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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호시노야 구꽌」 오는 2019년 6월 30일, 타이중에 개업 
 

호시노 리조트(소재지: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정, 대표이사: 호시노 요시하루)는 2019년 6월 30일 타이중 

교외에 있는 온천지 구꽌에 「호시노야 구꽌」을 개업합니다. 이는 풍부한 온천량의 온천, 산에 둘러싸인 

골짜기 지형을 잘 살려 만든, 호시노 리조트가 대만에서 처음으로 건설하는하는 럭셔리 온천 리조트입니다. 

호시노야 브랜드 중에서는 호시노야 발리(인도네시아 발리 섬 우붓)를 잇는 2번째 해외 시설이 됩니다. 

 

 

■특징 

 
１ 원천에서 흘러내려오는 가케나가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객실 

모든 객실에 세미 노천탕이 있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원천에서 직접 흘러내려오는 가케나가시 방식의 

온천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객실이 복층형이며, 온천 플로어(floor)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플로어의 양측에 창문이 있어 바람이 통하는 디자인으로, 더운 날씨라도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온천을 전세 

낸 느낌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또, 창문으로는 웅장한 산들과 시설 내의 워터 가든이 보입니다. 온천욕을 

마친 뒤 식힐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침실 플로어에서는 천장 높이까지 뻗은 큰 

유리창이 있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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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종류＞ 

·센 (정원 7명·216㎡) : 3개의 침실과 테라스를 갖춘 1실 한정의 특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샨 (정원 4명·112㎡) : 복층이 아닌 평면적인 구조입니다. 고령자 분이나 자녀를 동반하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유에 (정원 2명·105㎡) : 온천 플로어가 다른객실에 비해 2배입니다. 객실에서의 온천욕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펭 (정원 3명·87㎡) : 고타쓰가 설치되어 있어 가족 동반이나 그룹 숙박에 최적입니다. 

·쑤이 (정원 2명 · 75㎡) : 창으로 보이는 풍경이 인상적인, 개방감 넘치는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쑤이」의 거실            「유에」의 반(半) 노천탕               「펭」의 테라스 

 

２ 온천과 샘물로 디자인한 공용 공간 

공용 공간은 풍부하게 솟아나는 온천과 대만 중앙산맥의 샘물을 활용해 디자인되었습니다. 

구꽌 온천은 가물지 않고 솟아나서 연간 어느 때라도 안정적인 양의 온천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색 

무미의 약알칼리성 탄산천으로 피부자극도 적어 「아름다운 피부의 온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시노야 

구구안에는 바로 그 온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욕장이 있습니다. 일본의 온천을 이미지한 내탕(內湯)과 

독창적인 디자인의 노천탕이 있어 구꽌의 자연이 느껴지는 개방적 공간을 노닐 수 있습니다. 

수로로 둘러싸인 워터 가든에서는 기분 좋은 물소리가 들리고, 수로를 수놓는 꽃들과 나무들 사이로 흐르는 

물이 산책에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온천에 들어갔다 온 뒤에는, 워터 가든을 산책하며 가제보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구꽌 온천의 정보 출처: 타이중시정부 관광여행국) 

 

  

독창적인 디자인의 노천탕 워터 가든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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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체류 장소에 맞춘 요리 

장기 체류시에도 질리지 않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대만에서 널리 

쓰이는 재료와 일식 조리 기법을 접목시킨 새로운 음식의 매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갑상어 난반즈케 같은 경우, 기름에 

일단 튀겨서 감칠맛을 응축하여 담백한 맛으로 변화시킵니다. 신맛이 

가미된 난반 소스에 절여 마무리된 그 풍미는 온난다습한 대만의 

기후와도 궁합이 딱 맞습니다. 조리법뿐만이 아니라 그릇에도 일본의 

요소를 담았습니다. 쿠타니(九谷)·비젠(備前)·아리타(有田)라는 일본이 

자랑하는 도자기들에 담아 내어 눈까지 즐겁습니다.  

 
４ 역동적인 자연이 남아 있는 풍부한 환경   

구꽌은 3000m급 산으로 이어진 대만 중앙산맥 기슭에 있는 

온천지입니다. 대만 중부를 흐르는 하천 「다자시(大甲溪)」가 깎아 낸 

골짜기에 온천이 솟아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역동적인 자연환경이 남아 

있습니다. 호시노야 구구안의 뒷편에는 총 길이 1,300m의 산책로가 

있어 시끄러운 도시를 벗어난 환경에 몸을 맡기고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산책로 중간에는 구꽌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가 

있으며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을,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시설 개요 

 

시설명：호시노야 구꽌 

소재지：대만 타이중시 허핑구 보아이리 둥관로 1단 원첸샹 16호 

        (台灣台中市和平區博愛里東關路一段溫泉巷16號) 

교통：타이베이 쑹산 공항에서 출발해 타이베이역에서 환승, 고속철도 타이중역에서 차로 약 90분 

객실 수：50실 (전 객실 세미 노천탕 포함) 

부대시설：대욕장, 수영장, 스파, 다이닝, 가제보, 라이브러리 라운지 등 

체크인：3:00pm      

체크아웃：12:00pm 

숙박 요금 : 1박 1실 NT$ 18,000~  

개업：2019년 6월 30일 

예약접수 시작: 2019년 5월 15일 

URL：https://hoshinoya.com/guguan/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