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오모리현・오와니온천

호시노 리조트 카이 쓰가루, 2019년 4월 1일 리뉴얼 오픈
~‘쓰가루의 사계를 담은 물의 정원’ 탄생, 전 객실 카이 시그니처룸으로~

아오모리현 쓰가루지방의 오와니온천에 위치한 호시노 리조트 카이 쓰가루는 공용 공간과 객실을 리노베이션하여
2019년 4월 1일 리뉴얼 오픈합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쓰가루 문화와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쓰가루의 사계를 담은
물의 정원’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또한, 전 객실이 카이 시그니처 룸으로 리뉴얼되었습니다.

탄생 배경
카이 쓰가루의 풍경을 대표하는 연못에는 쓰가루의 전통 자수 공예인 쓰가루 고긴사시를 모티브로 한 ‘쓰가루 고긴
등롱’을 여름 기간 한정으로 띄워 환상적인 밤의 공간을 연출하였습니다. 쓰가루에 뿌리 내린 문화와 예능을 더 깊이
즐기고, 계절마다의 운치를 느끼실 수 있도록 ‘쓰가루의 사계를 담아낸 물의 정원’을 새롭게 오픈합니다. 물의
정원에는 긴 복도가 있어 쓰가루의 문화와 사계절을 더욱 가까이서 느낄 수 있습니다.

4가지 포인트
1.쓰가루의 전통 공예품
‘쓰가루 고긴 등롱’과 아오모리의 사계절을 테마로 색유리를 아름답게 조합한 ‘쓰가루 비도로’ 등 다양한 전통
공예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쓰가루의 전통 예능 체험
카이 액티비티로 매일밤 개최하는 쓰가루 샤미센 라이브 쇼를 물의 정원에서 특별 개최할 예정입니다.
쓰가루의 아름다운 사계절 경치와 함께 쓰가루 샤미센의 힘찬 음색을 즐겨 보세요.
3.쓰가루의 사계절을 느끼는 공간
수양버들벚꽃과 단풍, 삼나무가 어우러진 물의 정원은 계절에 따라 모습을 달리합니다. 봄에는 벚꽃 모양의 ‘쓰가루
가나야마야키(도자기)’ 조명, 겨울에는 설상의 ‘가마쿠라(움집)’ 등으로 계절에 따라 다른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4.낮에는 온천욕 후 휴게실, 밤에는 바(BAR)
낮에는 유아가리 라운지에서 사쿠라 티와 애플 티 등 차와 주스를 마시며 목욕 후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에는 BAR로 변신한 탁 트인 공간에서 지역 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술을 ‘쓰가루 비도로’ 잔에 담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약 접수 개시: 2018년 12월 1일 ■리뉴얼 오픈: 2019년 4월 1일

‘쓰가루의 사계를 담아낸 물의 정원’ 탄생



사계절 각기 다른 ＂쓰가루 물의정원＂의 연출

봄 봄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히로사키 벚꽃이

피어납니다. 쓰가루 가나야마야키를 통해 이 꽃들의 깊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합니다. 깊은 색조와 질감이
특징입니다. 이 스타일로 만들 세공의 어진 램프는
테라스를 비추고 물 표면에 떠있어 따뜻한 봄맞이의 벚꽃
차와 함께 봄 저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름 여름에 열리는 유명한 히로사키 네푸타 축제의

밝은 빛을 반영하기 위해 물 가든에는 쓰가루에서 손수
만든 약 150 가지 빛으로 불을 켤 것입니다. 부채 만들기
작업장에서 야간 샤미센 공연과 사과 페스티벌에
이르기까지 세련된 분위기를 즐길 수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을 쓰가루 가을은 역동적 인 단풍의 색채뿐만

아니라 일본 최고의 품종으로 알려진 사과의 선물을
가져옵니다 . 애플파이 , 사과 양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된 사과를 맛볼 수있는 애플 티 파티
(Apple Tea Party)의 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모두 우아한 쓰가루 전통 옻칠로 장식 된 과자 상자로
제공됩니다.

겨울 쓰가루의 추운 겨울은 눈이 내리는 바람과

기온을 견디기 위해 옷의 내구성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되는 것으로, 고긴자시 바느질 공예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수 놓은 초롱이이
지역을 장식하고 아늑한 가마쿠라 이글루 안에 따뜻한
사과 칵테일과 같은 진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카이 쓰가루에서는 2013년부터 아오모리현 출신의 디자이너
야 마 하 타 이 에 마 사 와 컬 레 버 레 이 션 하 여 ‘ 쓰 가 루 고 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5년
3월에는 전통 자수 공예인 쓰가루 고긴자시 문양을 현대식으로
디자인한 장지문과 족자를 도입한 카이 시그니처 룸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전 41실이 카이
시그니처 룸이 되었습니다. 리뉴얼한 객실에는 로우 베드와
소파를 비치하여 편안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장지문과
벽면에는 쓰가루 고긴 무늬를 대칭을 이루게 디자인하여
세련되면서도 차분한 공간을 연출하였습니다.
* 카이 시그니처 룸이란, 역사와 특산품 등 이 지역의 특징을
표현한 모티브와 전통 공예품을 사용한 객실로, 지역의 문화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오모리현 출신의 고긴 디자이너
야마하타 이에마사는 고교시절
히로사키에서 고긴사시 무늬를
접하고 이후 고긴사시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kogin.net’을 열어
작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리뉴얼은 근대건축의 거장 르
코르 뷔지에를 사사 하여 모더니즘
건축을 실천한 일본의 건축가 사카쿠라
준조 가 설 립한 건축설계 사무소가
담당하였습니다 . 기존의 디자인을
살리면서도 보다 세련된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전 객실이 카이 시그니처 룸으로

쓰가루 고긴사시

사카쿠라건축연구소 고긴디자이너: 야마하타이에마사

주요프로젝트
‘도쿄미드타운’, ‘갤러리사카’, 
분양형별장 ‘오이와케클럽’등

카이 쓰가루에서는 전통 자수 공예인 고긴사시의 기법과 문양을 객실 인테
리어에 도입. 전통 문양의 매력을 바탕으로, 고긴 문양을 디지털화하여 특
색 있는 소재와 색으로 구사한 오리지널 디자인은 쓰가루 고긴사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강한 인상을 줍니다.

호시노 리조트 카이 쓰가루
・주소: 아오모리현 미나미쓰가루군 오와니마치 오와니 가미보탄모리 아자 36-1
・TEL: +81-(0)50-3786-1144 (예약 센터)
・공식 웹사이트: https://www.hoshinoresorts.com/en/resortsandhotels/kai/tsugaru.html
・2회 식사 포함 1박 요금 1인당 21,000엔부터
・객실 수: 41 (34개의 일본식 객실 / 6개의 서양식 객실 / 1개의 개인 정원이 딸린 일본식 스위트 룸)
・체크인은 15:00부터, 체크아웃은 12:00까지

수평・수직으로 대칭을 이루는 마름모꼴을 모티브로 한 전통 공예품입니다. 쓰가루 지방의 눈 쌓인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작업복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포갠 삼베에 바늘로 세밀한 무늬를 넣던 것으
로부터 쓰가루 고긴자시가 생겨났습니다.

보도 자료에 관한 문의 사항은 호시노 리조트 PR팀에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global@hoshinoresort.com

2가지 포인트
1. 안락함을 고려한 일본식 객실
KAI 브랜드는 현대적인 편안함과 진정한 전통을 모두 갖춘 경험을 제공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 단장을 마친 일본식
객실에는 휴식과 휴식을 취할 수있는 낮은 침대와 소파가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고긴사시 바느질을 기반으로 한
무늬 디자인은 공간의 차분한 분위기를 높여줍니다.
2. 고긴사시 전통에 대한 집착
고긴사시 바느질 작업에는 약 40 가지의 기본 패턴이 있으며, 이들의 조합은 더욱 세련되고 정교한 디자인을 만듭니다.
41 개의 서로 다른 패턴이 벽면 장식이나 공간 주변의 종이 스크린, 제공된 주전자의 디자인과 같이 객실 전반에 걸쳐
등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