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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야 도쿄(도쿄 치요다구 오테마치)  

심호흡을 통한 심신의 조화를 익히는 2 박 3 일 스파 프로그램 탄생 
 

료칸 '호시노야 도쿄'에서는 도심에 위치한 일본식 료칸에서 웰빙 관리를 받을 수 있는 2 박 3 일의 스파 

프로그램 “심호흡 요법”을 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바쁜 생활로 인해 무너질 수 있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심호흡을 통해 되찾을 수 있도록 하며, 호흡법 수련, 아로마 블렌딩, 스파 트리트먼트, 식사 및 온천욕을 

포함한다. 

 

 
 

프로그램 출시 배경 

호흡, 체온, 맥박과 같은 인간의 신체 기능들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 없이 자율신경계의 통제를 받는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은 불안정한 마음을 갖게 되어 호흡이 빠르고 얕은 

경향이 있다.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이 긴장하여 다양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느리고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여 신체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결과적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준다. 이러한 자율신경계를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호흡 밖에 없다고 알려져있다. 자신의 

의도에 맞는 호흡이라는 컨셉을 중심으로, 호시노 리조트에서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과 특별함 사이에 효과적인 전환 장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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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흡 조절하기, 몸과 마음의 균형 찾기 - 바디 리메이크 및 심호흡 수련 

 

일상 생활에서는 신체에 뒤틀림이 생기기 쉬우며 호흡이 얕아지는 

경향이 있다. 전문 컨디셔닝 코치(*)가 관절, 유연성, 근육의 균형 등을 

확인하여 신체 및 호흡 상태를 체크한다. 개개인의 상태에 기반한 신체 

전반의 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개인 지도도 이루어진다. 신체를 이용하는 

호흡법을 이해한 후 심호흡을 하게 되면, 몸이 안정되고 신체의 균형이 

조절되어 아름다운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컨디셔닝 코치는 R-body project 소속으로, 의과학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가이드를 제공한다. 
 

익일 아침에는 전날 배운 심호흡 리듬에 맞춰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산뜻한 시트러스 향이 들어찬 공간에서 몸 구석구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몸 안의 공기를 바꿔준다.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며 천천히 

호흡을 정돈하면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듯 하다. 

 

 

2. 향기를 통한 감각의 조절 - 아로마 블렌딩 체험 

 

여기서는 향기의 재료로 쓰이는 식물들의 특성 및 향기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배운다. 각 식물 에센셜 오일을 포함, 총  

12 가지의 오일 중에서 마음에 드는 향기를 골라 전 세계에서 단 하나 

뿐인 자신만의 오리지널 오일을 블렌딩 한다. 균형을 되찾은 심신으로 

향(香)의 감각을 갈고 닦아 원하는 향기를 찾아간다. 블렌딩을 

하는동안은 오롯이 향기에 집중하여 잡생각을 잊을 수 있다.  

 

 

3. 긴장 완화하기 - 스파 트리트먼트, 온천욕, 수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방법은 시간에 맞춰 세팅된 두 번의 스파 

트리트먼트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첫째 날 밤, 발바닥부터 무릎까지의 

마사지를 통해 다리의 피로를 완화하고 몸을 따듯하게 데운다. 또한, 

페이셜 트리트먼트와 콜라겐 마스크를 통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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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에는 제철 식물로 반죽하고 쪄낸 허브볼을 이용한 트리트먼트를 

통해 한층 더 긴장을 풀어낸다. 허브볼로 부드럽게 몸을 데우고 오일 

트리트먼트로 몸 구석구석의 긴장을 풀어 더욱 쉽게 호흡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가꿀 수 있게 된다. 

 

 

오후에는 꼭대기 층에 있는 오테마치 온천을 통째로 빌려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데울 수 있는 추천 입욕법에 대해 배운다. 

노천탕에서 머리 위의 하늘을 바라보며, 온천수에 몸을 담구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몸의 핵심부를 따듯하게 데운다. 

 

 

객실 환경은 수면에 안성맞춤이다. 객실에서는 수면을 취하는 동안 

고요한 숲속을 연상시키는 은은한 향기를 맡게된다. 객실 온도, 습도 및 

밝기는 수면에 맞게 조절되며, 잠들기 전 느린 심호흡을 함으로서 

편안한 상태로 잠에 들 수 있다. 

 

 

 

4. 향기로운 제철 재료 맛보기 

 

30 종 이상의 제철 야채 찬을 중심으로, 미소 국과 함께 제공되는 특별 

런치가 제공된다. 균형을 이룬 몸과 마음을 통해, 재료의 맛과 향, 

색상과 질감을 느껴본다. 이는 한번에 하나씩, 반찬의 맛을 명민해진 

오감을 통해 느껴보는 미식 체험이라 할 수 있다. 

 

 

디너로 제공되는 것은 "Nippon 퀴진". 이는 일본의 풍요로운 

자연으로부터 얻은 제철 재료와 프렌치 요리 기법이 결합된 풀코스 

요리다. 해산물을 필두로 다양한 재료가 한데 섞여 이뤄내는 향기에서 

일본 식자재의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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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일정 예시> 

 

■1 일차 

15:00 체크인 

16:00 프로그램 설명, 상담 

16:30 바디 리메이크 

19:00 저녁식사(룸서비스) 

21:00 취침 전 스파 트리트먼트 

 

■2 일차 

07:00 기상 

08:00 심호흡 스트레칭 

09:20 아침식사(제철 스무디) 

10:00 아로마 블렌딩 체험 

12:00 점심식사 

14:15 예약 온천 이용 

15:00 스파 트리트먼트 

18:00 저녁식사(Nippon 퀴진) 

22:00 취침 전 심호흡 

 

■3 일차 

09:00 아침식사 

11:00 트리트먼트 결과 상담 

12:00 체크아웃 

 

한눈에 보는 ”심호흡 요법” 

 

■요금: 1 인¥147,000 (세금 및 10% 서비스 요금 별도) *숙박 요금 별도 

■정원: 1 일 최대 2 인 

■포함사항: 스파 트리트먼트(2 회), 바디 리메이크(1 회), 심호흡 스트레칭(1 회), 아로마 블렌딩 체험(1 회), 

저녁식사(2 회), 아침식사, 스무디, 점심식사(각 1 회), 트레이닝 웨어 대여 

■예약: 웹 사이트에서 14 일 전까지 예약 가능 

■자격: 호시노야 도쿄 호텔 투숙객 한정 

 

*본 프로그램 내용은 시즌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리 내용은 재료 수급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