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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호시노 리조트 아오모리야 (아오모리현 미사와시) 

눈구경 노천탕 ‘네부리 나가시 등불’ 

~올해로 9 년째를 맞이하는 아오모리야의 겨울 풍물시~ 
기간:  2019 년 12 월 1 일~2020 년 3 월 31 일 

 

아오모리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료칸 호시노 리조트 아오모리야는 2019 년 12 월 1 일~2020 년 3 월 31 일 

기간 한정으로 노천탕 ‘우키유’ 주변에 위치한 연못에 네부타 축제의 산차(山車; 축제 때 끌고 다니는 장식한 

수레)와 작은등불을 띄운 눈구경 노천탕 ‘네부리 나가시 등불’를 올해도 시행합니다.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의 기원인 네부리 나가시를 노천탕에서 재현 

졸음을 쫓고 부정함을 강과 바다로 흘려보내는 행사인 

‘도로나가시(灯篭流 し )’는, 도호쿠 지방에서 네부리나가시라 불리며,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의 기원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아오모리야에서는 

네부타 축제의 산차와 손님이 쓰신 소원을 실은 작은 등불을 우키유 주변 

연못에 띄워, 이 행사를 재현합니다. 아오모리를 대표하는 행사를, 

한겨울의 노천탕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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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모리야 오리지널 산차 ‘비샤몬텐’ 

연못에 띄운 산차의 주제는 비샤몬텐으로, 이는 북방의 수호신이자 

지혜와 개운을 불러오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부리 나가시 등불을 

위해 네부타 제작자인 다케나미 히로오 씨에게 의뢰하여 산차를 

제작했습니다. 비샤몬텐은 오른손에 창, 왼손에 보탑을 들고 있고, 

도깨비를 노려보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제작자:  네부타 제작자 다케나미 히로오(竹浪比呂央) 씨 

다케나미 씨는 2018 년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에서 제작자에게 수여하는 최고상인 ‘최우수 제작자상’을 수상한 

네부타 제작자입니다. 네부타 산차의 평가는 약동감의 표현과 색채, 산차의 구도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오모리야의 네부리 나가시 등불에 사용한 비샤몬텐 산차도 실제 축제에 출진하는 산차와 마찬가지로 밑그림 

제작부터 시작하여, 선명한 색채와 산차의 구도에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아오모리야는 ‘노레소레(쓰가루 방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 아오모리~사람 이야기~’를 콘셉트로 

하여, 아오모리의 축제, 음식 문화, 전통 공예품 등을 아오모리현 안팎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네부리 나가시 등불은 올해로 9 년째를 맞이하며, 

아오모리야의 대표적인 겨울 풍물시가 되었습니다.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실제로 본 적이 없으신 분들께도 축제의 기원과 역사를 알려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 입니다. 

 

‘네부리 나가시 등불’  개요 

■기간: 2019 년 12 월 1 일~2020 년 3 월 31 일 ■장소: 노천탕‘우키유’ ■시간: 18:00~24:00  

■요금: 무료 ■대상: 숙박자 한정 ■소원 접수 시간: 15:00～21:00 ■원천: 코마키 온천  

■온천 질: 알칼리성 단순 온천 ■효능: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오십견, 냉한 체질, 피로 회복, 건강 증진 등 

■비고: 기후에 따라 중지될 수 있습니다.

 

 

호시노 리조트 아오모리야 

■전화:＋81-570-073-022(호시노 리조트 예약 센터) 

■주소: 오모리현 미사와시 아자 후루마기야마 56 

■오시는 길: 아오이모리전철 미사와역부터 도보 10 분 

 미사와공항･아오모리공항･JR 하치노헤역 무료버스 운행 (예약 필수)  

■객실수: 236 실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2:00 

■숙박요금: 2 인 1 실,1 박 2 식조건  일인당 17,000 엔~ 

■HP: https://noresoreaomoriya.jp/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