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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호시노야 도쿄에서 ‘Nippon 퀴진 : 미식 시간여행’을 시작합니다 
2019 년 10 월 1 일 ~ 31 일 

 

전통 일본식 료칸인 호시노야 도쿄에서는 2019 년 10 월 1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 시대에 따른 일식의 변화를 

느껴보는 ‘Nippon 퀴진 : 미식 시간여행’ 코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본 이벤트의 목적은 일식의 역사에 

영감을 받은 스페셜 코스를 통해 일식 문화를 전해드리고 일본식 식재료와 음식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Nippon 퀴진이란? 

호시노야 도쿄는 일본 전통의 스타일과 현대인에게 맞는 편안함을 함께 제공해드리는 전통 일본식 료칸입니다. 

‘Nippon 퀴진’은 일본의 풍요로운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와 프랑스식 조리법을 결합한 풀코스 요리로, 일식 

요리의 근간을 이루는 생선 요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하 1 층의 식당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생선은 

코스를 통해 넉넉히 제공되며, 프랑스 요리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품종으로, 프랑스 요리에서는 버려지거나 

모양내기용으로 쓰이는 부위도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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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개발 과정 

Nippon 퀴진에 사용할 재료를 생각하던 요리장 하마다 노리유키씨는 일본 고대로부터 존재하던 자연산 

재료야말로 진정한 일식 재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내면서, 일본 자연산 생선과 야채에 

중심점을 둔 요리라는 컨셉을 창안합니다. 그는 일식 요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며 

변화된 점에 착안하여 Nippon 퀴진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전승되는 일식 

요리로 구성된 스페셜 코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하게 됩니다. 본 퀴진의 재료와 조리법은 각 시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하마다씨는 본 퀴진을 통해 일본의 식문화의 역사와 독특함을 재발견하고 이러한 자극을 통해 

일식 요리를 재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코스의 3 가지 포인트 

1  일본 식문화의 역사를 살펴보다 

각 요리 마다 일식의 변화상을 느낄 수 있는 가을 특선 코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밥, 생선을 중심으로 한 식문화,  

도기의 출현, 서구화와 근대화 과정이라는 일본 역사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음식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채요리부터 디저트까지, 구석기 

시대를 반영한 암모나이트 화석 소라고둥, 야요이 시대의 진흙으로 생선을 

감싸는 조리법에 영감을 받은 빛금눈돔 진흙구이와 같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된 재료와 기법을 통해, 요리장 하마다씨가 특별한 감성으로 

코스를 준비해 드립니다. 

 

２  다음 시대로 이어지는 요리 

전 세계에서 수집된 톱클래스의 상품이 모이는 도쿄의 수산시장에서는 

희귀종의 높은 등급의 생선은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작은 생선들은 잡아도 가치가 없어 그냥 버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수백 종의 채소들이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접하는 하마다씨는 언뜻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들도 미래 시대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찾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시노 리조트에서는 하마다씨가 직접 선정한 일본산 

재료들을 통해 전세계에 새로운 식재료들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３  공간과 연출을 통한 순간의 재현 

호시노야 도쿄의 지하 1 층에 위치한 식당은 석고 마감을 통해 지층의 

느낌을 주는 인상적인 벽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코스 요리는 하루 

최대 3 개 그룹, 그룹 당 6 인까지 제공됩니다. 음식 뿐만 아니라, 접시와 

수저에도 각 시대의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어,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특별한 미식 경험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암모나이트 화석 소라고둥 

 

산 속에서 직접 야생초를 찾는 

하마다씨 

호시노야 도쿄 식당 – 카운터 좌석 



 

 

 

 
 

보도 자료에 관한 문의 사항은  

호시노 리조트 PR 팀에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global@hoshinoresort.com 

 

 

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Nippon 퀴진 : 미식 시간여행’ 개요 

■기간: 2019 년 10/1 부터 10/31 까지 

■요금: 1 인 당 ¥30,000 (세금 및 서비스 요금 10% 별도, 숙박료 별도) 

■예약 방법: 웹사이트를 통해 최소 7 일 전 예약 

■정원: 1 일 당 3 개 그룹, 그룹 당 6 인 (최소 2 인 이상 주문) 

■제공 대상: 호시노야 도쿄 손님 

*본 코스는 18:00 부터 제공됩니다. 

*메뉴의 구성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시노야 도쿄 요리장 하마다 노리유키 약력 

 

1975 년 - 돗토리현 출생 

18 세부터 이탈리아 요리계에서 실력을 쌓기 시작, 24 세가 되던 해 프랑스 

요리로 전향.  

2000 년 – FFCC 프랑스 요리 경연대회 진출 

2004 년 - Bocuse d'Or 인터내셔널 셰프 챔피언십 일본 토너먼트 역대 

최연소 우승자.  

2005 년 - Bocuse d'Or 셰프 챔치언십 인터내셔널 토너먼트 진출 

2007 년 07 월 20 일 - Bocuse d'Or Academy 멤버로 선출 

2010 년 - Le Taittinger 국제요리대회 일본 콩쿠르 3 위  

2012 년 - Bocuse d'Or 인터내셔널 셰프 챔피언십 아시아 토너먼트 2 위  

2013 년 - 인터내셔널 셰프 챔피언십 프랑스 토너먼트 세계 3 위 - 동메달  

2016 년 – 호시노야 도쿄 요리장 

2017 년 - Bocuse d'Or 인터내셔널 셰프 챔피언십 30 주년 갈라 디너에서 전 세계 약 1,500 명의 미식가에 생선 

요리 제공 

 

 

호시노야 도쿄 

주소: 도쿄도 지요다구 오테마치 1-9-1    

종합 예약센터: +81-50-3786-1144 

홈페이지: https://hoshinoya.com/   

총 객실 수: 84 실 / 주요 시설: 온천・레스토랑・스파・컨퍼런스 룸  

요금: １박１실 67,200 엔～ (세금, 봉사료 10％ 별도, 식사 비용 별도) 

체크 인: 15 시, 체크 아웃: 12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