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현 숙박시설 정보

텐도우 온천 협동조합

http://www.tendoonsen.or.jp/
TEL 023-653-6146

사가에 온천 협동조합

http://www.chuokai-yamagata.or.jp/sagaespa/
TEL 0237-83-1222

오와니 온천 여관조합

http://kuroishi.or.jp/
TEL 0172-52-3488
http://www.aomoricolony.com/~owanionsen/pege/home.html
TEL 0172-48-3231

야겐 온천 여관조합

http://www.yagen.jp/

유다가와 온천 관광협회

시모후로 온천향
카자마우라무라 상공회 청년부
아키타현 여관 호텔
생할위생 동업조합

http://www.shimohuro.com/
TEL 0175-35-2010

유노하마 온천 관광협회

큐토우 온천조합

http://www.nyuto-onsenkyo.com/

아키타 하치만타이 온천 리조트협회

http://www.hachimantai.org/
TEL 0186-22-1773

유제 온천 여관 협동조합
오유 온천 관광협회

http://www.k2.dion.ne.jp/~yuze-spa/
TEL 0186-33-2308
http://www.ink.or.jp/~o-yu/
TEL 0186-37-2960

오가 온천 협동조합

http://www.e-ogaonsen.com/
TEL 0185-33-3191

아키노미야 온천향

http://www.akinomiyaonsen.jp/

오야스쿄 온천 미나세 관광협회

http://www.oyasukyo.jp/top.htm
TEL 0183-47-5080

아츠미 온천 아츠미 관광협회

후쿠시마현 여관 호텔
생활위생 동업조합
타카유 온천 관광협회・
타카유 온천 여관 협동조합

TEL 018-833-8134

츠치유 온천 관광협회
이자카 온천 관광협회와
이자카 온천 여관 협동조합

http://semi-spa.com/index.html
TEL 0233-42-2123
http://mogami-kanko.info/akakura/index.html
TEL 0233-43-2233
http://www.atsumi-spa.or.jp/
TEL 0235-43-3547
http://www.yutagawaonsen.com/
TEL 0235-35-4111
http://www.yunohamaonsen.com/index.asp
TEL 0235-75-2258
http://www.fukushimaryokan.com/
TEL 024-521-1448
http://www.naf.co.jp/azumatakayu/welcome.stm
TEL 024-591-1125
http://www.tcy.jp/
TEL 024-595-2217

다케 온천 관광협회

http://www.iizaka.com/
TEL 024-542-4241
http://www.dakeonsen.or.jp/
TEL 0243-24-2310

반다이 아타미 온천 여관 협동조합

http://www.bandaiatami.or.jp/
TEL 024-984-2182

아이즈 하가시야마 온천 관광협회
아시노마키 온천 관광협회・
아시노마키 온천 여관 협동조합

http://www.aizu-higashiyama.com/
TEL 0242-27-7051
http://www.aizu-ashinomaki.jp/
TEL 0242-92-2336

http://www.iwate-navi.jp/
TEL 019-622-7214
http://www.ousyukuonsen.com/
TEL 019-695-2209
http://www.tsunagionsen.com/
TEL 019-689-2109

유노카미 온천 여관 조합

http://www.yunokami.jp/
TEL 0241-68-2876

시라카와카시 고원 온천 관광협회

TEL 0248-36-2221

이와키유모토 온천 여관 협동조합

니시와가마치 관광협회

http://www.hachimantai.or.jp/
TEL 0195-78-3500
http://www.yamanoideyu.com/index.html
TEL 0197-81-1135

하나마키 온천

http://www.hanamakionsen.co.jp/
TEL 0198-37-2111

유자와 온천 종합 안내소

http://www.yuzawaonsen.gr.jp/
TEL 025-785-5353

다이 온천 여관조합

http://www.daionsen-iwate.com/
TEL 0198-27-2150
http://www.kindaiti.com/
TEL 0195-27-2540

이와하라 관광 온천 조합

http://e-yuzawa.com/iwappara/index.php

http://www.miyagi-yado.gr.jp/
TEL 022-298-8933

오유 온천 관광협회

http://www.muikamachi.jp/stay/muikamachionsen/index.html
TEL 025-770-1173
http://www.uonuma.ne.jp/ooyu/
TEL 025-795-2638

나루코 온천향 관광협회

http://www.naruko.gr.jp/
TEL 0229-82-2102

마츠노야마 온천 조합

http://www.matsunoyama.com/

아키우 온천 아키우・사토센터

http://akiusato.jp/index.aspx
TEL 022-304-9151

유노타니 온천향 오리타테지구 온천 조합

http://www.yunotani.com/~oritate/

야히코 관광협회・야히코 역전 관광 안내소

http://www.e-yahiko.com/index.htm
TEL 0256-94-3154
http://www.iwamurokankou.com/
TEL 0256-82-5715

오슈쿠 온천 관광조합

하치만타이시 관광협회

미야기현 호텔 여관
생활위생 동업조합

http://togatta.jp/index.php
TEL 0224-34-2725
http://www.matsushima-kanko.com/index.html
TEL 022-354-2618

이와무로 온천 관광협회

http://www.niigata-ryokan.or.jp/
TEL 025-384-0761

신아카쿠라 관광협회
묘코우 온천 여관조합・묘코우 온천 관광협회

http://w1.avis.ne.jp/~myoko/

http://kaminoyama-spa.com/
TEL 023-672-0839

세나미 온천 여관 협동조합

http://www.senami.or.jp/
TEL 0254-52-2656

긴잔 온천조합

http://www.ginzanonsen.jp/

츠키오카 온천 관광협회

http://www.tsukiokaonsen.gr.jp/
TEL 0254-32-3151

오노가와 원천 협동조합

사키하나 온천 여관 협동조합

http://www.sakihana.jp/

아카유 온천 여관 협동조합

http://www.chuokai-yamagata.or.jp/onogawa/
TEL 0238-32-2740
http://akayu-onsen.com/
TEL 0238-43-3114

고즈 온천향 여관협동조합

http://gozu.jp/
TEL 0250-61-3003

히지오리 온천향 히지오리 이데유관

http://hijiori.jp/
TEL 0233-34-6106

우노하마 온천 관광조합

http://www.unohama.com/

야마가타현 여관 호텔
생활위생 동업조합

야 마 가 타

자오 온천 관광협회
카미노야마 온천
카미노야마시 관광물산협회

아카쿠라 온천 관광협회

각현 숙박시설 정보

http://www.yamagatayado.jp/
TEL 023-622-4891
http://www.zao-spa.or.jp/
TEL 023-694-9328

http://www.akakura.gr.jp/
TEL 0255-87-2165
http://www.shin-aka.com/
TEL 0255-87-2700

마츠시마 관광협회

니가타

토갓타 온천 여관 호텔조합

무이카마치 온천 여관 조합

니 가 타

미 야 기

사쿠나미온천 여관조합
http://www.sakunami-spa.com/
센다이시 미야기지구 관광 안내소 TEL 022-395-2052

니가타현 여관 호텔
생활위생 동업조합

http://www.iwakiyumoto.or.jp/
TEL 0246-43-3017

후쿠시마

킨다이치 온천 여관조합

오제히노에마타 온천 관광 안내소・ http://www.oze-info.jp/
히노에마타 온천 관광협회
TEL 0241-75-2432

야마가타

이 와 테

츠나기 온천 관광조합

미야기

쿠로이시 관광협회

http://www.gassan-shizuonsen.net/
TEL 0237-74-4119

이와테

http://www.asamushi.com/
TEL 017-752-3259

갓산시즈 온천
갓산 아사히 관광협회
야마가타 모가미 온천향
세미 온천 여관 조합
야마가타 모가미 아카쿠라 온천
모가미마치 관광협회

아키타

아사무시 온천 여관조합

후 쿠 시 마

아 키 타

아오모리시 여관 호텔 협동조합

http://www.jongara-net.or.jp/~ao-ryotel/
TEL 017-777-4850

야 마 가 타

아 오 모 리

TEL 017-777-3411

아오모리

http://www.higashineonsen.com/
TEL 0237-42-7100

아오모리현 여관 호텔
생활위생 동업조합

이와테 여관 호텔
생활위생 동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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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시네 온천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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