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호시노야 도쿄(도쿄 오테마치) 

인력거와 전세 배에서 밤 벚꽃을 즐기는 ‘뱃놀이’ 개최 

 

료칸 ‘호시노야 도쿄’가 2020 년 3 월 25 일부터 4 월 10 일 동안 인력거와 전세 배에서 밤 벚꽃을 즐기는 

‘뱃놀이’를 개최한다. 본 액티비티는 인력거를 타고 선착장인 니혼바시 선착장으로 향한 다음, 배를 타고 

스미다강을 내려오면서 밤 벚꽃과 야경 명소를 둘러보게 된다. 봄의 한때를 한층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배 

위에서 꽃놀이 도시락과 스파클링 일본 술을 제공한다. 희망하는 손님에게는 별도 요금으로 기모노를 대여하고 

옷을 입혀 드린다.  

스미다강에서 도쿄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며, 벚꽃을 즐기는 뱃놀이 

뱃놀이는 호시노야 도쿄에서 차를 타고 약 5 분 거리인 니혼바시 선착장에서 출발하여, 니혼바시강에서 

스미다강으로 나아가 쓰쿠다지마 연안과 오요코강 변의 벚꽃 명소를 전세 배를 타고 돌아보는 60 분간의 야간 

크루즈이다. 봄과 잘 어울리는 옅은 색조의 꽃놀이 도시락과 스파클링 일본 술을 맛보며, 땅거미 속에 비친 

벚꽃과 도심의 야경이 이루는 환상적인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개발 배경 
에도는 물자와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고도의 수운 기능을 지닌 ‘물의 도시’로서 번성했다. 수로를 중심으로 

도매상과 시장이 만들어졌고, 그 주변으로 음식점들이 펼쳐졌다. 그렇게 활기찬 도시로 성장한 에도 사람들은 

물가에서 많은 즐거움 거리를 찾아냈다. 사계절별로 풍성한 물가의 경치를 배에서 감상하며 즐기는 ‘뱃놀이’도 

그중 하나이다. 봄에는 에도의 도쿠가와 쇼군 가문이 스미다강 변에 심은 벚꽃이 만개하였고, 막부 또한 

서민들의 행락을 장려하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꽃놀이를 즐긴 사람들이 많았고 한다. 호시노야 도쿄는 이러한 

에도의 운치를 느끼며, 일상에서 벗어나 우아하고 사치스러운 봄의 한때를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액티비티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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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놀이’를 즐기기 위한 3 가지 포인트 
 

1 배 위에서 밤 벚꽃과 도쿄의 야경을 감상 
전세 배를 타고 니혼바시강에서 스미다강으로 향한 뒤, 쓰쿠다지마 

연안과 오요코강 변 등, 수많은 벚꽃 명소 중에서 해수면 높이와 개화 

상황에 맞춰 그날 절정기를 맞이한 장소를 선정하여 배를 타고 

둘러본다. 날이 저물며 강변의 밤 벚꽃과 함께 조명으로 밝혀진 

에이타이 다리와 도쿄 스카이트리 등, 관광 명소의 야경도 즐길 수 

있게 된다. 또한, 배를 운항하는 ‘후나아소비 미즈하’의 가이드가 

다리와 마을의 역사 등 주변 관광 명소에 대해 소개해 준다.  
 

2 인력거를 타고 즐기는 꽃놀이 
니혼바시 선착장으로 갈 때는 호시노야 도쿄에서 인력거를 타고 

이동하게 된다. 일본은행 등의 역사적인 건축물이 늘어선 

‘에도사쿠라도리’와 같은 벚꽃 명소를 둘러보는 편도 약 30 분의 

여정으로, 인력거 위에서 평소와는 다른 높이의 시선으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  
 

3 노포의 꽃놀이 도시락과 꽃놀이 술 
꽃놀이를 하며 드실 수 있도록, 저녁으로는 간다 묘진시타에 자리한 

노포 요정 ‘신카이카’의 꽃놀이 도시락을 제공한다. 어렴풋이 벚꽃색을 

띤 도미 다시마 절임과 흑초로 만든 식초 밥이 담긴 도시락의 가벼운 

맛에 맞춰, 입에 닿는 감촉이 좋은 스파클링 일본 술을 준비한다. 

돌아오는 길에는 미리 끓여 둔 가루 차와 곁들여 먹을 과자를 

제공한다.  

 

【옵션】 봄을 수놓는 기모노 
기모노를 입고 특별한 한때를 즐기고 싶은 분을 위해, 순견 기모노 

일식을 대여하고 옷을 입혀드린다. 호시노야 도쿄의 관내에서 사전에 

선택하신 기모노를 입혀드리며, 헤어 메이크업도 해드린다. 일찌감치 

기모노를 입혀 드려서, 낮 동안에 기모노를 입고 도쿄의 벚꽃 

명소들을 찾아가게 해 드릴 수도 있다. 

(예약 필수/1 명 50,000 엔~) 

*기모노에 따라 요금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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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예> 
17:30 호시노야 도쿄 출발 

인력거를 타고 니혼바시 선착장으로 이동 

18:00 니혼바시 선착장에서 승선 

      꽃놀이와 식사를 하며 크루즈 

19:00 니혼바시 선착장에서 하선 

택시를 타고 호시노야 도쿄로 이동 

19:15 호시노야 도쿄 도착 

 

 

 

‘도쿄·밤 벚꽃 뱃놀이’ 개요 
■기간: 2020 년 3 월 25 일~4 월 10 일 

■시간: 17:30~19:15(승선 시간 60 분) 

■집합·해산 장소: 니혼바시 선착장 

■정원: 하루 1 팀(2~4 명) 

■요금: 2 명 102,000 엔, 3 명 132,000 엔, 4 명 142,000 엔(세금·서비스 요금 별도, 숙박 요금 별도) 

■포함되는 것: 나이트 크루즈(전세), 인력거(편도), 꽃놀이 도시락, 스파클링 일본 술, 차와 곁들여 먹는 과자, 

가루 차 

■예약 방법: 공식 사이트(https://hoshinoya.com/tokyo)에서 4 일 전까지 예약 

■대상: 호시노야 도쿄 숙박자 

*상황에 따라 스케줄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개화 상황에 따라 벚꽃을 볼 수 없을 수 있음. 

*선착장에서 호시노야 도쿄까지의 이동은 요금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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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