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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야 도쿄 (도쿄도 오테마치) 

옛 도쿄의 사케를 만끽하는 1 박 2 일의 체류 프로그램 

도쿄 사케(SAKE) 스테이 출시 
 

타워형 일본 료칸 호시노야 도쿄에서는 2019 년 12 월 1 일부터 2020 년 2 월 29 일까지, 일본 사케의 폭넓은 

매력을 만끽하는 1 박 2 일 체류 프로그램 ‘도쿄 사케(SAKE) 스테이’를 제공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도쿄의 

오래된 양조장인 도시마야 본점의 사케를 그대로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케를 푼 욕조에 들어가 몸을 데우고 

사케를 첨가한 요리를 맛보는 등 투숙객이 다양한 형태로 사케를 즐길 수 있게 구성되어있다. 평소 술을 그다지 

즐겨 마시지 않는 사람도 사케 그 자체의 깊은 맛과 도쿄의 토속주가 지닌 숨겨진 매력을 느끼도록 도와준다.  

기획 배경 

사케의 일본 국내 출하량은 최전성기였던 1973 년에는 연간 170ℓ를 넘었지만 최근 몇 년에는 약 50 만ℓ까지 

감소했다. 호시노야 도쿄는 에도 시대 마을 사람들이 생활 속에 도입했던 사케의 활용 방법을 기초로 하여 

현대에 딱 맞는 ‘사케를 즐기는 방법’을 새로이 제안한다. 료칸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투숙객분들께 

일본 사케의 폭넓은 매력을 전해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1596 년 호시노야 도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마쿠라 강가에서 문을 연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인 

도시마야 본점의 사케를 중심으로, 젊은 감성으로 일본 도예계를 견인하는 도예가 아오키 료타(青木良太)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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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케의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 제안해 나가는 러시아인 사케 소믈리에 불라크 드미트리(Dmitry Bulakh), 그리고 

호시노야 도쿄 다이닝의 셰프 하마다 노리유키(浜田統之)가 협업했다. 

 

도쿄 사케(SAKE) 스테이의 세 가지 포인트 
 

1 도쿄 최고(最古)의 양조장의 사케 

본 프로그램에서는 웰컴 드링크, 객실에서 즐기는 사케 목욕, 사케 시음 

강좌, 그리고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에 도쿄 간다에 있는 도시마야의 

사케와 술지게미를 사용한다. 에도 막부가 열리기 이전부터 시작하여 약 

400 년의 역사를 지닌 도시마야 본점은 예전에 호시노야 도쿄가 있는 

오테마치 근처의 가마쿠라 강가에서, 찹쌀과 쌀누룩에 미림을 넣어 만든 

백주를 만들어 팔았다. 또한, 가게 한구석에서는 사케와 잘 어울리는 

안주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이자카야(선술집)의 원점이라고도 여겨지고 

있다. 도시마야 본점은 현재도 히가시무라야마시의 술 곳간에서 우물에서 

기른 물을 사용하여 40 종류 이상의 에도 도쿄의 토속주를 빚고있다. 

 

2 일본의 풍부한 식자재, 사케의 훌륭한 맛을 융합한 식사 

식사는 호시노야 도쿄의 셰프 하마다 노리유키가 본 프로그램을 위해 

고안한 조식, 석식이 준비되어 있다. 석식은 생선의 맛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마다 노리유키가 겨울에 제철을 맞는 아귀를 비롯한 어패류와 

채소를 재료로 하여, 사케를 사용한 육수로 만든 깊은 맛의 전골 요리다. 

소재 본연의 맛이 녹아든 육수의 풍미와 아귀의 간을 사용한 특제 소스에 

잘 어울리는 사케도 제공된다. 이 요리들을 담아내는 데에 사용하는 냄비와 

주기(酒器)는 도예가 아오키 료타가 특별 제작한 작품이다.  

다음날은 술지게미로 절인 생선을 메인으로, 도쿄 도내의 술 곳간중에서는 

도시마야 본점이 유일하게 제조하는 엄선된 미림을 사용한 디저트를 

곁들인, 몸에 좋은 특별한 아침 식사가 제공된다. 

 

3 사케를 즐기는 방법을 넓혀주는 시음 강좌 

일본주에 매료되어 세계 사케 소믈리에 콩쿠르에서 3 위로 입상한 

러시아인 사케 소믈리에 불라크 드미트리가 사케 시음 강좌를 진행한다. 

지금까지의 개념에 얽매이지 않는 독자적인 감성으로 사케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그가 일본 술의 기원과 양조 방법 같은 기초 지식 

및 시대와 함께 계속 진화해 온 사케의 다양한 매력에 대해 알려준다. 또한, 

강좌 후반부에는 몇 종류의 도시마야 본점의 사케를 준비하여, 시음하는 

방법과 온도의 차이에 따른 맛의 변화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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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예시 
<첫째날> 

15:00 체크인 

    사케로 만든 웰컴 드링크 제공 

16:00 사케 욕조에서 몸을 데움 

17:00 시음 강좌를 통해 사케의 기초 지식을 배우고, 테이스팅 

19:00 아귀 전골과 함께 사케 만끽 

 

<둘째날> 

09:00 술지게미와 미림으로 만든 특별한 아침 식사 

12:00 체크아웃 

 

 

도쿄 사케(SAKE) 스테이 개요 
■기간: 2019 년 12 월 1 일~2020 년 2 월 29 일 

■요금: 1 명 68,000 엔 2 명 80,000 엔(세금·서비스 요금 별도, 숙박 요금 별도) 

■예약 방법: 공식 사이트에서 14 일 전까지 예약 

■포함 사항: 사케 웰컴 드링크, 사케 욕조, 시음 강좌, 저녁 식사(아귀 전골 · 사케), 특별한 아침 식사 

■정원: 1 일 1 팀 1~2 명  

■대상: 숙박자 한정 

■비고: 재료 입고 상황에 따라 요리 내용이나 식자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