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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부타 축제의 에너지로 잠 못 드는 밤을 선사해 드립니다 
(호시노 리조트 아오모리야) 

 

아오모리 문화를 온전히 체험하실 수 있는 호시노 리조트 아오모리야에서는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 테마의 

“아오모리 네부타노마 객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네부타 축제의 테마는 도호쿠에서 전승되는 3 인의 영웅에 

대한 전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네부타 등불 아티스트인 타케나미 히루 (竹浪比呂央)의 도움으로 제작된, 

네부타 등불이 입구와 거실, 침실을 포함한 아오모리 네부타노마 객실의 모든 곳을 밝혀줍니다. 객실에서 

내뿜는 에너지가 너무나도 강렬해서 손님들이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입니다.  

 

컨셉 의도 

호시노 리조트는 아오모리야의 “노레소레 (츠가루 방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 아오모리” 컨셉 하에, 

지역 축제, 방언과 음식과 같은 아오모리 문화를 풍부히 즐기실 수 있는 리조트를 표방합니다. 아오모리 축제를 

대표하는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가 이번 테마로 선정되었으며, 요리와 온천 뿐만 아니라, 객실을 통해서도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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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에서 완료까지의 약 1 년 

2018 년 4 월, 아오모리야의 직원들은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 테마의 객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 

새로운 객실의 컨셉은 등불 설치, 네부타 테마의 기구 및 가구 배치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8 월에는 네부타 등불 아티스트인 타케나미 히루와의 미팅이 있었으며, 10 월 말에 테마가 

확정되었습니다. 아오모리 네부타노마 객실은 2 개월 간의 공사와 2 개월 반 동안의 네부타 등불 설치 작업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컨셉 1: 3 인의 영웅에 대한 전설을 그린 네부타 테마 작품  

객실의 전반적인 테마는 고대 도호쿠의 역사입니다. 도호쿠 지역에서 구전되는 3 인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입구: 거대 네부타 그림 

도호쿠 지역 도착민을 정복한 장군인 사카노우에노 타무라마로(坂上田村麻呂)가 

복을 빌자, 묘켄(妙見菩薩) 보살이 나타나 그에게 7 개의 도깨비 가면을 주며, 

전투에서 그 가면을 쓰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현관 문이 열리면, 2 미터 높이에 

걸려있는 등불에 그려진 타무라마노의 용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실: 입체 네부타 

헤이안 시대 초기(AD 800 년), 도호쿠 지역 토착민의 수장이었던 아테루이는 반복해서 침입해오는 중앙군에 

맞서서 평화롭게 살기를 꿈꾸게 됩니다. 거실의 네부타 장식은  불교의 수호신 비샤몬텐(毘沙門天)과 전쟁의 

신령의 축복을 받은 아테루이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식의 크기는 너비가 3.2 미터, 높이는 

1.4 미터에 이릅니다. 손님들은 소파에 앉아 막 움직일 것 같은 강렬한 네부타 장식을 감상하며,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거실: 벽면 네부타 그림 창호지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의 일부에서는 고대로부터 미나모토노 요시츠네 (源義経) 가 실존했으며, 북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벽면에는 요히츠네가 츠가루 해협의 거친 물살을 가로지르는 요시츠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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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2: 아오모리 네부타노마 객실에서 지내실 시간을 즐겁게 해드리는 장치들 

 

 (1) 하네토 복도 

“하네토”는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에서 춤을 추는 춤꾼입니다. “랏세라”라는 

구령과 함께, 손님들은 계단 각 방향에 서서 두 번 춤을 추는 모습으로 축제는 

활기를 띕니다. 현관에서 거실까지 춤꾼의 발걸음이 이어져 있으며,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것처럼 춤꾼의 발걸음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객실에 있는 춤꾼 복장을 입고 언제든 원하실 때 춤을 

춰보실 수 있습니다. 

 

 (2) 침실 천장의 바뀌는 네부타 그림  

침실 천장의 네부타 그림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바뀌어서 보입니다. 

거실에서 침실 쪽으로 들어가서 선 상태로 천장을 보면, 요시츠네의 용맹한 

초상이 보입니다. 반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 요시츠네가 츠가루 

해협을 건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TV 를 보실 때에만 열어서 보는 네부타 TV 커버 

객실 손님들이 현실에서 벗어나 평안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네부타 그림 

패널로 TV 를 감싸 두었습니다.  TV 를 보시지 않을 때에는, 네부타 그림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양쪽의 패널을 밀어서 올리면 TV 가 나타납니다. 

 

 

 

컨셉 3: 네부타 렌턴 아티스트 타케나미 히루와의 콜라보레이션 

아오모리 네부타노마 객실의 장식은 네부타 등불 아티스트인 타케나미 히루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989 년 첫번째 네부타를 제작한 이래, 타케나미 

히루는 네부타 대상을 포함한 다양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8 년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에서는 “최고 장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오모리 네부타노마 

객실의 테마가 3 인의 영웅 전설로 선정된 데에는 도호쿠의 부흥을 바라는 

장인의 염원과 바램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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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모리 네부타 축제 테마의 “아오모리 네부타노마 객실” 쇼케이스 영상 

영상 URL: https://youtu.be/GOP8R7HL8tQ 

  

QR 코드: 

 

 

 

 

 

 

"아오모리 네부타노마 객실" 개요 

이용요금: 1 박, 객실 당 2 인 2 식 포함 - ¥32,000 (세금 및 서비스요금 포함) 

객실 수: 1 개실 

정원: 3 인 

면적: 71.5m²   

숙박 개시일: 2019 년 4 월 17 일 

예약: 공식 웹사이트 (https://noresoreaomoriya.jp/kr/) 

네부타 제작: 타케나미 히루네부타 연구소 (http://takenami-nebuken.com/) 

 

호시노 리조트 아오모리야 

 “노레소레아오모리～히토모노가타리～”(＊노레소레는 츠가루 방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의 의미）를 

콘셉트로 아오모리의 문화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81-570-073-022(호시노 리조트 예약 센터) 

주소: 오모리현 미사와시 아자 후루마기야마 56 

오시는 길: 아오이모리전철 미사와역부터 도보 10 분(무료송영버스 예약 불필요) 

        미사와공항･아오모리공항･JR 하치노헤역부터 무료송용버스 운행(예약 필수) 

객실수: 236 실  체크인 15:00/체크아웃 12:00 

수박요금: 2 명 1 실,1 박 2 식조건  일인당 17,000 엔~ 

HP: https://noresoreaomoriya.jp/kr/ 

 

 

 

 

 



 
 
 
 
 

 

 

 
 

For inquiries about this press release,  
please contact Hoshino Resorts PR 
global@hoshinoresort.com 

 

 

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참고자료: 아오모리 네부타노마 객실 평면도 

 

욕실 (아테루이) 침실 (미나모토노 요시츠네) 거실 

 

 

거대 네부타 그림 

 (사카노우에노 타무라마로) 
하네토 복도 네부타 TV 커버 

(사카노우에노 타무라마로) 

 

객실 번호: 8287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는 8 월 2 일부터 8 월 7 일까지 열리는 관계로, 객실 

번호를 8287 로 정하였습니다. 

자수로 새겨진 네부타(객실 키용 키홀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