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호시노야 교토 (교토부 아라시야마) 

처음 오신 분도 대환영! 마이코 살롱 개최 
 

교토부 아라시야마에 있는 전 객실 리버 뷰의 료칸 호시노야 교토는 2020 년 2 월 4 일부터 3 월 4 일, 마이코와 

여성끼리의 대화를 즐기는 ‘마이코 살롱’을 개최한다. 개최 3 년째인 이번에는 새로이 마이코의 의상과 관련하여, 

형형색색의 비녀를 표현한 화과자와, 니시진오리*와 박을 사용한 테이블 코디네이트로 참가자를 대접한다. 

이것들을 통해, 평소에는 처음 온 손님을 거절하는 하나마치 문화와 그것을 지탱하는 전통 공예와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다.  

 

니시진오리 아트 패널과 테이블 러너 등 ‘마이코’를 테마로 한 살롱 공간 
‘마이코 살롱’은 마이코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마치 문화와 접할 

수 있는 여자들의 모임이다. 마이코의 의상은 비녀 ∙ 기모노 ∙ 오비(帶) ∙ 

오비도메(오비를 고정하는 끈) ∙ ’오코보’라 불리는 신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인이 만든 전통 공예품이다. 마이코 살롱에서는 그러한 

마이코의 의상과 관련된 교토의 전통 공예품을 사용하여, 여자들의 모임을 

화려하게 연출한다.  

예를 들면, 테이블 러너는 마이코의 오비에 사용되는 니시진오리로 

만들어진 것이다. 더욱이 벽에는 마이코를 모티프로 한 오비 감으로 만든 

아트 패널을 장식한다. 또한, 글라스에는 마이코의 오비와 기모노에 사용되는 박을 입힌다. 

 
*니시진오리는 교토시 니시진 지역에서 짜는 직물의 총칭으로, 1000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호화찬란하고 섬세한 문양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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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들어드릴게요” 

여성들만의 화제를 통해, 하나마치 문화와 접한다 
일반적으로 자시키아소비(마이코가 다다미방에서 공연 등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손님을 접대하는 것)는 ‘마이코가 남성을 

접대한다’거나 ‘처음 온 손님은 거절하여 문턱이 높다’는 이미지가 

있다. 호시노야 교토에서는 여성도 하나마치 문화를 부담 없이 

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성이 즐길 수 있는 마이코와의 여자들의 

모임을 2018 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참가자는 스킨케어나 메이크업 

같은 여성들만의 화제를 통해, 마이코와 하나마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더욱이 마이코 살롱에서는 춤을 감상한 

다음, 매일의 연습과 보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전통문화를 

지탱하는 여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더욱더 깊게 할 수 있다. 

 

 

먹는 비녀? ‘마이코 간자시(비녀)’ 디저트가 등장 
마이코의 비녀를 표현한 오리지널 화과자 ‘마이코 간자시(비녀)’를 

제공한다. 이 마이코 간자시(비녀)는 창업한 지 약 200 년이 지난 

노포 화과자점 가메야 요시나가가 만든 것으로, 5 종류의 다른 맛과 

색의 조합을 즐길 수 있다. 참가자는 원하는 간자시(비녀)를 선택한 

다음, 스파클링 와인과 함께 맛보게 된다. 

 

<마이코 간자시(비녀)> 

∙딸기 팥소 구슬 x 와인 젤리 

∙가루차 팥소 구슬 x 검은 콩 

∙초콜릿 민트 팥소 구슬 x 민트 젤리 

∙밤 팥소 구슬 x 럼 젤리 

∙흑설탕 팥소 구슬 x 일본 술 젤리 

 

 

 

 

 

 

 



 

 

 

 
 

 
 
 

 

 

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마이코 살롱’ 개요 
기간: 2020 년 2 월 4 일~3 월 4 일(제외 일 있음) 

요금: 무료 

예약: 불필요 

장소: Salon & Bar KURA(호시노야 교토 시설 내) 

시간: 16:00~17:00(마이코의 춤은 하루 2 회 개최) 

포함되는 것: 마이코와의 환담 및 춤 감상, 화과자 ’마이코 간자시(비녀)’, 

스파클링 와인 

대상: 숙박자 한정(남성도 참가 가능) 

비고: 개최 일정과 시간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화과자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참고】  
하나마치란 게이마이코(게이코와 마이코)가 접대를 하는 요정이 있는 거리를 가리킨다. 교토에는 기온코부, 

폰토초, 미야가와초, 가미시치켄, 기온히가시 등 5 곳이 있으며, 총칭하여 ‘다섯 하나마치’라 부른다. 그 역사는 

무로마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이코 살롱에는 가미시치켄의 마이코를 초대한다. 가미시치켄은 교토시 

가미교구에 있으며,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하나마치이다. 무로마치 시대에 기타노텐만구를 건립할 때 사용하고 

남은 나무로 7 채의 찻집을 만들어, 참배객의 휴게소로 삼은 것이 그 시작으로 여겨진다.  

 

게이마이코는 춤과 나가우타(에도 시대에 유행한 긴 속요)와 피리 연습에 힘쓰는 한편, 차도 등의 교양도 몸에 

익히기 위해 매일 노력한다. 또한, 가미유이시(머리를 매만지는 전문가)와 기쓰케시(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전문가) 등의 기술도 하나마치 문화를 지탱하고 있다. 그렇지만 근년에는 게이마이코의 감소 등으로 인해, 전통 

기예 전승자의 확보가 과제가 되고 있다. 교토시는 2014 년에 하나마치 문화를 ‘교토를 이어나가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하고, 전통 행사와 전통 공예 등의 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을 표명하였다.  

 
참고: 교토시 문화 시민국 문화재 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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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