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의 유래가 된 인물 ‘미우라 안진’은 누구인가?
윌리엄 애덤스는 에도시대 초기에 도쿠가와 막부의 발전에 기여한 영국인 항해사입니다. 그는 시즈오카현 이토시에서 일본
최초의 서양식 범선 샌부에나벤투라호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의 공적을 높이 사 ‘항로
안내인※’을 의미하는 ‘안진(アンジン)’이라는 일본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안진 기념공원 앞에 위치한 카이 안진은 바로 그
의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항로안내인: 수많은 배들이 오가는 항구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를 항구에 유도하는 ‘바다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오픈
마린 앤티크 공간에서 크루즈 여행 기분을 즐기는 온천 료칸

호시노 리조트 카이 안진
(시즈오카현 이토 온천)

호시노 리조트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전개 중인 일본 최초의 온천 료칸 브랜드 ‘카이’가 2017년 4월 13일(목), 시즈
오카현 이토시에 ‘호시노 리조트 카이 안진’을 오픈합니다. 지상 8층, 총 객실 수 45실의 이 새로운 료칸은 이토 시내
에서 2번째이자 전국에서 14번째 카이입니다. 바다와 크루즈 여행을 연상시키는 예술적 공간으로 꾸며져 있으며, 객
실과 최상층의 대욕탕에서 시간과 함께 변하는 환상적인 오션 뷰를 만끽할 수 있는 바닷가의 온천 료칸입니다.

샌부에나 데크 이미지

바닷가에 위치한 ‘카이 안진’은 일본 최초의 서양식 범선이 만들어진 이토라는 지역에 걸맞게 바다와 크루즈 여행을
테마로 디자인됐습니다. 1층 로비 라운지와 각 층 객실은 조타핸들과 등불 등 고풍스러운 마린 스타일 예술품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8층의 샌부에나 데크는 배의 갑판을 모티브로 하여 설계된, 바닷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상쾌한 공간
입니다. 모든 객실은 오션 뷰이며, 최상층에는 절경이 펼쳐지는 노천 온천이 있어 일출부터 문 로드까지 바다를 바라
보며 즐기는 휴식 시간을 약속 드립니다.

설계사무소 ‘수퍼 포테이토’의 인테리어 디자인

카이 안진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다수의 상업 공간 디자인 경험을 보유한 수
퍼 포테이토에 의뢰했습니다.
수퍼 포테이토(대표: 스기모토 다카시)는 1973년에 창립된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회사로, 바, 레스토랑, 호텔의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복합 시설의 환경 계
획, 종합 프로듀스까지 일본 국내외의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카이 안진’의 인테리어는 배와 크루즈 여행에 관련된 예술을 반영하여 차분
한 분위기로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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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영국의 본질을 가미한 일본의 가이세키 요리
이즈다움를 느낄 수 있는 식재료에 미우라 안진의 고향인 영

국의 본질을 더한 가이세키 요리를 선보입니다.
이즈의 명물을 맛볼 수 있는 전채요리 ‘일본식 피쉬 앤드 칩
스’와 하이티 트리를 연상시키는 3단 트레이를 사용한 안주
모듬, 그리고 영국의 전통 요리에서 힌트를 얻은 구이 요리
‘종이를 덮어 구운 신선한 생선과 감귤’ 등 다채로운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테이블이 칸막이로 분리어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여
름에는 이토의 풍물시이기도 한 불꽃놀이를 감상하며 식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역의 樂: 안진이 항해했던 시대를 느껴보는 시간
지역의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무료 체험 프로그램 ‘지역의

樂’은 ‘파란 눈의 사무라이 기행’이라는 테마로 미우라 안진이
영국에서 일본에 도착해 일본 최초의 서양식 범선을 만들기까
지의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항로 안내인인 미우라 안진을 생각
하며 대항해 시대의 선박 여행과 만나는 한 때를 즐겨 보십시
오.
■지역의 樂 ‘파란 눈의 사무라이 기행’(매일 개최, 무료) 

계절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호시노 리조트 그룹 global@hoshinoresort.com

객실: 전 객실이 오션뷰인 ‘지역의 房’. 바다와 크루즈

여행에서 유래한 예술적인 공간 ‘안진미나토노마’

카이에는 숙박 기간 동안 그 지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지역
의 房’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이 안진의 ‘지역의 房’은 그 옛날
선박 여행에 사용된 조타 핸들과 노 등에서 영감을 얻은 예술품
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바다를 향한 낭만이 느껴지는 디자인으
로 꾸며져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房’에는 앤티크한 음향을 즐
길 있는 레코드 기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房’은 낮은 소파가 놓인 거실과 카이 오리지널 침
구인 ‘푹신푹신 구름 침구’가 비치된 침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천: 망망대해와 문 로드를 조망하는 최상층의 노천
태평양이 한 눈에 펼쳐지는 대욕탕입니다. 화강암으로 만든
실내 욕탕과 해풍이 느껴지는 석재 노천탕이 남탕, 여탕에 모
두 완비되어 있습니다. 반짝이는 일출과 아름다운 황혼이 연출
하는 하늘의 그라데이션, 해수면에 달빛이 그려내는 달의 길
‘문 로드’, 불꽃놀이 등 다이나믹한 경치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대욕탕이 위치한 최상층에는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온천
욕의 열기를 식힐 수 있는 휴식 장소와 이곳에서 연결되는 전
망 데크인 ‘샌부에나 데크’가 있습니다. ‘샌부에나 데크’는 미
우라 안진이 만든 범선의 이름을 따서 만든 개방적인 공간으로,
배의 갑판을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

대욕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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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 카이 안진 (시즈오카현 이토 온천)
·주소: 우편번호 414-0023 시즈오카현 이토시 나기사쵸 5-12  
TEL: +81-50-3786-1144 (카이 예약 센터)

·URL: http://www.hoshinoresorts.com/kr/resortsandhotels/kai/anjin.html
·오시는 길: JR이토선 이토역에서 차로 약 3분 또는 도보 약 15분
·객실 수: 총 45실

안진미나토노마 오션뷰 트윈 (정원 2명·20실, 정원 3명·12실, 각 약 39㎡)
안진미나토노마 오션뷰 더블 (정원 2명·8실, 약 39㎡)
안진미나토노마 오션뷰 스위트 (정원 4명·5실, 약 77㎡)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2:00 ·주차장: 53대 수용 가능
·요금: 2인용 1실 1박(2식 포함)/1인 29,000엔~ (세금·서비스 요금·욕탕 이용료 포함

호시노 리조트 카이
호시노 리조트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전개 중인 일본 최초의 온천 료칸 브랜드. 일본다운 쾌적함을 추구하
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행의 묘미인 여행지의 매력을 전하는 ‘지역의 樂’ 서비스와 숙박기간 동안 여
행지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지역의 房’이 특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