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에이 산 속에 자리한 오베르주（Auberge）

호시노 리조트 로텔 드 히에이
~2015년 7월 1일 리브랜드 오픈~

히에이 산 속에 자리한 오베르주에서 비와 호의 풍성한 식재료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 4월부터 ‘로텔 드 히에이’ 운영 위탁을 시작하여 7월에 ‘호시노 리조트 로텔 드 히에이’로 리브랜드 오픈합니다.히
에이 산 엔랴쿠지 지역에 있으며, 비와 호가 보이는 우아한 오베르주（Auberge）로 다시 태어났습니다.예로부터 오우미에
전해내려오는 발효 지혜를 이용한 후나즈시와 풍성한 오우미의 식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놀랍고도 만족스러운
프렌치 요리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우미（近江） ・・・ 옛지방이름.지금의시기현(滋賀県).

<오우미를 대표하는 식재료> -----------------------------------------

鮒鮓 (후나즈시)
붕어로 만든 초밥 '熟れ鮨 (나
레즈시)'예로부터 주로 비와
호의 고유종인 니고로부나가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이미
나라 시대부터 만들어져 온
요리이며 봄에 잡은 붕어를
소금과 밥으로 발효시켜 단백
질을 분해하여 감칠맛을 내는
성분인 아미노산으로 변화시
킵니다.자꾸만 먹고 싶어지는
독특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비파 송어
일본 최대 호수인 비와 호의 고유종.
2~5년에 걸쳐 성장한 성어는 가을이
되면 태어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 알
을 낳습니다.걸그물로 어획되나, 어종
보호를 위해 크기가 작은 새끼는 잡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어획이 금지되는
금어(禁漁) 기간(10~11월)도정해져
있습니다. 조림,구이, 훈제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요리하여 먹습니다.



호시노 리조트 로텔 드 히에이
전화: 050-3786-0022 (호시노 리조트 예약 센터)
주소: 〒606-0000 교토부 교토시 사쿄구 히에이 잇폰스기
오시는 법: JR 고세이 선 오쓰쿄 역에서 차로 약 10분
객실 수: 총 29개 (스탠다드 트윈 26실 세미 스위트 2실 스위트 1실)
요금: 1박 2식 2명 1실 이용시 @27,000엔부터

왼쪽: 프랑스와 오우미의 최고의 만남~ 프로마쥬 블랑 귀부 와인 쥴레
섬세한 후나즈시의 하모니
오른쪽 위: 일본 구로게와규 구이와 미나리 샐러드. 화이트 발사믹 식초의 신맛으로 요리한 메뉴.
오른쪽 아래: 조식 예

요리: 섬세하게 완성한 비와
호와 오우미의 프렌치 요리
교토의 식생활을 지탱해 온 비와 호, 오우미
의 재료와 문화를 도입한 프렌치 요리를 준
비해 드립니다.세계 최고의 프랑스 요리 대
회 '보큐즈 도르'에서 2013년 3위에 오른 일
본인 요리사가 이끄는 가루이자와 레스토랑
'유카와탄'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물이
가져다주는 풍부한 식재료를 소중하게 여기
는 유카와탄의 컨셉과 같이 세련된 고급 프
렌치 요리는 비와 호가 가져다준 풍부한 식
재료를 한 접시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애피
타이저에서 디저트까지 오우미의 고급 프렌
치 요리를 코스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왼쪽 위: 레스토랑 왼쪽 아래: 라이브러리 오른쪽: 살롱

관내 시설
산 위에서 보내는 호화스러운 숙박 시설
관내에는 비와 호와 히라 산맥 만다라를 모티브
로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오우미와 교토의 역사
를 표현했습니다.레스토랑에서는 반짝이는 오쓰
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녁 식사를 하고, 아침 햇살
에 푸른 빛으로 맑아지는 비와 호를 바라보며 드
실 수 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드립니다.레스토
랑 옆에 신설한 살롱에서는 식전주 아페리티프와
코스의 마무리로 마시는 미냐르디즈를 준비해드
립니다.소중한 사람과 느긋한 시간을 보낼 아늑
한 공간입니다.또한, 관내에는 라이브러리도 신
설되어 있으며히에이와 비와 호에 관련된 서적과
사진을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객실: 심플하고 편안한 공간에서의 한 때
객실은 총 29실이며, 스탠다드 트윈 (32㎡), 세미 스위트 (64
㎡), 스위트 (128㎡) 세가지 타입으로각각 다른 분위기의 가구
를 배치하고 있습니다.심플하며 이용하기 쉽고,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객실입니다.단 한 객실만 있는 스위트는 메조네트
식 사양입니다.1, 2층 각각 거실 공간을 갖춘 호화스러운 구조
로되어 있습니다.

주변 관광: 명소 고적과 사계절의 자연
을 찾아
시가와 교토의 경계에 있는 히에이에는세계 문화 유산으로
인정된 엔랴쿠지가 있습니다.동쪽으로 내려가면 시가 현, 
서쪽으로 내려가면 교토부입니다.시가에 가면 역사의 정서
가 짙은 거리 사카모토를 비롯하여 오쓰·시가라키·히코네
등 각지에 관광 명소가 많이 있어, 비와 호의 깊은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교토 구경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