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시노 리조트 카이

온천 료칸 순회로 즐기는 겨울의 매력
실시 기간 : 2018년 12월 1일~2019년 2월(시설에 따라 다름)
대상 시설: 쓰가루, 닛코, 기누가와, 가와지, 하코네, 마쓰모토, 이즈모, 엔슈
호시노 리조트가 일본 전국에 전개하는 온천 료칸 브랜드‛카이‘의 시설에서 겨울에만 체험할 수 있는 그 지역 특유의 겨울
액티비티와 절경을 즐기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호시노 리조트 카이를 순회하며 즐기는 겨울 여행
카이 쓰가루 (아오모리현)

카이 닛코 (도치기현)
눈앞에 주젠지코
호수가 바라보이는
호화롭고 운치 있는
온천 료칸

히로사키와 가까우며,
쓰가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온천

카이 기누가와 (도치기현)
언덕 위에 위치
도치기 민예와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온천 료칸

카이 하코네 (가나가와현)
전 객실 강이
보이는 료칸
전통 공예 요세기를
체험하는 숙박

카이 이즈모 (시마네현)

카이 엔슈 (시즈오카현)

이즈모의 신들이
휴식하는‛신의 탕‘을
전 객실에 딸린 노천탕에서
호화로운 숙박 즐기기

전 객실에서 하마나코 호수가
보이는 온천 료칸에서 차의
산지 시즈오카의 특별한 차
체험

카이 마쓰모토 (나가노현)

전통공예가 아름다운 8종류
13가지 방법의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온천 삼매경 료칸

카이 엔슈 (시즈오카현・간잔지 온천)
지역 문화 즐기기 ‘운을 시험하는 차’개최
카이 엔슈가 위치한 시즈오카현은 차와 자연산 자주복(도라후구) 두 가지 길조 상징이 나는 곳입니다. 차는
하나의 나무에서 여러 번 싹이 트고, 복어(후구)는 ‘복(후쿠)’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길조의 상징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카이 엔슈에서는 이 겨울에 차와 복어를 만끽하고, 복을 부르는 ‘엔슈 초복(招福) 스테이’를
제안합니다.

카이 엔슈에서는 차를 마시고 그 품종이나 산지를 맞추는 놀이로 지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운을 시험하는
차’를 겨울에만 한정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1번차・2번차・4번차(추동번차)와 같이 1년 동안 수확한 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시고 비교하며 각각 어떤 차인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마무리로 덮개가 있는 찻잔에 담은
차가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됩니다. 찻줄기가 서는 행운의 차가 있어 운이 좋은지 나쁜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기간: 2018년 12월 1일~2019년 2월 28일 ■시간: 15:20~ 30분마다 ＊ 날짜에 따라 개최 횟수가 다름
■장소: 트래블 라이브러리 ■요금: 무료 ■예약: 체크인 시

카이 하코네 (가나가와현・하코네유모토 온천)
‘운이 트이는 젠자이’과 함께 즐기는 ‘운이 트이는 요세기 CHAYA’등장
밤이 되면 로비 라운지는 에도 시대에 도카이도를
오가는 여행자들이 들렀던 ‘마루턱 찻집’을 재현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옛날이 정겹게 떠오르는 그림
연극 형식으로 하코네의 전통공예품 ‘하코네 요세기
자이쿠 (나 무쪽 세공 )’의 역사와 공 정을 배우 며 ,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올겨울 카이 하코네에서는 ‘운이 트이는 젠자이(삶은
단 팥 죽 에 떡 을 넣 어 먹 는 요 리 )’ 을 준 비 합 니 다 .
도카이도에서 험한 하코네 고개를 목숨 걸고 넘어온
여행자를 축하하기 위해 먹었던 ‘야마이와이
젠자이’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고개를 넘을 때도
마시며, 마시는 링거라 불릴 정도로 영양가가 높은
감주와 액막이 의미가 있는 팥을 넣은 젠자이에 홍색과
백색의 새알을 띄웁니다. ※ 코오하쿠만쥬의 의미
■시간: 21:00~22:00 ■장소: 로비 ■예약:필요 없음 ■요금: 무료

카이 기누가와 (도치기현・기누가와온천)
응회석 등이 켜진 안뜰이 보이는 ‘도치기 석등 바’

도치기현에 있는 카이 기누가와에서 안뜰이 보이는 식당 카운터석에 ‘도치기 석등 바’가 오픈합니다. 안뜰에는
도치기의 명석 ‘응회석’으로 만든 300개 이상의 석등이 켜져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오리지널 칵테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칵테일은 딸기 왕국 도치기현이 자랑하는 품종인
‘도치오토메’를 사용한 것입니다. 당도가 높고, 적당한 산미가 특징인 도치오토메는 겨울이 제철입니다.
■기간:
■시간:
■장소:
■요금:
■예약:

2018년 12월 15일~12월 25일
22:00~23:00
식당 카운터석
1잔당 1,000엔(세금과 봉사료 포함) ＊무알코올 드링크 제공 가능
체크인 시 프론트에서 ＊정원 10명

카이 마쓰모토 (나가노현・아사마 온천)

화이트 크리스마스 콘서트

음악의 고장으로 유명한 나가노현 마쓰모토시는 악도(楽都)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악도, 마쓰모토에 위치한
카이 마쓰모토에는 통층 구조의 높은 천장의 콘서트홀 같은 로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비에서 지역 음악가가
연주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장식에는 마쓰모토 주변의 작가가
만든 드라이 플라워와 짚으로 된 북유럽 전통 장식품 ‘힘메리’를 사용합니다. 북알프스 등 다양한 표정의 설산이
바라보이는 마쓰모토의 겨울 경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들으며, 크리스마스다운 훈훈하고
우아한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시: 2018년 12월 1일~12월 26일

■시간: 20:15~／21:00~ ■장소: 로비

■요금: 무료

■예약:필요 없음

카이 이즈모 (시마네현・다마쓰쿠리 온천) 일본주로 건배 ‘고모다루 트리’
일본 주의 발상지로 불리는 시마 네현 에
위치한 카이 이즈모에는 고모다루(술통)을
쌓아 트리 모양으로 만든 ‘고모다루 트리’를
선보입니다. 쌓아 올린 고모다루는 높이
2m를 넘고, 크리스마스 장식과 조명으로
장식됩니다. 밤에는 식당에서 시마네현의
일본주를 대작할 수 있습니다.
색다른 크리스마스트리, 일본주와 함께하는
카이 이즈모만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일시: 2018년 12월 1일~26일
■장소: 트래블 라이브러리

카이 쓰가루 (아오모리현・오와니 온천) 고긴 등불 ‘가마쿠라 BAR’등장

아오모리현에 있는 ‘카이 쓰가루’에서는 ‘고긴 등롱’이 비추는
가마쿠라(눈으로 만든 집) 안에서 따뜻한 음료를 즐기는 ‘가마쿠라
BAR’를 선보입니다.
가마쿠라 BAR로 가는 길을 꾸민 전통공예 ‘쓰가루 고긴 자수’
디자인이 장식된 ‘고긴 등롱’. 가마쿠라 안에도 천과 고긴 실로
마무리한 ‘고긴 램프’가 켜져 있습니다.
가마쿠라 안에는 따뜻한 브랜디와 칵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브랜디는 지역 증류소에서 장기 숙성한 사과의 화려한 향기가
특징인 애플 브랜디가 제공됩니다. 칵테일은 술이 서툰 사람도
즐길 수 있는 사과로 만든 무알코올 칵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긴 등롱이 켜진 설경을 바라보며 가마쿠라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간: 2019년 2월 8일~28일 ＊적설 상황에 따라
■시간: 17:40~18:10／18:20~18:50 ／19:50~20:20 ／ 20:30~21:00
＊각 회 1 테이블당 최대 3명까지, 상기 4가지 시간대마다 대절
■요금: 1인당 1,300엔 (가마쿠라 입장료・드링크 1잔 포함)
■예약: 당일 프론트에 예약 필요

카이 쓰가루(아오모리현・오와니 온천)
전통 공예 쓰가루 고긴 자수에서 영감을 얻은 ‘Kogin tree’
아오모리현에 있는 카이 쓰가루 관내에는 아오모리를 대표하는 전통 공예
‘쓰가루 고긴 자수’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길이 약 8m의 ‘Kogin tree＇를
선보입니다.
트리는 고긴 디자이너 야마하타 이에마사씨가 디자인했으며, 약 200개의 고긴
모양의 아크릴 오너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실동의 통층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빛의 가감에 따라 아크릴이 반사됩니다. 빛과 고긴 무늬가 융합한 카이
쓰가루에서만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트리입니다.
■기간: 2018년 12월 1일~12월 26일
■장소: 객실동 통층 공간

카이 가와지 (도치기현・가와지 온천)
‛유니시가와 온천 가마쿠라 축제’를 즐기는 ‛마을의 여행 채비′
카이 가와지에서는 ‛일본 야경 유산’에 선정된 인기 이벤트‛유니 시가와 온천 가마쿠라 축제’행사장으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올해도 운행합니다. 올해는 이 이벤트를 더욱 즐길 수 있도록 셔틀버스 이용 고객 한정으로 눈이 많은
계절에 마을 산에서 사용되어 온 미노(도롱이)와 와라구쓰(설피)를 착용하는 ‛마을의 여행 채비’ 를 선보입니다.

■기간: 2019년 1월 하순~3월 상순 예정
＊‛유니시가와 온천 가마쿠라 축제’미니 가마쿠라 점등 날짜에 준함

■시간: 16:30~19:00
■장소: 로비 유코사토산 공방~닛코시 유니시가와 온천가
■내용: 미노나 와라구쓰 등 마을 산을 위한 방한복(수량
한정・대여), 뜨거운 음료, 오리지널 카이드
■예약: 사전예약제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카이 가와지 WEB 사이트에 안내
(2018년 11월경 예정)

카이 가와지에서는 ‛옛날 겨울 복장’을 입고, ‛일본
야경 유산’에 선정된 ‛유니시가와 온천 가마쿠라
축제’로 가는 셔틀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촌에서 옛날부터 사용되어 온 미노 (도롱이)와
와라구쓰 (설피)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미노는
짚을 엮어 만든 비옷의 일종으로 비나 눈을 막기
위해 의상 위에 걸쳐 입습니다. 이 미노와 눈이
많이 쌓이는 장소에서 사용되 는 짚 으로 엮은
와라구쓰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산촌의 지혜가 담긴 없어서는 안 될 물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이 가와지가 아니고는 경험할
수 없는 산촌의 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행 채비를 마친 후, 따뜻한 음료와 가마쿠라
축제의 볼거리가 수록된 오리지널 가이드북을
준비합니다. 이를 지참하여 유니시가와 강변에
만 들 어 진 약 1,000 여 개 의 작 은 가 마 쿠 라 에
촛불을 밝히는 ‘유니시가와 온천 가마쿠라 축제’로
출발합니다.

카이 닛코 (도치기현・주젠지 온천) ‛절경 딸기 스테이’ 탄생

저녁 노을과 ‛딸기 양갱 퐁듀‘
오쿠닛코의 노을은 1년 내내 볼 수 있는 절경이지만,
정면으로 보이는 닛코렌산에 눈이 쌓여 석양과 눈의
대비가 선명한 모습은 겨울에만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제함소(팥소 제조 공장)와 개발한 양갱 퐁듀는 제철
딸기를 따뜻한 양갱에 찍어 먹는 카이 닛코의 오리지널
디저트입니다.
■기간: 2018년 12월 1일~2019년 2월 28일
＊2018년 12월 28일~2019년 1월 4일 제외
■시간: 15:30~18:00
■장소: 2층 트래블 라이브러리
■요금: 1명 1,890엔(세금과 봉사료 포함)
■예약: 당일 17시까지 프론트 접수(10개 한정)

아침노을과 ‛딸기 오메자‘
주젠지코 호수의 아침노 을을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오메자로 딸기 2종을 비교해서 먹을 수 있는 세트와
도쇼구와 연관된 화과자점 ‛오시야미’의 화과자, 일본주
딸기 스파클링을 제공합니다.
오 메자는 옛 날 일 본 에 서 아 이 가 일 어 나 면 단 것을
소량으로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단 것을
‛오메자’라고합니다.
■기간: 2018년 12월 1일~2019년 2월 28일
＊2018년 12월 28일~2019년 1월 4일은 제외
■시간: 6:30~7:30
■장소: 2층 트래블 라이브러리
■요금: 1명 1,890엔 (세금과 봉사료 포함)
■예약: 전날 18시까지 프론트 접수 (10개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