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시노 리조트 카이

각 지역의 ‘달구경’과 일본술을 즐기는 카이의 달맞이 여행
(기간：2018년 9월 10일〜11월 30일)
호시노 리조트 카이에서는 2018년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각 지역의 ‘달구경(오츠키미)’과
일본술을 즐기는 ‘달맞이 여행’을 제안합니다. 전통 공예품을 사용해 만든 달 모양의 장식 등 각 지역만의
13가지 방법의 ‘달구경’을 제안합니다. 또한 ‘달구경’에 곁들이는 음료로 가을 제철 일본술을 제공합니다.
■요금：무료
■예약：불필요

‘달구경’의 시대 배경
・헤이안 시대：귀족들이 배 위에서 시가나 음악을 즐기면서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수면에 흔들리는 달을 만끽
・무로마치 시대 :달을 참배하고 공물을 바치게 되면서 본디 신께 토란을 바치던 것에서 공물로 토란 찜과 달걀
노른자를 보름달로 형상화하는 요리가 풍습화
・에도 시대：쌀가루(정백미분)로 만든 당고(경단)를 공물로 바치게 되면서 당고를 먹으면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인해 달구경을 할 때 당고를 먹는 것이 정착

예부터 사랑 받아 온 달구경을 현대식으로 준비하여 일본술과 함께 기분 좋은 가을밤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의
카이가 마련한 13가지 방법의 달맞이 여행 제안을 합니다.

카이 아타미 ‘현대의 달맞이 행사’（시즈오카현 이즈산 온천）
시즈오카 현 아타미 시에 위치한 ‘호시노 리조트 카이 아타미’에서는 2018년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대의 달맞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달맞이 행사란, 달을 형상화한 공물을 갖추고 달이 뜨기를 기다리며 음식을
함께 먹는, 옛부터 전해오는 풍습입니다. 사가미만의 절경과 함께 해수면에 비치는 달을 완상하며, 시간의
경과와 함께 달을 감상하는 숙박을 제안합니다.

☽달맞이 테라스
온천 입욕을 마친 후 아오우미 테라스에서
해 질 녘 두 시간 대에 서 로 다 른 화과 자 를
제공합니다.
초저녁까지（16:00~17:30）
달맞이를 형상화한 군고구마 양갱과 토끼를
본뜬 매실 고물 만주를 준비해 드립니다.
둥글게 자른 갓 구운 고구마 양갱에는 검은깨
고물을 발라 그날의 월령을 표현합니다.
밤 지새우기（18:00~21:00）
대나무 잎으로 싸 나무 찜통에 찐 밤만주를
달맞이 당고로 제공합니다.
■기간：2018년 9월 10일~11월 30일
■장소：아오우미 테라스
＊날씨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음

☽아타미 게이샤 달밤의 춤
보름달 전후의 맑은 달밤에는 밤하늘에 떠오르는 달과 사가미
만에 비치는 문 로드라는 절경 아래, 카이 액티비티의 ‘아타미
게이샤의 춤’을 아오우미 테라스에서 공연합니다.
■기간：2018년 9월 10일~11월 30일
■장소：아오우미 테라스 ＊날씨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시간：21:30~22:00

후지다카사고 주조 가을의 일본술
시 즈 오카 의 주 류 회사 ‘ 후지
다카사고’에서 만든 일본술을
식전주로 제공합니다. 시즈오카
야마하이의 아련한 단맛이
특징입니다.

■기간：2018년 9월 10일~11월 30일 ■시간：저녁식사 시간
■장소：객실

카이 이즈모 ‘에비스 신 달맞이 행사’ (시마네현 다마쓰쿠리 온천)

카이 이즈모에서는 달밤에 에비스 신(이하 에비스)과 잔을 기울이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가을의 이즈모
신사에서는 전국의 신이 모이는 가미아리사이가 열립니다. 카이 이즈모 안뜰에서는 빈집을 지키는 신,
에비스와의 달맞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웃는 얼굴로 달을 불러오는 에비스는 밤하늘에 뜬 달과 함께 달맞이
행사를 고조시키며 달을 불러들입니다. 일본술, 만주와 함께 신들의 나라에 있는 듯한 카이 이즈모만의 달맞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간：2018년 9월 10일~11월 4일 *주말 한정
카이 알프스 ‘달밤의 회합’（나가노현 오마치 온천）

■장소：안뜰

■시간：20:30~21:00

카이 알프스 ‘달밤의 회합’（나가노현 오마치 온천）
카이 알프스에서는
오마치가 자랑하는 양조장
３곳의 일본술을 즐기는
달구경을 개최합니다. 로비
옆에 있는 이로리의 둥근
창을 보름달로 형상화해, 이
시기만의 특별한 장치를
선보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의 화목의
중심이었던 이로리. 거기에
모인 손님들은 하나의 불을
둘러싸고 술잔을 주고
받습니다. 직원이 달에 관한
야화를 전하며 기분을 한층
북돋워줍니다. 날이 저물면
쌀쌀해져 이로리의 온기가
더욱 잘 느껴지는 신슈만의
밤의 회합입니다.

■기간：2018년 9월 10일~10월 10일 ■장소：프론트동 이로리
■시간：20:00~21:00

카이 엔슈 가을의 만남에 취하는 ‘츠키미차케’（시즈오카현 간잔지 온천）
일본의 찻집, 시즈오카 현에 위치한 카이
엔슈는 계절마다 변화하는 녹차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료칸입니다. 가을에는
시즈오카현의 가을 신차와 일본술을 한 손에
들고 긴 가을밤을 즐길 수 있는 ‘츠키미차케’를
준비해 드립니다.
‘츠키미차케’란 차가운 일본술로 가을 신차를
추출, 보름달을 형상화한 둥근 얼음이 든 잔에
든 계절 한정 음료입니다. 천천히 얼음이 녹는
모습을 바라보며 소중한 분과 함께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간：2018년 9월 10일~11월 30일
■시간：20:45~21:15
■장소：목욕 후 나오는 곳과 안뜰 ＊우천 시 트래블 라이브러리

카이 안진 ‘Roots of Anjin ～영국식 달맞이 체험～’ (시즈오카현 이토 온천)

카이 안진에서는 시설 이름의 유래가 된 미우라 안진을 생각하게 하는 색다른 달맞이 체험을 제안 드립니다.
미우라 안진이 걸었던 일본 내의 4개 도시의 일본술을 비교하며 드실 수 있는 세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일본
최초 양식 돛단배 건조를 성공시킨 시즈오카 현을 비롯하여 그가 모험한 일본에서의 자취를 더듬어 가는
오리지널 조합입니다. 일본술 안주로는 그의 고향 영국에서 친숙한 피시 앤 칩스로 칩스는 안진이 일본에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고구마를 사용합니다. 최상층 산부에나 데크에서는 목욕을 마치고 나온 후 황혼에 물드는
바다 경치를 바라보고, 석식 후 기분 좋은 가을 바람을 느끼며 일본술을 즐기는 긴 가을밤을 연출합니다.
■기간：2018년 9월 10일~11월 30일
■시간：20:00~22:00
■장소：산부에나 데크
＊로비에서는 달밤을 창에 투영하여 신비로운 세계를 연출합니다.

카이 닛코 ‘에도 장인의 기술 달구경 제등’ （도치기현 주젠지 온천）

9월의 밤, 로비 옆 트래블 라이브러리에 35종류의 달 형상이 등장합니다. 도치기의 전통 공예품인 ‘닛파초친’과
‘가누마 구미코’ 의 장인 기술과 여유로운 마음을 즐기는 긴 가을밤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달구경에 곁들이도록
준비해 드리는 가타야마 주조의 일본술은 닛코 도쇼구에 제삿술로 봉납되는 토속주입니다. 소게쓰류의 꽃꽂이
작가가 꽃꽂이를 한 참억새와 함께 닛코 도쇼구의 번영의 시대를 느끼며 에도 장인 기술을 즐길 수 있는 달구경을
제안합니다.
■기간：2018년 9월 10일〜30일
■장소：구미코 라이브러리

■시간：21:00〜21:30

카이 기누가와 ‘쪽 염색 달구경’（도치기현 기누가와 온천）
카이 기누가와에서 구로바네 쪽 염색
으로 그린 달을 감상하며 기누가와의
복류수로 양조한 일본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누가와 강이 흐르는 이치카이마치에서
만든 산뜻한 맛이 특징인 소호마레
주조의 일본술을 작은 마시코야키
사기잔에 제공합니다.

■기간：2018년 9월 10일~11월 30일
■장소：1층 로비

■시간：20:00~22:00

카이 마쓰모토 ‘달구경 콘서트’ (나가노현 아사마온천）
카이 마쓰모토에서는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향토 음악으로 매일 밤
클래식과 재즈를 연주하는 로비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 콘서트
시간에 기간 한정으로 일본술을
제공합니다.
어른스럽고 차분한 공간에서 나가노
가을의 일본술과 음악을 즐기며
우아하고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간：2018년 9월 10일〜9월 30일
■장소：로비

■시간：20:15〜22:00

카이 가와지 ‘달의 램프 물방앗간에서의 달구경술’ (도치기현 가와지 온천）
도치기 마을 산에서는 예부터 물을
동력으로 맷돌을 돌려 곡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맷돌로 간 콩가루를 사용한
달맞이 과자와 술은 그 고장 시마자키
주 조 에 서 만 드는 ‘ 아즈 마 리 키 시 ’ 의
일본술을 제공해 드립니다.. 묵직하고
진하고 달콤한 것이 이 일본술의
특징입니다.
달로 형상화한 램프는 나라 시대부터
계 속 된 ‘나 스카라 스 야 마 시 ’ 의 전 통
공 예 인 ‘ 가라 스 야 마 와 시 ’ 를
사용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리는
물레방아 오두막에서 시간을 보내는,
카이 가와지만의 달구경입니다.

■기간：2018년 9월 10일~11월 30일
■시간：21:00~22:00
■장소：스이샤고야 (물방앗간)

카이 하코네 ‘요세기 CHAYA에서 달맞이 어묵’ (가나가와현 하코네유모토 온천)
카이 하코네의 가을밤에는 주변
유자카야마에서는 벌레들의 속삭임,
스쿠모가와에서는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하코네의 긴 가을밤에 맞춰
지역 문화를 접하는 향토 음악, 요세기
CHAYA 에 서 는 하 코 네 의 전 통 공 예 품 인
요세기 세공의 역사 등을 알기 쉽게 그림
연극으로 소개합니다. 실제로 하코네 요세기
세공품인 술잔을 사용, 가나가와현의
주류회사 이즈미바시의 일본술 ‘아카톤보’를
기간 한정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 주 로 는 달 로 형 상 화한 오 다 와 라 명 물
어묵을 준비해 드립니다.

■기간：2018년 9월 10일〜30일
■장소：로비

■시간：21：00〜22：00

카이 가가 ‘전통 공예을 즐기는 달구경 다화회’ (이시카와현 야마시로온천）
카이 가가에서는 작년에 호평을 받은 ‘달구경 다화회’를 개최합니다. 일본 내 금박 생산량 90퍼센트를
자랑하는 가나자와 금박으로 단장한 특제 램프를 달로 형상화해 완상하는 다화회입니다. 밤 젠자이와 야마시로
온천이 엄선한 토속주인 국화주를 전통 공예 야마나카 칠기 술잔에 담아 제공합니다.
또한 가가 지방에는 에도 시대에 마음 착한 관리가 상처 입은 토끼를 보살핀 일로 밤하늘에 달이 빛나,
대풍작의 경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가의 ‘달 토끼 전설’을 직원이 그림 연극으로 선보입니다.
관내 곳곳에 배치된 달 토끼의 그림자 그림이 그려진 행등의 불빛과 함께, 예부터 일본인이 사랑한 달구경이라는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달맞이 다화회〉
■일시：2018년 9월 10일〜11월 6일
■시간：19:00〜20:30
■장소：트래블 라이브러리

〈달 토끼 행등 라이트 업과 그림 연극〉
■일시：2018년 9월 10일〜11월 6일
■장소・시간：
〈라이트 업〉다실 테라스 18:00〜24:00
〈그림 연극〉트래블 라이브러리 19:00／20:00

카이 쓰가루 ‘달과 현의 한때’（아오모리현 오와니 온천）
카이 쓰가루에서는 로비에 장식된
‘슌주하토’에 그려진 커다란 보름달을
달로 형상화합 니다. ‘슌 주하 토 ’ 에 는
쓰가루의 대표적인 사계를 표현한
히로사키의 벚꽃, 핫코다의 단풍,
쓰가루 해협의 큰 파도, 그리고 산과산
사이의 커다란 보름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해가 진 후부터 로비에
쓰가루 지방의 일본술을 제공합니다.
매일 밤 로비에서의 카이 액티비티는
쓰가루 샤미센 라이브 연주를 들으며
달과 현의 음색과 함께, 쓰가루의 긴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기간：2018년 9월 10일~11월 10일
■시간：21:00~22:00
＊일본술은 19:30~ 제공
■장소：관내 로비

카이 아소 ‘참억새와 즐기는 아소의 달맞이 Bar’ (오이타현 세노모토 온천）
일 본 에서 달 맞이 장 식 하면 , 당 고 와
참억새를 떠올립니다. 참억새는 가을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화초 ‘가을 칠초’에도
선정되어 있듯이 달과 함께 완상하는
아름다움은 각별합니다. 카이 아소에는 달
전망대가 있어 이 시기 한정으로 참억새를
설치하여 라이트 업을 실시하며, 달맞이에
곁들이는 음식으로 아소 지방에서 재배된
붉은 아카도 고구마 줄기를 사용한 절임
‘아카도즈케’를 제공합니다. 해발 1,000ｍ
를 넘는 고지대의 맑은 하늘에 뜬
아름다운 달과 참억새, 그리고 달빛에
비추어진 아소 오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2018년 9월 10일~10월 31일
■시간：20:00~22:00
■장소：본관 테라스

카이(KAI) 브랜드
호시노 리조트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전개 중인 일본 최초의 온천 료칸 브랜드. 일본다운 쾌적함을
추구하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행의 묘미인 여행지의 매력을 전하는 ‘카이 액티비티’와
숙박기간 동안 여행지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카이 시그니처 룸’이 특징입니다. 2018년 7월 27일에
15번째 시설인 ‘카이 센고쿠하라’를 오픈하였습니다.
보도 자료에 관한 문의 사항은 호시노 리조트 PR팀에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global@hoshinoresor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