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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야 후지 (야마나시현·후지가와구치코마치) 

겨울의 자연 속, 액티비티에 몰두하며 자신과 마주하는 

디지털 디톡스 여행 개최 
기간: 2019 년 12 월 1 일~2020 년 3 월 31 일 

 

일본 최초 글램핑 리조트 호시노야 후지는 2 박 3 일의 숙박 프로그램 '디지털 디톡스 여행'을 개최한다. 디지털 

기기와 떨어져, 호시노야 후지의 숲속과 사이호(西湖; 서호)의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불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워크숍, 밤하늘 별 관찰이 이루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추운 야외에서 일부러 거친 액티비티에 몰두하며 자신과 

마주하고, 일상생활에서 둔감해지기 쉬운 우리 몸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 개발 배경 

끊임없이 진화하는 디지털 기기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한편, 넘쳐나는 정보량과 계속되는  

네트워킹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초래하기도 한다. 호시노야는 그러한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디지털 기기로부터 

떨어져서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으로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디지털 디톡스 여행’을 제공 해왔다. 그 

중, 호시노야 후지는 후지산 북쪽 산기슭이라는 입지적 특성과 자연환경을 살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 각기 다른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 동절기는 추위가 느껴지는 자연환경에서 

거친 액티비티에 참가함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둔감해지기 쉬운 오감을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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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는 호시노야 후지의 숲속과 후지 5 대 호수 중 하나인 사이호다. 가로등이 많지 않고 고요한 사이호는 

자신과 마주할 장소로서 최적의 장소라고 여겨져 선택되었다. 

 

특징 1: 디지털로부터 떨어진 시공간 속에 몸을 맡기는 스테이 

호시노야 후지는 가와구치호(河口湖)의 웅대한 경치를 바라보는 구릉지에 

위치한다. 모든 캐빈(호시노야 후지에서는 객실을 Cabin 이라 칭함)에는 

실내에 있어도 충분히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방적인 테라스 리빙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바쁜 일상을 잊고 자연을 바라보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디지털기기와는 격리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니고 있던 모든 기기는 체크인 시 직원에게 잠시 맡겨둔다. 

투숙객의 디지털 기기를 보관하는 상자는 후지산 산기슭에 서식하는 

사슴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숲과 친숙한 소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의식을 

디지털의 존재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고, 한층 더 질 높은 시간으로 이끌어 주기 위함이다.  
 

특징 2: 글램핑 마스터에게 배우는 불 다루는 법 

낮에는 호시노야 후지의 숲속에서 아웃도어에 정통한 글램핑 

마스터로부터 모닥불을 다루는 방법, 불을 붙이는 방법, 장작의 종류, 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 불을 다루는 법에 익숙해지면 모닥불의 

연기를 이용하여 훈제 베이컨을 만드는데, 미리 준비된 고깃덩이를 모닥불 

위에 매달아 취향에 맞는 장작의 냄새를 베게 하고 천천히 익힌다. 일상을 

잊은채 모닥불에 몰두하면 마음도 서서히 편안해짐을 느끼게 된다. 

 

특징 3: 사이호의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별 관찰 

밤에는 사이호에서 불을 피우고 밤하늘의 별을 관찰한다. 호숫가에서 

가까운 이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보내는 데 적합한 환경이다. 직접 불을 피우고 또 직접 

구워낸 베이컨을 따뜻한 수프, 뜨거운 위스키와 함께 맛본다. 호시노야 

후지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하며, 튀는 장작소리와 일렁이는 불꽃에 온 

의식을 집중하는 시간을 보낸다. 일명 불멍(불을 바라보며 멍때리는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난 후, 투숙객을 기다리는 것은 별 관찰시간. 별이 

뜬 밤하늘을 안내하는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천체에 

관한 지식을 배운다. 야외에 준비된 침대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숙한 공기에 휩싸여 이윽고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이 느껴진다. 

사이호에서 호시노야 후지로 돌아온 뒤에는 캐빈에 정성스레 준비된 

따뜻한 야식과 음료수로 추운 밤 야외활동으로 노곤해진 몸을 녹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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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스케줄 예 

＜1 일차＞ 

15:00 체크인, 디지털 기기 제출 

15:30 장작 패기 

16:30 훈제요리 만들기 *별도요금 

21:00 타키비(모닥불) BAR, 연주회 감상 

＜2 일차＞ 

9:00 불 다루는 법을 배우는 워크숍, 베이컨 만들기 

16:00 사이호로 출발 

16:30 사이호 도착 

16:45 불 피우기 

17:15 모닥불을 사용하여 만든 가벼운 식사 

18:00 밤하늘 별 관찰 

19:00 호시노야 후지로 출발 

19:30 호시노야 후지 도착 

20:30 야식시간 

＜3 일차＞ 

12:00 체크아웃, 디지털 기기 수령 

 

 

 

 

감각을 일깨우는 '디지털 디톡스 여행' 개요 

기간: 2019 년 12 월 1 일~2020 년 3 월 31 일 *제외 일 있음. 

요금: 1 명 38,000 엔(세금·서비스 요금 10% 별도, 숙박 요금 별도) 

정원: 1 일 1 팀 한정(최대 2 인) 

포함사항: 워크숍, 베이컨 액티비티, 모닥불을 이용한 가벼운 식사, 뜨거운 음료수, 망원경과 쌍안경 대여, 

밤하늘에 대한 가이드 해설, 방한구 

예약: 공식 사이트에서 투숙 14 일 전까지 예약가능 

비고: 악천후의 경우,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 될 가능성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