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zankei Onsen

운 행 호쿠토교통

신치토세공항 출발14:00 ▶ 조잔케이 도착 15:40경
조잔케이 출발10:10（ 조잔케이차고 앞）▶ 신치토세공항 도착 11:50

운 행 조테쓰버스
예 약 0120-737-109 （수신자 부담 전화 )
※예약은 출발 전일17시까지 가능（공석이 있을 경우, 당일 탑승도 가능 )

삿포로역 출발（JR삿포로역 남쪽 출입구 버스터미널 12번 승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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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행버스

※예약 우선

고가네유 온천의 천질은
단순
유황천(약알칼리성)입니
다. '심장 온천'으로
불리며 혈류량을 늘리고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혈액 내
당과 중성 지방을
연소시키기에 메타볼릭
신드롬을 개선하고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호헤이쿄온천

Usubetsu Onsen

조잔케이 출발（ㅤ 조잔케이차고 앞）

소요시간：약 75분（1시간에 1～2편）

지하철 난복선 마코마나이역앞 버스 4번 승차장에서
소요시간：약 50분（1시간에 1～2편）

버스안내

운 행 조테쓰버스

문의사항 ■조테쓰버스 가와조에 영업소 ☎011-572-3131 ■호쿠토교통 ☎011-375-6000

MAP

니세코까지 자동차로 70분.
신치토세공항에서 자동차로 80분.
조잔케이

조잔케이에서 홋카이도 내로

조잔케이

차로의 이동 시간
42km （약 60분）

시코쓰호

▶

52km （약 70분）

니세코

▶

65km （약 70분）

▶

76km （약 90분）

신치토세공항

▶

64km （약 80분）

도마코마이

▶

78km （약 2시간）
▶

시코쓰호
도마코마이

▶

165km（약 3시간）

하코다테

▶

229km（약 3시간반）

일반사단법인

230

도야호

B-3

경승지 ･ 액티비티의

하코다테

최신 정보 갱신 중!

조잔케이관광협회

구란도 부릿센호텔 조잔케이
☎0120-489-353

https://jozankei.jp/

D-2

스이잔테이 클럽 조잔케이
☎011-595-2001

C-3

맛있는 숙소 시키시마 조잔케이 별저
☎011-595-3800

D-3

유구의 숙소 시라이토
☎011-598-3351

온천료칸 긴와소
D-2
☎011-213-1307

B-3

누쿠모리노 야도 후루카와
☎011-598-2345

E-3

유모토 순노야도 마쓰리노유
☎011-596-2131

D-4

조잔케이 쓰루가 리조트 모리노우타
☎011-598-2671

E-3

유모토 고가네유
☎011-596-2111

C-3

쇼게쓰 그랜드 호텔
☎0570-026-575

D-3

클럽 긴케이
☎011-522-6669

C-2

하타고야 조잔케이 쇼텐
☎011-598-2929

D-2

사쿠라 조잔케이 젠
☎0120-792-785

C-3

샬레 아이비 조잔케이
☎011-595-2888

D-3

콘도미니엄 조잔케이
☎011-595-2202

오쿠 조잔케이온천 가쇼교엔
A-3
☎0120-489-485

조잔케이 관광협회 공식 홈페이지

〒061-2302
홋카이도 삿포로시 미나미구 조잔케이온천 히가시 3초메
TEL:011-598-2012 FAX:011-598-2029

조잔케이 만세각 호텔 밀레오네
☎0570-08-3500

조잔케이 다이이치호텔·스이잔테이
C-2
☎011-598-2141

노보리베쓰

127km
ㅤㅤㅤ（약 2시간）

아사히카와

고가네유
●

C-3

［2022년 3월 개정］
［2022年3月 改訂］

온천물이 샘솟는 온천에는 힘이
있다고 여겨지며 그 효능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풍부한 원천의
용출량과 온천의 화학 성분을 뜻하는
천질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여성만을 위한 스이초칸
☎011-595-3330

고가네유 온천지역

조잔케이온천 지역

230

230

호헤이쿄온천지역

우스베쓰온천 지역
호헤이쿄댐
至 中山峠

조잔케이 온천은 이곳에 탕치장을
여는 데 평생을 바쳤고 현재의
주춧돌을 쌓인 미이즈미조잔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이상 전, 때는 메이지 유신의
동란이 한창. 오갈 길조차 없는
바위표면이 보이는 계곡과 원시림이

History
조잔케이의 역사

울창하게 우거진 도요히라강 상류에
온천을 찾아낸 조잔은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미개한 이 땅으로 옮겨와
숙식을 잊고 탕치장을 만드는데
고심했습니다. 조잔의 열의는 마침내
사람을 움직여 길을 냈고, 조잔케이
온천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유노하나 조잔케이 점
B-3
☎011-598-4444





삿포로의 온천지
조잔케이

도야코 온천에서

km

0
10

온천과 고가네유 온천처럼 자연적으로

시코쓰토야 국립 공원 조잔케이온 천

호헤이쿄온천
☎011-598-2410

A-4

b c

국립 공원 내에 있으며
삿포로 시내에 있는 조잔케이 온천
시코쓰토야 국립 공원은 일본을 대표하는 2대 칼데라호인 시코쓰코와
도야코를 비롯해, 대표적으로 다루마에산, 요테이산, 우스산이 있는 화산과
지역 내 곳곳에 있는 온천, 유기가 뿜어져 나오는 지옥 현상(격렬한 지열
현상) 등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지형과 현상이 특징인 국립 공원입니다.
이러한 자연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자연을 많은 분이 느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립하였습니다.

d

a

Season Calendar
4 April

5 May

조잔케이의 이벤트

6 June

7 July

8 August

9 September

10 October

12 December

스키 · 스노보드(11월~5월)
g.스노 슈(12월~3월)
오대 단풍
（e.트리 트레킹・f.삿포로 국제스키장 단풍 곤돌라）

래프팅(4월~10월 말)

카누 / SUP(6월~10월말)
b.등산(5월~10월 말)

1 January

홋카이도 내 이벤트

2 February

단풍 구경에 알맞은 시기

벚꽃 구경에 알맞은 시기 과일따기 / 딸기, 체리, 포도, 사과 등(5월~10월)
봄 단풍 구경에 알맞은 시기
c.JOZANKEI NATURE LUMINARIE / d. 호헤이쿄 댐 관광방류

a.계곡 고이노보리

11 November

3 March
설경

h.유키도로(눈빛길 축제)
(조잔케이 신사)

단풍 갓파 버스 （10월 1일～10월 21일）

승마 / 캠프 / 글램핑(연중)

삿포로 눈축제
삿포로 화이트 일루미네이션（※오도리공원은 12월 하순까지）

도야호 롱런 불꽃놀이 ／ 도야호온천（4월 하순～10월 하순)
지옥계곡 도께비 불 축제 ／ 노보리베쓰온천

홋카이도 마라톤
삿포로 어텀 페스트

오타루 눈빛길 축제 ／ 오타루시
치토세, 시코쓰 효토축제(얼음축제) ／ 치토세시

e g
f h

1866년

▶

마코마나이역

오타루

k
50

쿠리야 스이잔
C-3
☎011-598-5555

C-3 호텔 시카노유 하나모미지
B-2 ☎011-598-2002

신치토세
공항

m

니세코

노보리베츠 온천에서

C-3

삿포로역

삿포로

숙박만

MAP

조잔케이 뷰 호텔
C-3
☎011-598-3223

오타루

당일치기 입욕만

숙박 · 당일치기 입욕시설 목록

아사히카와

되어 샘솟고 있습니다. 조잔케이

미이즈미 조잔이 발견하고

오타루까지 자동차로 60분.

온천', '우스베쓰 온천' 각각의 원천이

변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온천

Hotel＆Onsen

삿포로에서 자동차로 50분.

온천', '고가네유 온천', '호헤이쿄

우스베쓰 온천의 천질은
칼슘과 나트륨
탄산수소염천입니다.
'고운 피부를 만드는
탕'이라고 불리며, 피부의
불필요한 각질과 모공의
노폐물을 제거해 주어
매끄러운 피부로
가꿔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헤이쿄 온천의 천질은
나트륨, 칼슘 탄산수소
염화물천입니다.
'미인탕'으로 불리며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는
동시에 지방과 불순물을
제거하여 피부를
정화하고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JR삿포로역 남쪽 출입구 버스터미널 12번 승차장에서

조잔케이온천
⇔
삿포로역・
마코마나이 역

지하수가, 긴 세월을 거쳐 '조잔케이

우스베쓰온천

Hoheikyo On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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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잔케이까지 약 60분

조잔케이의 울창한 삼림이 품은

이
) 있는 온천

갓파 라이너호
삿포로역
⇔
조잔케이온천

Koganeyu Onsen

조잔케이 온천의 천질은
나트륨 염화물천입니다.
'열탕'이라고 불리며, 피부
표면에 부착된 나트륨
성분이 열을 가두어
몸속부터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땀을
흘리기에 디톡스 효과가
있으며, 스트레스 해소,
냉증 완화,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泉
( 質

（국내선 터미널빌딩 21번 탑승장·국제선 터미널 85번 탑승장)

직행버스
조잔케이까지 약 100분

'수원(水源)의 숲 100선'으로도 선정된

풍요로운 자연이 키우는

가이테키 윳타리 라이너호

신치토세공항
⇔
조잔케이 온천

고가네유온천

４개의 천질

Access

조잔케이온천

운행시각(운휴를 포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운행정보는 각 QR코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