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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0일 개업

(도치기현 기누가와 온천)

계곡과 인접한 숲에 자리한 온천 료칸
기누가와 온천 역에서 차로 5분 거리.기누가
와 강변에서 오래된 큰 바위 숲 속의 좁은 길
을 헤치고 들어가면 온천마을의 활기찬 모습
과 상반되는 한적함이 느껴집니다.입구 홀
로 가려면 자동 운전 유리 슬로프 카(Slope
Car/Trans Mobile)를 타고 숲 속을 올라갑
니다.입구 홀에 도착하면 현지 특산 공예품
인 마시코 도자기로 만든 수금굴(水琴窟)
이 고객 여러분을 맞이합니다.일본의 전통
정원 장식 장치인 수금굴(水琴窟)이 연주하
는 잔잔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조용한 공간을
한층 돋보이게 만듭니다.

총 48개 객실은 모든 객실이 전통공예를 사용하여
모던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그 중 20개 객실은 숲을
바라보는 노천탕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호시노 리조트 카이 기누가와'가 2015년 11월 10일 닛코시기누가와 온천에 오픈합니다.'호시노 리
조트 카이' 브랜드로는 13번째 시설입니다.기누가와 계곡에인접한 작은 언덕 위에 세워진 깨끗한 숙
소에서지역 도치기현의 민예를 모던하게 접목시킨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온천: 벚꽃을 바라볼 수 있는 노천탕
기누가와 온천은 예부터 부상에는 가와지 온천, 화상에
는 기누가와 온천이라고 전해질 만큼 유명한 온천입니
다.알칼리성 단순 온천은 피부에 좋으며, 오랜 시간 몸
을 담그고 있어도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머무르는 동안
여러 번 온천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노천탕에서는벚꽃
나무가 보이므로 봄에는 벚꽃을 보면서 벚꽃놀이 노천
탕을 즐길 수 있습니다.
■ 대욕탕: 옥내 목욕탕, 노천탕
■ 수질: 약 알칼리성 단순 온천
■ 효능: 근육·만성 관절통, 자율 신경 불안증, 불면증, 
냉증, 위장 기능 저하, 피로 회복 등

객실: 전통과 문화가 느껴지는 방
'호시노 리조트 카이'는 머무시는 동안 지역의 전통
공예와 문화를 접하고 그 매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카이 기누가와' 에서는 기누가와
지역의 풍토대로 발전시켜 온 마시코 도자기와 아
이젠(남염) 등 민예를 중심으로 모던하게 접목시켰
습니다.지역 작가와 콜라보레이션하여 객실에 머물
면서 도치기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
하였습니다.모든 객실은 숲이 보이는 테라스가 갖
추어져 있으며, 도치기현에서 생산하는 대곡석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쾌적한 공간
을 위해 모든 객실에 침대와 소파가 구비되어 있습
니다.

객실: 총 48개 객실 지역 방 (금연)
내역 노천탕 포함 객실 19실
노천탕 포함 침대 룸 1실
일본식 28실

액티비티: 마시코 도자기 악기 연주
'호시노 리조트 카이'에서는 머무시는 동안 성의가 담
긴 대접으로 액티비티 활동도 고안하고 있습니다.'카
이 기누가와'에서는 마시코 도자기 연주회를 매일 밤
개최합니다.마시코에서도 귀한 악기 작가분께 의뢰하
여 특별 제작한 도자기 악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
다.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악기 도토의 부드러운 음
색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일시: 매일 로비 라운지에서무료 개최.

호시노 리조트 카이 기누가와 (도치기현 기누가와 온천)
· 주소: 〒321-2526 도치기현 닛코시 기누가와 온천 다키지 마에하라 300-1
· TEL: +81-(0)50-3786-0099 (카이 예약 센터)
· 교통: [전철] 기누가와 온천 역에서 차로 약 5분 / [자동차] 닛코도 이마이치 IC에서 약 30분
· 1박 2식 포함 1인당 32,000엔~ 체크인 15시 체크 아웃 12시
· 시설: 대욕장 (옥내 목욕탕, 노천탕) , 온천 후 휴식장소, 여행 라이브러리, 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