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시노 리조트 카이 센고쿠하라
2018년 7월 27일 오픈

“아틀리에+ 온천 료칸”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호시노 리조트(본사 나가노현 기타사쿠 가루이자와 위치, CEO 호시노 요시하루)가 2018년 7월 27일 하코네
지역에 호시노 리조트 카이 센고쿠하라(이하 “카이 센고쿠하라”라고 함)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곳의 컨셉은
“아틀리에 + 온천 료칸”을 결합한 것으로 투숙객들은 료칸에 머무는 동안 오감을 자극하고 자신의 내적인
창의성을 표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客室イメージ

가나가와 현, 하코네 센고쿠하라 온천

KAI 센고쿠하라 소개
15 번 째 카 이 브 랜 드 시 설 인 카 이
센고쿠하라는 온천 료칸이며 모든 객실에
노천탕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방이
녹 음 으 로 우 거 진 이 곳 은 센 고 쿠 하 라 의
고 원 지 대 에 해 발 700 미 터 높 이 에
지어졌습니다.
이 지역에는 미술관 매우 많아 “아틀리에 +
온천 료칸”을 결합한 컨셉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술을 단순히 보고 감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표현의 한 형태로 예술을 간주하여
예술가, 투숙객 그리고 직원에게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방법이
주어집니다. 투숙객들은 건물 내부에 배치된
회화 및 그림 소재를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시그니처 카이 액티비티를 위한 아틀리에
공간으로도 계획 되었습니다. 외부전경

라운지

객실 타입 투숙객 수 면적 객실 번호

본관 - 노천탕이 있는 일본식/서양식 객실 룸 2 – 3 63-70m2 13

별관 - 노천탕이 있는 일본식/서양식 객실 룸
(11월경 완공 예정)

3 45-50m2 2

별관 - 스위트 룸(11월경 완공 예정) 2 103m2 1



카이 센고쿠하라의 시그니처 룸은 일본 및 세계 각국 출신의 12명의 예술가들이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투숙객들은 예술작업을 감상하면서 분명히 아주 특별하고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으며, 창작 과정 중에
예술가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도 궁금해지게 될 것입니다. 인테리어 또한 이 지역의 유리공예가인 미오
무라키씨가 디자인한 유리 조명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조명은 저녁이 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반짝임을 객실에
선사합니다.
모든 객실은 개인 노천탕, 소파, 류큐 다다미유리 매트를 포함하는 일본식/서양식 객실 구조입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거나, 혹은 테라스의 온천탕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든 투숙객들은 센고쿠하라의 멋진 장관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공용 온천탕과 동일하게 개인 온천탕도 오와쿠-다니 계곡에서 흘러 나온 꽃과 같은 간헐석 미네랄
침전물이 있는 온천이 공급됩니다. 2018년 11월에 완공 예정이며 숲과 나무로 둘러싸인 별관은 단 3개의
객실만 존재합니다.

객실: 예술과 자연이 “센고쿠하라 아틀리에” 카이 시그니처 룸을 감싸다!

온천: 탁한 온천수와 반짝이는 계절 정원

오와쿠-다니 계곡에서 흘러온 온천수는 약간 탁한 색으로 pH 2.9의
강한 산성을 띠며 중요한 미네랄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넓은 면적의 온천탕은 두 가지 종류의 온천, 즉 높은 온도의 온천과
중간 정도 온도의 온천으로 구성됩니다. 노천탕에서 손님들은 벚꽃,
은행나무, 그리고 1년 사계절 때마다 달라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선사하는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노천탕 밖의 물 정원은
낮에는 햇볕을 저장하고 밤에는 은하수처럼 절묘한 빛을 내뿜는 생물
발광석(bioluminescent stones)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요리: 최고급 가이세키 코스 요리가 멋진 식기에 담겨 제공

투숙객들은 자신만의 개인석에 앉아 조용하고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코스 요리의 가장 처음 메뉴로서 에피타이저로 빠르게
훈연한 연어와 제철 과일이 나옵니다. 메인 요리는 스탠드 형태의 넓은
그릇에 담겨 나온 최상 등급의 와규 소고기와 전복이 제공되며, 이는
200도까지 가열된 돌로 조리하였습니다. 아름다움과 상상력이라는
예술적 감각을 발하는 접시와 그릇들은 카이 센고쿠하라의 예술적인
컨셉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호시노 리조트 카이 센고쿠하라
주소: 가나가와현 아시가라시모군 하코네마치 센고쿠하라 817-359
웹사이트: https://kai-ryokan.jp/sengokuhara/ (영어 웹사이트는 6월 이용 가능)
전화: +81-50-3786-1144 (예약 센터)
객실: 16 (13개는 본관 위치, 3개는 별관 위치)
편의시설: 로비, 식당, 여행자 도서관, 상점, 대중 온천탕 (남녀 구분됨, 노천탕 1개, 실내 온천탕 2개)
체크인 3:00 pm, 체크아웃 12:00 pm.
요금: 1박, 2회 식사, 2인/1실: 1인당 37,000엔～
찾아오시는 길: JR 오다와라 역에서 차로 40분 / 오다큐 하코네 유모토 역에서 차로 25분
개장: 2018년 7월 27일 * 별관은 2018년 11월 오픈 예정
2018년 6월 11일부터 예약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