖店购买。

산스이카쿠의 산스이노 유와 전세 가족탕은 산스이카쿠 
이용객 전용입니다.
청소나 이용시간 등이 있습니다.
오사와노 유와 가와베노 유에는 비누와 샴푸가 없습니다.
타월은 매점에서 구입 바랍니다.

The Sansui no Yu and private family baths are only 
for Sansuikaku guests. There are times when it is 
being cleaned and times when it can be used.
Osawa no Yu and Kawabe no Yu do not have shampoo 
or soap.
Towels are available for sale at the shop near the 
Jisuibu front desk.

The god of medicinal waters resides here. 
온천의 약효가 좋은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供奉着温泉药效之神。
供奉著溫泉藥效之神。

The Tojiba dining room. There are meal sets, noodle 
dishes, and various other menu items. 
도지야의 식당. 백반이나 면류 등 다수의 메뉴가 있습니다.
汤治屋的食堂。有定食、面类等多种菜品。
湯治屋的食堂。有定食、面類等多種菜品。

Toshihisa, the 40th head of the Nanbu clan, stayed at Osawa 
Spa in 1867, composing poetry and enjoying the scenic 
beauty with his vassals. The beauty of Osawa was also 
immortalized by the brush of Kawaguchi Getsurei in his 
painting “Osawa Hakkei.” 

40 대째 난부 영주 도시히사 공은 1867 년 치료를 목적으로 오사와 
온천에 묵었는데 그때 가신과 함께 와카 등의 일본시를 읊어 이곳의 
훌륭한 풍광을 칭송했습니다. 가와구치 게쓰레이의 글에 따른 ‘오사와 
팔경’이 지금도 전해져 당시를 추억할 만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南部藩主第40代利刚公于庆应3年（1867年）在大泽温泉进行温
泉疗养时，与家臣一起吟诵和歌等，被其美丽风光所感动。川口月
岭亲笔描绘的“大泽八景”流传至今，成为追忆当年之物。

南部藩主第40代利剛公於慶應3年（1867年）在大澤溫泉進行溫
泉療養時，與家臣一起吟誦和歌等，被其美麗風光所感動。川口月

嶺親筆描繪的「大澤八景」流傳至今，成為追憶當年之物。

Curved bridge
마가리바시 다리 

曲桥
曲橋

This is the wooden bridge that connects Tojiba 
and Kikusuikan. 
도지야와 기쿠스이칸을 연결하는 나무 다리입니다.
连接汤治屋与菊水馆的木桥。
連接湯治屋與菊水館的木橋。

Komei Bridge
고묘바시 다리
高明桥
高明橋

Osawa no Yu
오사와노 유
大泽之汤温泉
大澤之湯溫泉

Large outdoor bath
큰 노천탕
大露天浴池
大露天浴池

Kikusuikan wooden bath
기쿠스이칸 목조탕
菊水馆木造浴池
菊水館木造浴池

Kawabe no Yu
가와베노 유
川部之汤温泉
川部之湯溫泉

Yakushi no Yu
야쿠시노 유
药师之汤温泉
藥師之湯溫泉

Toyosawa no Yu
도요사와노 유
丰泽之汤温泉
豐澤之湯溫泉

Half outdoor bath
반 노천탕
半露天浴池
半露天浴池

Tojiba outdoor bath (women only)
도지야 노천탕(여성용)
汤治屋露天浴池（女性用）
湯治屋露天浴池（女性用）

Tojiya large 
bathing area
도지야 대욕장
汤治屋大浴场
湯治屋大浴場

The curved bridge painted in “Osawa Hakkei”
‘오사와 팔경’에 묘사된 마가리바시 다리

“大泽八景”中所描绘的曲桥
「大澤八景」中所描繪的曲橋

Large outdoor bath
대욕장 노천탕
大浴场露天浴池
大浴場露天浴池

Sansui no Yu (Only for Sansuikaku guests)
산스이노 유(산스이카쿠 이용객 전용입니다)
山水之汤温泉（为下榻山水阁的顾客专用。）
山水之湯溫泉（為下榻山水閣的顧客專用。）

You can go between the Tojiba and Sansuikaku 
from a landing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floor of the Sansuikaku here.
산스이카쿠와 도지야는 산스이카쿠의 1 층과 2 층 
사이의 계단부분을 통해 왕래할 수 있습니다 .
山水阁与汤治屋可通过山水阁一楼与二楼之间的
楼梯部分往来。
山水閣與湯治屋可通過山水閣一樓與二樓之間的
樓梯部分往來。

Nanbu no Yu
난부노 유
南部之汤温泉
南部之湯溫泉

Passageway
연결통로
联络通道
聯絡通道

Parking lot
주차장
停车场
停車場

Toyosawa river
도요사와가와 강
丰泽川
豐澤川

The building has a thatched roof and is 
about 150-160 years old.
새로 이은 지붕 건물로 150~160 년 전에 
지어진 것입니다.
建筑物为茅葺屋顶，建于150～160年前。
建築物為茅葺屋頂，建於150～160年前。

Sansuikaku
산스이카쿠
山水阁
山水閣

Kikusuikan
기쿠스이칸
菊水馆
菊水館

Tojiya
도지야
汤治屋
湯治屋

The oldest building in Osawa Spa, 
built around 210 years ago.
오사와 온천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210년 정도 경과한 것입니다.
大泽温泉的建筑物中最古老，已历
经约210年的历史。
大澤溫泉的建築物中最古老，已歷
經約210年的歷史。

Sansuikaku

Kikusuikan

Tojiya

Sansuikaku

Kikusuikan

Tojiya

Sansuikaku

Kikusuikan

Tojiya

Sansuikaku

Kikusuikan

Tojiya

Toyosawa river
도요사와가와 강
丰泽川
豐澤川

The Sansui no Yu and private family baths 
are only for Sansuikaku guests.
산스이카쿠의 산스이노 유와 전세 가족탕은 
산스이카쿠를 이용하시는 분 전용입니다 .
山水阁的山水之汤温泉与包租家庭浴池为
下榻山水阁的顾客专用。
山水閣的山水之湯溫泉與包租家庭浴池為
下榻山水閣的顧客專用。

Parking lot
주차장
停车场
停車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