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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 카이 나가토 

오는 2020 년 3 월 12 일 오픈 예정 
 

호시노 리조트(소재지: 나가노현 가루이자와마치/대표: 호시노 요시하루)는 야마구치현 나가토 유모토 온천에 

‘호시노 리조트 카이 나가토’(이하, 카이 나가토)를 2020 년 3 월 12 일에 오픈한다. 당사는 2016 년 1 월에 

나가토시로부터 ‘나가토 유모토 온천 마스터 플랜’의 책정을 수탁했다. 그리고 2016 년 8 월에는 이 마스터 

플랜을 기초로 책정한 ‘나가토 유모토 온천관광 마을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카이 나가토’의 진출을 

포함하여, 온천 마을 산책을 콘셉트로 지역∙민간∙공공이 연계하여, 온천 마을 재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 노력의 일환으로 ‘카이 나가토’에 카이 브랜드에서 최초로 숙박자 이외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아케보노 카페(AKEBONO Cafe)’가 병설된다. 이 카페에서는 온천 마을을 산책할 때 먹을 수 있는 ‘도라야키’를 

판매한다. 

 

‘카이 나가토’란 
카이 브랜드의 16 번째 시설인 ‘카이 나가토’는 야마구치현 북부의 산에 둘러싸인 강변의 온천지, 나가토 유모토 

온천의 중심을 흐르는 오토즈레강에 걸린 아케보노 다리 옆에 위치한다. 야마구치현에서 오래도록 이어져 온 

‘오차야야시키’를 테마로 하여, 이 지역의 풍성한 문화를 듬뿍 체험할 수 있는 여관을 목표로 한다. 로비와 

객실은 무가(武家) 문화를 살린 설비가 되어 있으며, 카이 액티비티에는 이 지역의 특징이기도 한 붉은 흙으로 

만든 아카마스즈리 벼루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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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토 유모토 온천관광 마을조성 계획’이란 
나가토 유모토 온천은 오래전부터 모리번의 번주가 탕치장(湯治場)으로 방문한 역사가 있는 온천지이며, 고도 

경제 성장 시대에는 약 40 만 명의 여행객들이 찾았던 온천 마을로서 번영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여행 

스타일이 변화하며 2014 년에는 온천 마을의 여행객이 약 20 만 명까지 감소했다. 그래서 나가토시가 주체가 

되어, 2014 년부터 온천 마을의 재생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2016 년 1 월에는 호시노 리조트가 ‘나가토 

유모토 온천 마스터 플랜’의 책정을 수탁하였으며, 이후 온천 료칸 브랜드 ‘카이’의 진출과 더불어, 지금까지 

지역∙민간∙공공이 연계한 온천 마을 재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온천지 랭킹 TOP 10’에 들기 위한 전략으로, 당사가 책정한 기본 방침은, 일본 전국의 온천지를 분석하여 

‘자연을 살린 매력적인 온천 마을을 지닌 온천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가토 유모토의 지형과 

관광 자원 등으로, 매력적인 온천 마을에 필요한 6 개의 요소인 ‘외탕’, ‘맛집 탐방’, ‘문화 체험’, ‘회유성’, ‘그림 

같은 장소’, ‘느긋하게 서성일 수 있는 공간’을 표현하였으며, 토지의 매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리노베이션을 

제안하였다. 온천 료칸 ‘카이 나가토’의 착공 계획 이외에도, 지금까지 아래와 같은 노력을 진행하였다.  

 
∙강변의 테라스 설치 

∙수면 근처에 배치된 강바닥 설치 

∙야마구치현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알려진, 온천 마을의 얼굴 역할을 하는 외탕 ‘온토(恩湯; 나가토 유모토에 

위치한 대중탕)’ 재건 

∙야간에도 산책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 정비 

∙온천 마을의 장래상을 체험하고, 검증을 시행하는 사회 실험 시행(2018 년 9 월 1 일~30 일)  

 

호시노 리조트는 본 계획으로 숙박객이 적극적으로 온천 마을에 나가,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체류를 제안하며, 

다시 한번 나가토 유모토의 온천 마을이 사람들로 붐비는 온천 마을로 재생되는 것, 또한 야마구치현의 관광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는 데 공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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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 카이 나가토’ 시설 소개 

 
■숍: 숙박자가 아닌 분도 이용할 수 있는 ‘아케보노 카페(AKEBONO Cafe)’ 

‘카이 나가토’는 ‘나가토 유모토 온천관광 마을조성 계획’이 목표로 하는 

매력적인 온천 마을의 일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온천 마을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중 하나로서 카이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숙박자가 

아닌 분도 이용할 수 있는 아케보노 카페(AKEBONO Cafe)를 병설한다. 

이 카페에서는 야마구치현 오리지널로 감귤의 일종인 ‘나가토 

유즈키치’나 해외에서 일본으로 들여와 야마구치현에서 처음 

재배되었다고 알려진 ‘여름밀감’의 잼을 사용한 도라야키와 카페라테를 

판매한다. 

 
■객실: 무가 문화를 살린 카이 시그니처룸 

야마구치현의 무가 문화를 살린 객실은 번주가 묵는 방을 연상하여 만들었다. 침대는 한 단 높게 만들어졌고, 

격자 모양의 울타리에서는 고귀한 분위기가 풍긴다. 

 
∙도쿠지 화지로 만든 베드 보드 

도쿠지 화지는 무로마치 시대부터 800 년 넘게 이어져 왔으며, 에도시대 간사이 지역에서는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화지였다. 당시는 번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 사용되었으나, 메이지 시대 이후에 양지가 발달하며, 약 

4000 호였던 생산자가 현재는 불과 2 호만 남아 있다. 현재는 야마구치시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화지의 원재료인 ‘닥나무’와 ‘삼지닥나무’를 자가 재배하기 때문에, 종이의 용도에 맞춰 원재료의 조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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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야키 도자기 

높이가 다른 선반이 설치된 도코노마(장식 등을 위해 벽 쪽으로 움푹 패인 공간)에는, 나가토 유모토 온천 

근린에 사는 3 명의 작가(다하라 다카오(田原 崇雄) 씨, 사카쿠라 마사히로(坂倉 正紘) 씨, 사카쿠라 젠에몬(坂倉 

善右衛門) 씨)가 제작한 카이 나가토 오리지널 하기야키 도자기 작품이 배치된다. 하기야키 도자기는 흙의 

촉감을 살린 소박한 작풍이 많으며, 그림 무늬 등의 장식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기야키 도자기 

본래의 따스함을 살리면서, 새로운 작풍의 도자기 제작을 부탁했다. *현재는 제작 중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완성될 가능성도 있음  

 

 

 

 

■식사: 제철 소재로 채색한 회석 요리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반독실로 이루어진 식당에서, 디자인에 공들인 그릇과 함께 지역 특유의 제철 소재를 

활용한 회석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야마구치현은 오징어 섭취량으로 일본 전국에서 2 위를 자랑하는데, 단맛이 

강하고 살이 두꺼우며 부드러운 활오징어를 전채요리나 회로 제공한다. 또한, 초무침∙핫순(일본식 

에피타이저)∙회를 함께 담은 화려한 호라쿠모리에 하기야키 도자기로 만든 그릇과 통을 사용하는 등, 디자인에 

공을 들여 완성한다. 통은 야마구치현에서 유일한 통 장인이며, 공익사단법인 국토녹화추진기구가 정한 ‘숲의 

명수∙명인’으로 선정된 사카무라 아키라(坂村 晃) 씨가 만들었다. 

 

 

 

다하라 다카오 씨 작 사카쿠라 젠에몬 씨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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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요 
시설명    : 호시노 리조트 카이 나가토   

소재지    : 〒759-4103 야마구치현 나가토시 후카가와유모토 2245 

전화       : +81-50-3786-1144(호시노 리조트 예약 센터) 

객실 수   : 전 40 실(본관 30 실 별관 10 실) *별관은 전 실 노천탕이 설치되어 있음 

부대 설비  : 로비, 식당, 트래블 라이브러리, 숍, 유아가리도코로(목욕 후 휴식처),  

아케보노 카페(AKEBONO Cafe), 대욕장(남녀 별, 노천탕 각 1, 실내 욕탕 각 2) 

요금       : 1 박 22,000 엔~(2 명 1 실 이용 시 1 명당, 서비스 요금 포함∙세금 별도, 저녁∙아침식사 포함) 

교통       : JR 신야마구치역에서 차를 타고 약 60 분, 야마구치 우베 공항에서 차를 타고 약 90 분 

URL         : https://kai-ryokan.jp/en/nagato/ 

개업     : 2020 년 3 월 12 일           예약 접수 개시일: 2019 년 11 월 12 일 

For inquiries about this press release, 
contact Hoshino Resorts PR at: 
E-mail:global@hoshinoresor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