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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야 후지 (야마나시현 후지가와구치코마치) 

겨울 지비에(gibier) 디너 
 

일본 최초 글램핑 리조트 호시노야 후지는 2019 년 12 월 1 일부터 2020 년 3 월 15 일까지 겨울 지비에 디너를 

개최한다. 이 디너는 코타츠가 완비된 숲 속의 야외 다이닝에서 지비에를 즐기는 체험형 코스 요리이다. 이번 

겨울은 헌터의 라이프 스타일을 참고하여 고안한, 모닥불을 둘러싸고 즐기는 아페리티프 타임이 더해져서 더욱 

따뜻한 겨울 숲을 만끽할 수 있다. 

 

개발 배경  
호시노야 후지에서는 일류의 솜씨를 지닌 이 고장의 헌터가 잡은 지비에를 제공하고 있다. 최적의 기술로 

신속하게 처리된 지비에는 짐승 특유의 냄새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사슴과 멧돼지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농업과 임업의 피해는 전국적으로 심각하며, 야마나시현에서도 마릿수를 제한하는 대책으로 포획과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당 리조트에서는 야생고기의 새로운 요리법과 맛을 제안함으로써 야생고기의 보급을 촉진하고 

지역에 공헌하고자 하는 목표로 요리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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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1: 헌터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힌트를 얻은 「겨울 

숲에서 따뜻하게 지내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다. 
후지산 기슭은 겨울 추위가 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숲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헌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며 사냥한다. 이 디너에서는 사냥꾼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힌트를 얻어, 모닥불을 둘러싸고 더치 오븐을 

어레인지한 요리를 즐기는 아페리티프 타임을 준비했다. 더치 오븐 

요리는 야생고기에서 나온 감칠맛 나는 맛국물에 제철 채소를 넣고 끓인 몸이 따뜻해지는 요리이다. 모닥불 

주위에서는 메인 요리인 사슴 고기를 짚불로 훈연하는 체험과 식사 후의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메뉴 예 

아페리티프 타임: 모닥불을 둘러싸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웰컴 더치 

오븐 요리 

따뜻한 전채 요리: 위스키 향이 감도는 구운 치즈 퐁듀 

메인: 짚의 풍미를 머금은 사슴 고기와 겨울 채소의 그릴, 포도주 소스  

식사: 풍미가 응축된 말린 버섯과 사슴 고기를 넣어 지은 밥 

디저트: 드라이 후르츠와 겨울 과일의 포도주 조림 

 

특징 2: 냄새가 적은 겨울의 지비에를 즐길 수 있다. 
겨울의 사슴이나 멧돼지는 나무껍질이나 왕겨 등을 주로 먹기에 

지방이 줄어든다. 살이 단단하고 건강에 좋으며, 특유의 냄새도 적어 

먹기 편해서 지비에를 처음 경험하는 초보자에게도 추천한다. 또한, 

기온이 낮기에 사냥한 고기 온도를 빠르게 낮출 수 있어서 높은 

품질의 고기를 즐길 수 있다. 본 디너에서는 베테랑 헌터가 사냥한 

높은 품질의 겨울 지비에를 만끽할 수 있다.  

 

특징 3: 겨울 숲에서도 편안한 코타츠이 완비된 야외 

다이닝에서 글램핑 마스터와 요리를 즐긴다.  
본 디너는 고도 약 900m 의 숲 속에 있는 야외 다이닝 ‘포레스트 

키친’에서 제공된다. 겨울의 숲은 기온이 영하가 되는 때도 있지만, 

포레스트 키친에서는 겨울 한정으로 테이블을 코타츠로 바꿔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 또한, 요리는 더치 오븐과 

스튜 냄비 등 아웃도어 기구를 이용하며, 식재료에 불을 붙이거나 

그릇에 담는 것을 고객이 직접 해보는 체험형 코스 요리이다. 식재료의 준비와 양념은 아웃도어 체험을 

지원하는 글램핑 마스터가 사전에 끝마쳐 두었기에 야외에서 식사를 즐기는 매력을 부담 없이 체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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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지비에(gibier) 디너 개요 
기간: 2019 년 12 월 1 일~2020 년 3 월 15 일 

요금: 1 인 15,000 엔 (세금·봉사료 10% 별도, 숙박요금 별도) 

시간: 18:00~ 

정원: 1 일 6 팀 18 명까지 

대상: 만 13 세 이상 숙박자 

예약 시작일: 2019 년 8 월 1 일 

예약: 공식 사이트에서 전날까지 예약 

비고: *매입 상황에 따라 식재료・메뉴가 변경될 수 있음 

 

 

 

 

 

 

 

 

 

 

 

 

 

 

 

 

 

 

호시노야 후지 
주소: 〒401-0305 야마나시현 미나미쓰루군 후지가와구치코마치 오이시 1408 

전화:+81-50-3786-1144 (호시노 리조트 통합예약센터) 

객실 수: 40 실・체크인: 15:00/체크아웃: 12:00 

숙박요금: 1 박 67,000 엔~ (1 실 기준, 세금・봉사료 10% 별도, 식사 별도) 

웹사이트: https://hoshinoy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