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호시노 리조트 아오모리야 (아오모리현 미사와시) 

리조트 안에서 꽃놀이를 하며, 사케를 실컷 마실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sake 논베’ 시행 
기간: 2020 년 4 월 1 일~5 월 31 일 

 
아오모리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료칸 ‘호시노 리조트 아오모리야’가 2020 년 4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관내에서 꽃놀이를 하며, 실컷 토주(지역 사케)를 마실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sake 논베’를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과꽃 등불과 벚꽃으로 장식된 공간에서 술통이나 되 모양으로 만들어진 자리에 앉아, 

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더욱이 아오모리현의 토주를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으며, 마신 토주의 양만큼 되를 

쌓아 올려 ‘되 타워’를 만들 수 있다. 마음껏 토주를 만끽하면서 친구와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특징 1 거대한 술 그릇 모양의 자리에서 꽃놀이를 즐긴다 

이 기간에는 사과꽃 등불과 벚꽃으로 장식된 관내에서 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이 공간에서 의기양양하게 꽃놀이 술을 즐길 수 있도록, 높이 

약 1.5m 의 거대한 술통 모양의 자리와 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자리를 

설치한다. 원하는 모양의 자리에 앉아 꽃놀이를 시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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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2 아오모리현의 토주를 원하는 만큼 마실 수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오모리현 내 각지의 토주를 준비한다. 브랜드에 

따라 다른 향기와 입에 닿는 느낌, 맛을 즐기며 원하는 만큼 비교해가며 

마실 수 있다. 술 안주로는 아오모리현의 논베(술을 좋아하고 많이 

마시는 사람을 사람 이름처럼 부르는 말)들이 사랑하는 진귀한 음식과 

마른 안주, 절임 모둠을 제공한다. 

 

 

특징 3 되 타워를 쌓으며 더욱더 즐겁게 마실 수 있다 

토주를 맛볼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마셨는지를 기념할 수 있도록, 토주 

1 홉분을 주문할 때마다 손님께 되 4 개를 드린다. 마신 양만큼 되를 

쌓아 올릴 수 있어서, 마지막에는 얼마만큼 마셨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하나 sake 논베’ 

■기간: 2020년 4월 1일~5월 31일 ■시간: 19:00～24:00 ■장소: 자와메구 광장 

■요금: 1명 3,500엔(세금 별도) ■포함되는 것: 좌석, 술 무한 제공 2시간, 안주 모둠 

■좌석: 5대(1대 2~4명까지) ■대상: 숙박자  

■비고: 상황에 따라 제공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관련 정보> 

봄의 이벤트 ‘단게(*) 꽃놀이 축제’ 

아오모리야는 2020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이벤트 ‘단게 

꽃놀이 축제’를 개최한다. 혹심한 추위를 이겨낸 아오모리 사람들은 

애타게 기다렸던 봄의 방문을 만끽하기 위해 꽃놀이에 힘을 쏟는다. 

단게 꽃놀이 축제는 봄의 방문에 대한 아오모리 사람들의 열의를 

표현하기 위해, 2개월에 걸쳐 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이다. 

하나 sake 논베 외에도 6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아오모리 방언으로 있는 힘을 다한다는 의미 

■기간: 2020년 4월 1일~5월 31일 ■대상: 숙박자 ■요금, 시간: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비고: 상황에 따라 시행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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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놀이 연회 마차 

테마는 아오모리의 긴 겨울이 끝나고, 애타게 기다렸던 봄의 방문을 기뻐하는 

연회이다. 아오모리의 전통 공예품 ’쓰가루누리’ 칠 공예를 한 마차를 타고 

공원을 둘러보게 된다. 꽃놀이가 열리는 곳에서는 축제 음악의 라이브 연주와 

아오모리의 꽃놀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식자재로 만든 ‘왐밤송이게 정식’을 

즐길 수 있다. 

■개최일: 2020년 4월 18일~5월 6일 중 토·일·공휴일 ■시간: 12:00～15:00 

■장소: 옛 민가 레스토랑 ‘난부 마가리야’ ■요금: 1팀 50,000엔(세금 별도) 

■포함되는 것: 쓰가루누리 마차 송영, 축제 음악의 라이브 연주, 왕밤송이게 정식, 토주 

■정원: 1일 1팀 한정 6명까지 

■예약: 공식 사이트(https://noresoreaomoriya.jp/kr/)에서 7일 전까지 예약 

■비고 1: 상황에 따라 요리 내용과 시행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비고 2: 기모노 대여, 헤어 세팅은 각각 요금이 발생함. 

  기모노 대여 1 명 여성 30,000 엔/남성 25,000 엔/헤어 세팅 1 명 3,000 엔(모두 세금 별도) 

 

2 사과와 벚꽃 회랑 

사과 생산량이 일본 최고인 아오모리에서는 사과꽃이 벚꽃과 마찬가지로 봄의 

방문을 알리는 꽃으로 사랑받는다. 아오모리야에서는 사과꽃을 그린 등불과 

벚꽃으로 관내를 장식하여, 벚꽃과 사과꽃이 만개한 가로수길을 걷는 듯한 

꽃놀이를 관내에서 즐길 수 있다. 

■시간: 종일 ■장소: 자와메구 광장 ■요금: 무료 

 

3 꽃놀이 고타쓰 

쌀쌀한 아오모리의 봄에도 꽃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꽃놀이 고타쓰(탁상 

난로)를 공원 안에 설치한다. 고타쓰로 몸을 덥히며 쾌적하게 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시간: 9:00～22:00 ■장소: 공원 안 ■요금: 무료 

 

4 쓰가루 사투리가 적힌 하나미쿠지·사과꽃 에마 

사과꽃 같은 엷은 분홍색을 띤 미쿠지(제비)에는 쓰가루 사투리로 운세가 

적혀 있다. 또한, 소원을 쓸 수 있도록 사과꽃을 모티프로 만든 사과꽃 

에마(신사나 사원에 소원을 담아 봉납하는 그림을 그린 목판)를 장식하여, 

자와메구 광장에 꽃을 피우는 프로그램이다. 

■시간: 15:00～22:00 ■장소: 자와메구 광장 

■요금: 쓰가루 사투리 하나미쿠지 100 엔(세금 별도)／사과꽃 에마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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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주와 꽃놀이 디저트 

화려한 꽃놀이 자리를 연상하여 만든 어른을 위한 디저트이다. 토주를 사용한 

‘술 푸딩’, 시드르를 사용한 ‘사과 무스’, 아오모리의 와인을 사용한 ‘가루 차 

무스’ 등 3종류의 디저트를 비교하며 먹을 수 있다.  

■시간: 19:00～24:00(라스트 오더 23:00) ■장소: 욧테마레 주점 

■요금: 1,000 엔(세금 별도) 

 

 

6 꽃보다 경단 마차 

아오모리의 향토 과자인 ‘주네 모치’를 먹으며, 마차를 타고 싹을 틔운 나무와 

꽃들로 가득한 공원을 둘러본다. ‘주네’는 식용유에도 사용되는 들깨를 

이르는 말이다. 꽃보다 경단 마차에서는 씨를 볶아 된장과 무친 ‘주네 된장’을 

떡에 발라, 화롯가에서 구워가며 먹을 수 있다. 

■시간: 9:00/9:30/10:00/10:30 ■장소: 공원 안  

■요금: 성인 1,200엔, 초등학생 1,000엔, 미취학 아동 700엔(세금 별도) 

■정원: 각 시간 8명까지 

■예약: 공식 사이트(https://noresoreaomoriya.jp/kr/)에서 3 일 전까지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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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