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농(農)」에서 비롯되는 아름다운 경관과 생산물을 통해  

리조트를 만끽할 수 있는「호시노 농장」 개설 
 

호시노 리조트(소재지: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정, 대표이사: 호시노 요시하루) 가「호시노 농장」을 개설합니다. 

호시노 농장은 농산물의 생산 활동을 펼치고 거기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경관과 미식 체험을 목표로 합니다. 

토마무가 위치하는 이 지역은 리조트로 개발되기 전에는 약 700 마리의 소를 사육하며 농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호시노 농장은 이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복원해 가면서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생산 

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즐기시면서 풍요롭고 광대한 홋카이도 특유의 자연 

속에서 리조트를 만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경 

호시노 리조트는 그 지역 특유의 문화와 산업, 생업에 관련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통해 탄생하는 

아름다운 풍경은 여행하는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여행을 풍요롭게 한다는 

생각에서 호시노 농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광대한 토지에 방목된 동물들이 한가로이 지내는 풍경, 정돈된 

아름다운 대지와 밭이 길러내는 풍부한 음식은 홋카이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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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농장의 활동 방침 

1 농업을 통해 탄생하는 아름다운 경관 만들기 

현재 호시노 리조트 토마무에 있는 약 100 헥타르의 부지 내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녹음이 무성한 토마무의 산과 

삼림으로 둘러싸여 소와 양, 염소, 말이 방목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물의 

사료가 되는 목초도 기르고 있으며, 갈아엎은 밭이나 원통형으로 된 

목초 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2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의 소 사육 

호시노 농장에서는 2018 년 6 월에 5 마리의 젖소 「홀스타인」을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는 외양간이 아닌 방목으로 사육하고 싱싱한 풀을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마무의 서늘한 기후는 더위에 약한 젖소에게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젖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살려 느긋하게 지낼 수 있는 사육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기르는 것은 맛있는 생산물을 만드는 것으로도 연결됩니다. 

 

3 풍부한 자연의 혜택에서 만들어지는 생산 활동 

2018 년 8 월에는 우유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우유 본래의 맛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저온 살균」과 우유에 포함된 유지방을 균일화하지 않는 

「논호모지나이즈」라는 공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젖소가 싱싱한 풀을 먹고 자라게하여 우유의 맛이 단맛이 강하고 뒷맛은 

깔끔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 마리의 젖소에서 많은 날은 하루에 약 

30ℓ 를 착유할 수 있으며, 호시노 리조트 토마무의 뷔페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장 구역 내의 「밀크 스탠드」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 년 4 월 이후에는 이 우유를 원료로 한 

소프트크림과 버터를 가공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호시노 농장을 지탱하는 사람 

호시노 농장의 시작부터 관여한 창설자 미야타케 히로오미. 1978 년 

오사카부 출신. 자연이 넘치는 환경을 동경하면서 신슈대학 농학부에서 

공부하고 농업이 주는 풍경에 매료되었던 경험이 농장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입니다. 2017 년에 당 리조트에서의 농장 운영을 시작하여 자연 

속에서의 체험의 개발과 소의 사육, 우유의 생산과 가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홋카이도 하마나카에서 32 년간 「카이노 목장」을 경영해 온 

카이노 야스히코 씨에게 가축의 건강 관리, 목장 운영 측면의 기술 

지도를 받으면서 호시노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야타 히로오미(왼쪽), 카이노 

야스히코 씨(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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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 토마무: 농장 구역의 추천 명소 

농장 구역 내에는 목초로 만든 「목초 침대」와 진짜 양을 세면서 낮잠을 즐길 수 있는 「양과 낮잠 해먹」 등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싱싱한 풀을 먹는 동물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가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방문하는 분들에게 홋카이도의 문화 체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중 하나입니다. 

 

 

목장 침대         양과 낮잠 해먹           목장 라운지      염소 우편배달부 

 

 

 

 

호시노 리조트 토마무/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토마무 

홋카이도의 거의 중심부에 위치한 체류형 리조트입니다.  

「더 타워」와 「리조나레 토마무」의 2 개 호텔을 중심으로 사계절 

내내 홋카이도를 만끽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소: 〒079-2204 홋카이도 유후츠군 시무캇푸무라 나카토마무 

교통편: 신치토세 공항에서 차로 약 100 분, JR 로 약 90 분 

(미나미치토세역 환승) 

전화: +81-167-58-1111 (호시노 리조트 토마무 대표전화) 

객실 수: 735 실(더 타워 535 실, 리조나레 토마무 200 실)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1:00 

요금: 1 박 조식 포함 2 인 1 실 이용 시 1 인당 더 타워 10,000 엔~ 

리조나레 토마무 20,000 엔~ (모두 세금 별도) 

URL: https://www.snowtomamu.jp/summer/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