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슈의 다채로운 전원을 체험할 수 있는 온천 료칸 ~

북 알프스의 현관에 자리한 카이 알프스는 주변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하쿠바
스키장은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아 외국인 숙박
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일한 나가노현 내에 위치한 ‘카이 마쓰모토’
(나가노현 마쓰모토시)와 이시카와현의 ‘카이 가
가’, 시즈오카현의 ‘카이 엔슈’ 등과 함께 중부 지
역의 관광 촉진을 통해 ‘카이’의 매력을 더욱 알
려나갈 것입니다.

호시노 리조트 카이 알프스
2017년 12월 21일 재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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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소재지 : 나가노현 기타사쿠군 가루이자와마치, 대표 : 호시노 요시하루)가 2017년 12월 21일, 온
천 료칸 ‘호시노 리조트 카이 알프스(나가노현 오마치시, 이하 ‘카이 알프스’)’를 재오픈합니다. 2016년 3월 말부터
신개축을 위해 휴관했던 카이 알프스가 ‘신슈의 다채로운 전원을 체험할 수 있는 온천 료칸’을 컨셉으로 총 48실·
지상 2층 건물의 료칸으로 재탄생합니다. 숙박 예약은 2017년 6월 부터 시작됩니다.

외관 이미지

료칸 중심에 있는 안뜰 ‘오가와 광장’. 겨울에는 가마쿠라가 설치됩니다. 

안뜰 이미지

향후의 전망

·시설명 : 호시노 리조트 카이 알프스 (나가노현 오마치 온천)
·소재지 : 나가노현 오마치시 다이라 2884-26
·URL : http://kai-ryokan.jp/alps/
·TEL : 0570-073-011 (카이 예약센터)
·연상면적 : 4613.10㎡
·객실수 : 총 48실
·부대시설 : 로비, 식당, 대욕탕(남탕·여탕별로 노천욕탕 각 1, 실내욕탕 각 1), 
목욕 후 휴식 장소, 여행 자료실, 상점, 화덕, 스키 건조실, 안뜰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2:00
·요금 : 2인용 1실 1박(2식 포함)/1인 23,000엔~ (세금·서비스 요금·입욕세 포함)
·오시는 길 : JR시나노오마치역에서 차로 약 15분

북 알프스로 둘러싸인 온천지에 위치한, 신슈의 다채로운 전원을 체험할 수 있는 온천 료칸입니다. 설국 특유의 아케이
드 ‘간기(雁木)’를 따라 양쪽에 객실과 온천동이 위치해 있으며, 알프스의 절경과 눈 녹은 물이 넘실거리는 강을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마쓰자키 종이로 만든 등불에 마음이 훈훈해지고 화덕을 이용한 접대에 힐링되는 숙박 환경을 제공합니다.

∗간기(雁木)···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도로에 면한 처마로부터 차양을 길게 내어 그 아랫 부분을 통로로 만든 것. (출처 : 다이지린)

카이 알프스 개요

재오픈 내용
1. 신축
현대식 휴식을 추구하는 일본풍 공간을 제공하
기 위해 재건축했습니다.
2. 숙박 스타일에 맞춘 객실
노천온천이 딸린 객실 및 별채를 신설하여 28실
에서 48실로 증설했습니다.
3. 신슈의 전원을 체험할 수 있는 화덕
휴관 전부터 사용하던 화덕을 이설하여 그리우
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나가노현 오마치 온천



문의: 호시노 리조트
global@hoshinoresort.com

호시노 리조트 카이 브렌드
호시노 리조트가 전국에 14곳을 운영 중인 일본 최초의 온천 료칸 브랜드. 일본다운 쾌적함을 추구하는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여행의 묘미인 여행지의 매력을 전하는 ‘지역의 樂’ 서비스와 숙박기간 동안 여행지의 문화를 접
할 수 있는 ‘지역의 房’이 특징입니다.

객실 이미지

대욕탕 이미지

지역의 樂:고소한 냄새에 이끌리는 ‘일본 시골 이로리 체험’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 ‘지역의 樂’으로 프런트동

의 토방에서 화덕과 부뚜막을 사용하여 신슈 명물인 오야키와 사과, 채소
찜, 따뜻한 술 등을 계절과 시간에 맞춰 제공합니다.
과거 일본의 전통 가옥에서 토방은 취사와 농사 일을 하는 장소로 사용됨

과 동시에 모두가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서
불쑥 들러보면 그곳은 어쩐지 그리우면서도 따뜻한 공간. 이로리(화덕)의
불을 둘러싸고 앉아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고 대화가 시작된다 . 이러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고자 카이 알프스의 지역의 樂에 ‘일본 시골 이로리
체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일본 시골

객실 타입 정원 면적 객실수

시나노모테나시노마 다다미 룸 3명 42㎡ 19실

시나노모테나시노마 다락방이 딸린 다다미 룸 4명 42㎡ 19실

시나노모테나시노마 노천온천이 딸린 객실 3명 43㎡ 8실

시나노모테나시노마 별채 4명 60㎡ 2실

온천 : 낙엽송의 사계절을 느끼는 알프스의 온천수
낙엽송 숲으로 둘러싸인 대욕탕은 남탕과 여탕으로 나뉘어져 있으

며 각각 노천욕탕과 실내욕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낙엽송은 일
본 고유의 낙엽수로 봄에는 싹이 트고, 여름에는 아름다운 푸른 색
을 띠며, 가을에는 황금색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눈으로 화장을 하
여 계절의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상쾌한 공기 속에서 낙엽
송을 비롯해 단풍나무, 웅대한 알프스 산맥들을 바라보며 온천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신슈 명물인 사과를 띄운 계절
탕이 마련됩니다. 오가와 강이 바라다보이는 목욕 후 휴식 장소에
청량한 알프스의 물 등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여유롭게 목욕 후의
열기를 식히는 한 때를 보내시기를 추천합니다.

객실 : 신슈의 자연과 마쓰자키 종이 등불 속에서 취하

는 휴식
‘카이’에는 숙박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지역의 房’

이 있습니다. 카이 알프스의 모든 객실은 지역의 房인 ‘시나노모테
나시노마’입니다. 객실에 따라 인테리어가 다르며, 입구와 침대 곁
은 전통 공예품인 마쓰자키 종이로 제작된 따스함이 느껴지는 사
방등, 거실은 구로베 댐과 알프스의 산들을 표현한 광창, 침실은
신슈의 명목인 지빵나무 등을 사용한 우드 보드 등으로 꾸며져 있
습니다. 객실 타입은 노천온천이 딸린 객실, 프라이빗한 공간을 연
출하는 별채, 다락방이 있는 객실 등 총 4종류입니다. 모든 객실에
는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카이 오리지널 침구인 ‘푹신푹신 구
름 침구’와 소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변 관광 :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와 하쿠바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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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알프스 주변에는 관광지가 점재해 있습니다. 인기가
높은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입구인 오기자와까지는
차로 약 20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박력 넘
치는 구로베 댐, 거대한 설벽, 로프웨이에서 바라보는 절경
등 대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이면 스키어
들로 붐비는 하쿠바 지역까지는 차로 약 30분 거리입니다.
가족용부터 상급자용까지 다양한 코스가 있어 최근에는 해
외로부터도 많은 스키어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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