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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 카이 

가을 단풍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2019 년 온천 여행. 
 기간: 2019 년 9 월 1 일 ~ 11 월 30 일 

 

호시노 리조트의 온천 호텔 브랜드인 카이에서는 2019 년 가을, 단풍의 매력을 전해드릴 온천 여행을 

제안합니다. 제철 식재료 및 전통 수공예품과 같은 지역색이, 지역색이 온천욕과 함께 결합되어 화려한 

분위기를 즐기시며 독특한 가을의 정취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가을 단풍 조명 ｜카이 하코네(카나가와현 하코네 유모토 온천) 

가을 단풍 감상에 최적의 시기: 11 월 말부터 12 월 초까지 

하코네 초입에 위치한 카이 하코네에서는, 2019 년 9 월 6 일부터 12 월 7 일까지 반노천탕 전면에 가을 단풍이 

떨어지는 모습을 담은 조명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손님들은 풍경화 속에 있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온천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카이 브랜드에서는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아름다운 카이 온천 트리트먼트”라는 컨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을 단풍철 동안 카이 하코네에서는 온천에 대한 지식을 갖춘 온천 관리원들이 온천 내에서 드실 수 

있는, 꿀이 함유된 음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본 꿀 음료는 풍부한 영양 성분과 청량한 맛으로 온천욕 동안의 

수분 공급에 안성맞춤입니다.  

【조명 운영시간: 16:00~익일 01:00 / 음료: 19 시~21 시 중 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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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프로그램은 가을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카이 액티비티 " 요세기 CHAYA ": 손님들은 낙엽 모양의 센베이 과자, 가을 색감의 콤페이토 캔디를 드시며 

카미시바이 그림 이야기를 통해 하코네 요세기*의 기원에 대해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역참 마을인 하코네의 

찻집에 와있는 것과 같은, 긴 가을밤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시간: 21:00~21:15 / 장소: 프론트 로비 / 무료】 

 

・하코네 요세기와 견과류를 사용한 리스 만들기 체험: 

손님들은 견과류와 요세기를 이용해서, 츠유키 목공 요세기 장인 고유의 작품인 할로윈과 크리스마스 느낌의 

리스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는 숙박하시는 동안의 기념품으로 가져가시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접수: 21:15~21:30 / 기간: 30 분 / 장소: 프론트 로비 / 요금: ¥2,500, 세금 포함됨】 

*요세기는 다양한 색상의 나무 조각을 결합해서 패턴을 만드는 목공 기술입니다. 

 

 

■ 신슈의 가을에 몸을 담그세요. 신슈의 전원을 오감으로 체험해보세요 ｜카이 알프스(나가노현 오마치 온천) 

가을 단풍 감상에 최적의 시기: 10 월 중순부터 11 월 중순까지 

“신슈의 가을에 몸을 담그다”를 테마로 한 전원 체험이 2019 년 가을 동안 일본의 기타 알프스 지역, 타테야마 

쿠로베 알파인 루트 및 하쿠바 방향 초입에 위치한 오마치 온천에서 제공됩니다. 가을은 과일과 곡식이 익고, 

산에는 색깔 옷이 입혀지며, 자연은 절정을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카이 알프스에서는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먹고, 단풍을 만지는 – 오감으로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가 제공됩니다.  

 

・냄새맡기: "낙엽 목욕"을 통해 가을 낙엽 속에서 목욕 즐기기 

가을 시즌, 단풍이 무르익었을 무렵, 온천수 대신 가을 낙엽을 이용한 “낙엽 

목욕”을 앞뜰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단풍, 산단풍과 은행잎에 몸을 

담그고 낙엽에 담긴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시간: 15:00~16:30 / 무료 / 정원: 3 인】 

 

・먹기: 벽난로 곁에서 “낙엽 오야키” 즐기기 

카이 알프스의 퍼블릭 스페이스인 벽난로 옆에서,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빚어낸 

“오야키*”를 드시며, 실내에서도 신슈의 가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시간: 15:00~18:00 / 무료 / 정원: 제한없음】 

*오야키: 나가노현의 유명한 지역 특산 음식입니다. 밀가루와 메밀가루를 

반죽해서 섞은 후, 얇게 펴고 팥과 야채를 넣어서 쪄낸 음식입니다. 

 

・보기: 리조트에서 가을의 색상을 찾아보기 

카이 알프스의 손님들은 야간 단풍 조명과 앞뜰을 흐르는 개울을 비롯, 산단풍 및 단풍나무와 같은 포인트를 

통해 리조트 내에서 가을의 색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For inquiries about this press release,  
please contact Hoshino Resorts PR 

global@hoshinoresort.com 

 

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듣기: 흔들리는 가을 낙엽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유심히 들어보기 

황금색으로 변신한 낙엽송과 기타 알프스의의 아름다운 대조를 느낄 수 있는 

노천탕을 즐기시면서, 유심히 귀를 기울여 보면 흔들리는 가을 낙엽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소리를 통한 힐링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만져보기: 산책길에서 가을 단풍잎을 직접 만지고 주워보기  

오마치 온센쿄에는 단풍이 진 은행나무와 낙엽들이 가득한 산책길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맵을 통해 단풍 감상과 견과류 줍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알아볼 수 

있으며, 낙엽을 만지며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맵은 프론트 

데스크에서 배포해 드립니다.  

【시간: 15:00~21:00, 7:00~12:00 / 무료 / 정원: 제한없음】 

 

 

■ 츠가루의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단풍 사과 스테이" ｜카이 쓰가루(아오모리현 오와니 온천) 

가을 단풍 감상에 최적의 시기: 10 월 중순부터 11 월 초까지  

아오모리현 오와니에 위치한 카이 쓰가루에서는, 가을에만 제공되는 고유 테마의 프로그램으로, “단풍 사과 

스테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을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목욕탕, 전통 공예품인 “츠가루누리” 사과나무가 

있는 테라스, 사미센 연주로 “링고부시” 민요를 감상할 수 있는 로비와 같이, 리조트 곳곳에서 츠가루의 가을과 

일본 내 최대의 사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아오모리현의 사과 테마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테마 컨텐츠＞ 

１ 사과들이 떠있는, 사이프러스 나무 목욕탕에서 가을 단풍 감상하기  

 아침해가 창문 밖의 가을 단풍잎을 서서히 비추면 손님들은 사과 향기와 함께 

온천욕을 즐기며 진정한 츠가루의 가을 정취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창문은 

매일 아침 6 시부터 7 시까지 개방합니다. 

 

２ “츠가루누리” 사과가 열린 나무들 

 츠가루 사계절 수변 정원을 마주하고 있는 테라스에는, “츠가루누리” 전통 

공예품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손님들은 목욕 이후에 휴식을 

취하면서 츠가루 고유의 문화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또, 로비에서는 매일 밤 샤미센 라이브 연주로 “링고부시” 민요를 들려 

드립니다. 공연을 감상하며 영혼을 울리는 생생한 소리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