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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 카이 

설국에서 이색 경험을… ‘가마쿠라 체험’ 개최 
기간: 2020 년 2 월 1 일~29 일 / 시설: 카이 쓰가루, 카이 알프스 

 

호시노 리조트의 온천 료칸 브랜드 ‘카이’는 2020 년 2 월 1 일~29 일, 설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비일상적인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카이 쓰가루와 카이 알프스 두 시설에서 ‘가마쿠라 체험’을 개최한다. 가마쿠라(눈이 

많이 내리는 지방에서 정월 대보름에 열리는 일본 전통 행사 때 짓는 움집, 일본식 이글루라고 이해하면 

쉽다.)를 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지역과 관련된 음료와 음식을 먹거나, 등불이 눈을 비추며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광경을 감상하는 등, 가마쿠라를 통해 설국의 문화와 정서를 직접 접할 수 있다. 

 

 

카이 쓰가루, 카이 알프스의 ‘가마쿠라 체험’ 소개 
 

 카이 쓰가루｜‘고긴 가마쿠라’로 즐기는 고긴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 
미나미쓰가루 오와니에 있는 아오모리현의 온천 료칸 ‘카이 쓰가루’에서는 ‘고긴 가마쿠라’로 즐기는 

고긴(누빔)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을 개최한다. 쓰가루의 계절별 운치를 즐길 수 있는 ‘쓰가루의 사계를 

담아낸 물의 정원’에 설치된 가마쿠라를, 쓰가루 지방의 전통 공예인 ‘쓰가루 고긴자시’로 디자인한 등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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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 환상적인 공간을 연출한다. 프라이빗한 느낌이 나는 가마쿠라 안에서 고긴자시 무늬의 과자와 사과 

칵테일을 즐기면서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특징>   

1 ‘보며’ 즐긴다 

Kogin 디자이너 야마하타 이에마사(山端家昌) 씨가 디자인한 ‘고긴 등불’에 따라 나아가면, 가마쿠라에 

도착하게 된다. 약 50 개의 등불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크기가 다양하며, 각각 ‘꽃’이나 ‘눈’ 등, 다양한 

쓰가루 고긴자시 무늬가 들어가 있다. 아름다운 설경과 고긴의 기하학적인 무늬가 이루는 컬래버레이션을 

즐길 수 있다. 

 

2 ‘먹고’, ‘마시며’ 즐긴다 

가마쿠라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서양 과자점에서 만든 고긴 무늬가 들어간 귀여운 

초콜릿을 제공한다. 또한, 일본 전국에서 생산량 1 위를 자랑하는 아오모리현의 사과로 만든 뜨거운 

칵테일도 준비되어 있다. 술을 잘 못 하는사람도 즐길 수 있는 논 알코올 칵테일도 있다. 

 

3 ‘직접 접하며’ 즐긴다 

가마쿠라 안에서는 쓰가루 고긴자시 무늬로 카드 맞추기 게임을 

하는 ‘고긴 아와세’를 즐길 수 있다. 카이 쓰가루의 직원이 고안한 

오리지널 카드 게임이다. 고긴자시는 쓰가루 지방에 전해지는 누빔 

기법이다. 예전에는 농민의 옷이 삼베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가의 여성들은 거친 올을 실로 메꾸며, 옷이 닳아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였고,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궁리했다. 게임을 통해 추운 

겨울을 쾌적하게 보내기 위해 노력했던 쓰가루 사람들의 생활의 

지혜와 직접 접해 볼 수 있다. 

 

<개요> 

기간: 2020 년 2 월 1 일~29 일 *적설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간: 18:20～18:45 / 18:50～19:15 / 19:50～20:15 / 20:20～20:45 

   *가마쿠라는 2 채이며 1 팀당 1 채를 전세로 이용  

   *회당 2 팀 한정. 1 팀은 3 명까지 가능 

요금: 1 명 1,500 엔 (가마쿠라 입장료∙과자, 음료 1 잔 포함) 

   *칵테일은 알코올 / 논 알코올 중 택 

예약: 당일 프런트에서 예약 필수 

  

고긴 가마쿠라

고긴 아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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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 알프스｜동심으로 돌아가 설국 생활을 즐기는 ‘신슈 가마쿠라 유킨코 체험’ 
나가노현 오마치 온천의 온천 료칸 ‘카이 알프스’에서는 동심으로 돌아가 설국 신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생활을 즐기는 ‘신슈 가마쿠라 유킨코 체험’을 개최한다. 기타 알프스의 기슭에 자리한 오마치시는 신슈 

안에서도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나가기 위한 지혜가 뿌리내린 곳이다. 

카이 알프스에서는 ‘유킨코(눈이 내리면 나타나는 작은 요정)’로 분장하여, 안뜰에 있는 가마쿠라에서 실외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대나무 등불이 늘어서 있는 따스한 공간에서, 신슈의 겨울을 체감할 수 있다. 

 

 

<특징> 

1 설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복장을 하고 동심으로 돌아가는 ‘유킨코 가장 체험’ 

많은 눈이 내리고, 추위가 혹독한 신슈에서는, 삶의 지혜로서 도롱이와 한텐(겉옷의 일종) 등을 

방설∙방한구로 삼아 몸에 걸쳤다. 카이 알프스에서는 그런 신슈의 문화를 느끼면서, 동심으로 돌아가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유킨코’로 가장하기 위한 복장을 빌려준다. 마음껏 놀다 보면, 어느 틈엔가 추위를 잊게 되는, 

그런 신기한 느낌을 체험하시면서 눈놀이를 즐길 수 있다. 

 

2 이로리에 모여 ‘겨울의 외출 준비’ 

옛 일본 가옥에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모이는 장소로 이로리(일본식 화덕)가 있었다. 카이 알프스의 

공공장소인 도마(실내이지만 마루를 깔지 않고 신을 신은 채 왕래할 수 있는 공간)에 있는 이로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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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이 딱딱 타오르는 소리와 불의 따스함, 화덕에서 오르는 김의 향기 등, 평온하고 느긋한 시간이 흐른다. 

겨울철에는 예전부터 몸을 데우기 위해 사용되어 오던 단팥죽과 손난로가 준비된다. 유킨코로 가장한 

손님들이 모이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광경은 설국의 일상 그 자체이다. 

 

 

 

 

 

 

 

 

 

 

 

<개요> 

기간: 2020 년 2 월 1 일~29 일 *적설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간: 가마쿠라에 조명이 밝혀지는 시간 17:00~21:00 

유킨코 가장 체험 15:00~21:00 

겨울의 외출 준비 20:00~21:00 

정원: 유킨코의 가장 체험은 4 명 한정. 그 밖에는 정원 없음. 

요금: 무료 

예약: 불필요 

유킨코 가장 체험 단팥죽에 넣을 떡을 이로리에서 굽는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