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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 카이 

딸기 덕후들 사로잡는 ‘딸기 스테이’ 등장 
기간: 2019 년 12 월 1 일 ~ 2020 년 2 월 29 일 

시설: 카이 가와지, 카이 기누가와, 카이 닛코 
 

호시노 리조트의 온천 료칸 브랜드 ‘카이’ 중 도치기현에 있는 3 곳의 시설 ‘카이 가와지’, ‘카이 기누가와’, ‘카이 

닛코’에서 딸기를 마음껏 맛보는 ‘딸기 스테이’ 플랜이 등장합니다. 딸기의 산지로 유명한 도치기현에서, 각 

시설별 특징을 도입한 새로운 딸기를 먹는 방법과 체험을 제안합니다. 도치기를 대표하는 명산품인 딸기를 

남김없이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 

 시설의 특징과 접목된 다양한 ‘딸기 체험’ 

 온천 료칸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딸기를 즐기는 방법 

도치기현의 전통 공예품 중 하나인 ‘미야조메’ 브랜드의 딸기 무늬 손수건으로 온천에서도 딸기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목욕을 마친 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듬뿍 담긴 ‘딸기 우유’로 수분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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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특징과 접목된 1 박 2 일의 ‘딸기 스테이’ 

 

【카이 가와지】 온천 료칸에서 딸기를 따는 ‘산촌 딸기 스테이’ 

‘마을 산의 지혜’를 콘셉트로 삼은 ‘카이 가와지’는 부지 안에 있는 

물방앗간에서 딸기 따기를 하는 ‘산촌 딸기 스테이’를 1 일 1 팀 한정으로 

판매합니다. 

 낮: 딸기 플랜터를 설치한 물방앗간에서 딸기를 땁니다. ‘미야조메’의 

딸기 무늬 손수건과 특제 딸기 우유와 함께 온천으로 갑니다 

 밤: 밤에 물방앗간에서 이로리(일본의 전통적인 난방 장치)를 둘러싸고 2018 년에 도치기현의 신품종으로 

개발되어, 아직 유통량이 적은 ‘흰 딸기’로 딸기 단팥죽을 만듭니다(붉은 딸기, 흰 딸기, 향토 요리인 반다이 

모치, 닛코시 일본식 과자점의 팥소) 

 아침: 물방앗간에서 ‘아침의 오메자(아침 잠을 깨움, 또는 잠을 깼을 때 먹는 과자) 딸기 따기’. 향긋한 향기와 

달콤한 맛 속에 적당한 산미가 느껴지는 ‘도치오토메 딸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기간: 2020 년 1 월 15 일~2 월 29 일 체크인 

요금: 25,000 엔~(2 명 1 실 이용 시 1 명당, 서비스 요금 포함∙세금 별도) 

포함되는 것: 숙박, 저녁 식사, 아침 식사, 딸기 따기, 딸기 단팥죽 만들기, 딸기 우유, 미야조메 딸기 무늬 손수건 

예약: 공식 사이트(https://kai-ryokan.jp/kr/kawaji/) 

 

 

【카이 기누가와】 제철 딸기를 비교하면서 먹는 ‘민예 딸기 스테이’ 

‘도치기 민예가 빛나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의 온천장’이 콘셉트인 

‘카이 기누가와’에서는 환상의 딸기라 불리는 ‘도치히메’를 도입한 ‘민예 

딸기 스테이 플랜’을 판매합니다. 과육이 부드럽고 도치기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알갱이가 크고 달콤한 도치히메를 포함하여, 딸기 수확량에서 

일본 최고를 자랑하는 도치기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딸기를 먹는 새로운 

방법을 1 박 2 일을 통해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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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희소가치가 높은 ‘도치히메’를 포함하여 딸기를 비교해가며 먹어 봅니다. 과자, 딸기 샴페인이 포함됩니다. 

작은 접시 갤러리에서 취향에 맞는 작은 접시를 선택한 다음, 딸기와 과자를 담아 오리지널 세트를 만듭니다. 

‘미야조메’의 딸기 무늬 손수건과 함께, 목욕을 마친 후에는 딸기 우유로 온천을 즐겨 보십시오. 

 밤: 특별 디저트 ‘딸기와 레드 와인의 종이 냄비 바닐라 아이스크림’ 

객실에는 오야이시(大谷石)로 만든 아로마 스톤과 딸기 아로마 오일, 딸기 무늬가 포인트인 베드러너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아침: 속이 편안해져서 아침에 딱 맞는 ‘딸기 발효 드링크’ 

 

기간: 2019 년 12 월 10 일~2020 년 2 월 29 일 체크인 

요금: 29,000 엔~(2 명 1 실 이용 시 1 명당, 서비스 요금 포함∙세금 별도) 

포함되는 것: 숙박, 저녁 식사, 아침 식사, 3 종류의 딸기와 비교해가면서 먹기 위한 과자, 딸기 샴페인, 특별 

디저트, 딸기 발효 드링크, 딸기 우유, ‘미야조메’의 딸기 무늬 손수건  

예약: 공식 사이트(https://kai-ryokan.jp/kr/kinugawa/)    비고: 1 일 5 팀 한정(1 팀 2 명) 

 

 

【카이 닛코】 겨울의 오쿠닛코를 만끽하는 ‘절경 딸기 스테이’  

주젠지호 호숫가에 자리한 온천장 ‘카이 닛코’에서는 2019 년 12 월 

1 일~2020 년 2 월 29 일, 1 일 2 팀 한정으로 제철 딸기를 만끽하는 

‘절경 딸기 스테이’를 판매합니다. 숙박해야만 만끽할 수 있는 일몰과 

일출 시간대에, 희귀한 흰 딸기와 닛코 명산품인 양갱을 사용한 

따뜻하고 달콤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낮: 웰컴 드링크 ‘딸기 감주’와 도쇼구에 납품하는 일본식 과자점이 

만든 웰컴 디저트 ‘딸기 네리키리(일본식 과자)’. 닛코의 창건지이자 

영험한 힘이 깃든 장소로 알려진 간토에서 손꼽히는 영봉 

‘난타이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로비에, 기간 한정으로 ‘절경 

찻집’을 설치합니다. 해 질 녘에는 절경 찻집에서 저녁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따뜻하게 데운 양갱에 붉은색과 흰색 딸기를 찍어 먹는 

‘홍백 양갱 퐁듀’를 드실 수 있습니다. 

 밤: ‘미야조메’의 딸기 무늬 손수건과 함께 온천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입욕 후에는 ‘딸기 우유’로 수분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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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절경 찻집에서 ‘오메자’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샴페인, 

생딸기, 이 지역 일본식 과자점의 겨울 한정 ‘딸기 생다이후쿠(일본식 

둥근 찹쌀떡)’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도쿠가와 가문의 쇼군들이 

닛코를 참배한 에도시대의 행사인 ‘닛코모데’의 휴식처를 연상하여 

만든 찻집에서는, 석양과 눈의 선명한 대비, 분홍빛으로 물든 

아침놀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2019 년 12 월 1 일~2020 년 2 월 29 일 체크인 

요금: 28,000 엔~(2 명 1 실 이용 시 1 명당, 서비스 요금 포함∙세금 별도) 

포함되는 것: 숙박, 저녁 식사, 아침 식사, 딸기 감주, 딸기 네리키리, 홍백 양갱 퐁듀, 오메자, 딸기 우유, 

‘미야조메’의 딸기 무늬 손잡이 

예약: 공식 사이트(https://kai-ryokan.jp/kr/nikko/)   비고:1 일 2 팀 한정 

＊희소 품종인 딸기의 수확 상황에 따라, 다른 품종을 제공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