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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야 교토 오픈 10 주년 기념 

특별한 테마의 다이닝 코스 및 액티비티 전용 야카타부네 탄생 
(교토부 아라시야마) 

 

교토부 아라시야마에 위치한 전 객실 리버뷰 료칸 호시노야 교토가 2019 년 12 월 개업 10 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기념하여 2019 년 12 월 1 일부터 오미자재(五味自在)를 콘셉트로 하는 특별 코스메뉴를 제공함과 더불어, 2020 년 

3 월에는 액티비티 전용 야카타부네의 운항을 개시한다. 

 

【１】아라시야마 계곡의 풍경에 감싸인 액티비티 전용 야카타부네(屋形船)가 탄생 

 

호시노야 교토는 2009 년 12 월 오픈 이래로 줄곧 도게쓰교 옆에서 전용 배를 사용하여 숙박객을 맞이해 왔다. 

10 주년을 맞이하는 이 중대한 시점에, 단순히 료칸 손님을 송영하는 것만이 아닌, 액티비티 전용으로 

야카타부네*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 배는 지붕에 특수 유리를 달아 하늘과 계곡, 물 위의 다이내믹한 풍경을 

즐길 수 있게 되어있다. *강을 유람하며 연회를 즐기는 일본 전통의 배(일본 독자 구조의 목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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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의 경치를 즐긴다 

오구라야마와 아라시야마 사이를 흐르는 오이가와(大堰川)를 왕래하는 야카타부네에는, 계곡의 경치를 즐기기 

위한 장치가 구비되어있다. 동판 지붕 중앙 부분이 특수 유리로 만들어져 있으며, 유리 색을 유백색에서 

투명하게 바꿀 수 있다. 그 때문에 지붕이 없는 듯한 해방감과 함께, 양쪽을 둘러싼 산과 하늘 풍경을 

올려다보며 세로 방향으로 펼쳐지는 경치를 즐길 수 있다. 

 

교토의 전통 공예가 숨 쉬는 디자인 

새로운 야카타부네에는 교토에서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건축 

자재와 장식을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배의 틀에는 편백재와 

교토의 쇼인즈쿠리 건축 양식에 사용되는 기타야마 삼나무의 

주름진 통나무가 쓰였다는 점이다. 또한, 배의 곳곳에는 사원 등의 

기둥이나 천장에 사용되는 장식품인 은장 금구를 설치했다. 더욱이 

배 안에서 느긋하게 쉴 수 있도록 대나무 등받이를 사가노의 

죽림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만들었으며, 쿠션은 교토에서 

에도시대부터 이어져 온 소메노쓰카사 요시오카가 오리지널로 

만든 제품이다. 

 

계절에 맞춰 뱃놀이를 개최 

이 야카타부네 위에서는 계절에 맞춰 뱃놀이가 열린다. 

아라시야마에는 봄의 벚꽃, 초여름의 신록, 단풍이 든 아름다운 

가을의 산, 겨울의 고요한 수면 등 계절별로 아름다운 정경과 

그것을 즐기는 법이 존재한다. 호시노야 교토는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뱃놀이를 제안한다. 

 

【２】호시노야 교토 다이닝, 겨울 메뉴 테마는 ‘겨울의 깊은 맛을 맛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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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야 교토가 자리한 오쿠아라시야마는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교토에서도 특히 풍성한 자연이 남아 있는 

장소이다. 호시노야 교토의 다이닝은 ‘오미자재(五味自在)’를 콘셉트로 하여, 사계절별 아라시야마의 풍경을 옮긴 

회석 요리를 제공한다. 오미자재(五味自在)는 일본 요리의 본질을 추구하면서도, 그 틀에 구애되지 않고 식자재와 

조리법을 자유자재로 조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2019 년 12 월 1 일~2020 년 1 월 31 일 사이에는 ‘겨울의 깊은 맛을 맛보다’를 테마로 만든 합계 9 가지 요리를 

제공한다. 겨울의 교토에는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 지방을 축적한 제철 생선, 둥근 무나 구조 파와 같은 

교토의 특산물인 채소들을 많이 구할 수 있다. 호시노야 교토에서는 그런 전통적인 겨울의 식자재들의 깊은 맛을 

돋보이게 만든 요리를 제공한다. 

 

겨울의 깊은 맛을 조합한 핫슨 ‘유키마치즈키노 고카쿠’ 

추운 겨울 오쿠아라시야마의 경치가 떠오르는 눈(雪) 화장을 한 그릇에 담아 핫슨(회석 요리에서 술안주 등으로 

요리)을 제공한다. 체로 걸러 만든 백합 뿌리 반죽으로 흰 떡 소를 싼 ‘유리네다마유키’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눈 

덩어리를 본떠 만들었으며, 주변에 묻힌 고리모치는 눈이 태양 빛에 반사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완모노 ‘마루스이노 도빈무시’ 

완모노(삶은 요리 또는 맑은 국)는 겨울의 전통 음식인 자라이다. 

국물은 가다랑어와 다랑어, 다시마로 낸 육수를 자라 육수와 1:1 

비율로 섞어 부드러운 맛을 냈다. 질주전자 안에는 자라와 떡, 

구조 파를 넣었다. 구조 파는 영양가가 높아서, 교토의 겨울을 

보내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식자재로 소중히 여겨져 왔다.    

 

 

무코즈케 ‘후구노 가와리즈쿠리’ 

무코즈케(회)는 복어 회이다. 겨울의 대표적인 음식인 복어 전골의 

요소를 더하여, 전골의 따스함이 떠오르도록 만들었다. 회는 

복어의 뼈와, 긴토키 당근, 흰 파, 배추 같은 뎃치리(복어와 채소를 

넣은 전골 요리)에서 사용되는 식자재로 만든 육수의 

니코고리(생선이나 고기를 조린 후 그 국물을 냉장하여 응고시킨 

것)와 폰즈를 찍어 먹는다. 

 

사키즈케 ‘푸아그라 프랑과 배추 소’ 

사키즈케(전채요리)는 겨울의 달콤한 맛과 향기를 즐길 수 있는 두 

종류의 버섯과 푸아그라 프랑주 1 이다. 프랑 위에는 배추와 생강 

향이 나는 폼을 올린다. 겨울에 더욱 달아지는 배추는 심 부분과 

이파리를 나눠 사용한다. 심은 식감을 즐길 수 있도록 주사위 

모양으로 만들었고, 이파리는 향기가 퍼질 수 있도록 퓌레 형태로 

만들었다. 

주 1: 프랑스 요리의 조리법으로, 난액(卵液)을 틀에 넣어 찐 음식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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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12 월의 일례) 

사키즈케: 푸아그라 프랑과 배추 소 

핫슨: 유키마치즈키노 고카쿠 

무코즈케: 후구노 가와리즈쿠리 

완모노: 마루스이노 도빈무시 

야키모노(구이): 방어 된장 구이 

사이자카나(삶은 요리 모둠): 소고기 안심살 숯불구이와 제철 채소 찜 

식사: 겨울의 가야쿠메시 

디저트: 온주귤 소르베를 곁들인 쇼콜라 퐁당  

과일: 제철 과일 

 

총요리장 구보타 이치로(久保田一郎) 프로필 

1974 교토 출생 

1996 오사카시 「이마하시 쓰루야 본점」,  

본가 교토시의 「할팽 핫슨」에서 일본 요리 수행 

2003 프랑스 코르시카 섬 「HOTEL LA VILLA」에서 프랑스 요리 수행 

2004 런던 회석요리점 「Umu(生)」의 총요리장에 취임 

2005 「Umu(生)」에서 미쉐린 1 별점 획득 

2009 Newsweek Japan 「세계가 존경하는 일본인 100 인」에 선정 

2011 호시노야 교토 총요리장에 취임 

2012 호시노야 교토에서 미쉐린 1 별점을 획득 

 

오미자재(五味自在) ‘겨울의 깊은 맛을 맛보다’ 개요  

기간: 2019 년 12 월 1 일 2020 년 1 월 31 일 

요금: 1 명 20,000 엔(세금∙서비스 요금 별도) *숙박 요금은 포함되지 않음 

예약: 공식 사이트 또는 프런트에서 예약 필수 

장소: 호시노야 교토 다이닝 

시간: 17:30~20:30(최종 입점) 

대상: 숙박객 이외에도 이용 가능 

비고: 재료가 들어오는 상황에 따라 요리 내용이나 식자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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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야 교토 

■주소: 〒616-0007 교토부 교토시 아라시야마 겐로쿠잔초 11-2  

■오시는 방법: 한큐 아라시야마역에서 도보로 약 10 분 

교토 미나미 인터체인지에서 차를 타고 약 30 분 

■예약센터: +81-50-3786-1144 (호시노야 종합 예약센터)  

■URL：https://hoshinoya.com/kyoto/ 

 

■숙박요금: 1 박 106,000 엔부터 (1 객실당 요금, 세금 및 봉사료 

별도, 식사 불포함) 

■객실수: 25 실 ■체크인: 15 시 ■체크아웃: 12 시 

 

 

이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사항 및 취재 

global@hoshinoresor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