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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내내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료칸 

호시노 리조트 아오모리야 
 

아오모리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료칸 ‘호시노 리조트 아오모리야’에서는 일 년 내내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를 

즐길 수 있다. 객실에서는 고대 도호쿠의 영웅을 테마로 만든 입체 네부타와 네부타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끝없이 펼쳐진 네부타를 만끽 가능하며, 저녁 식사 중에 아오모리의 축제 음악 쇼를 즐길 수 있는 쇼 레스토랑 

‘미치노쿠 마츠리야’를 선택하면, 1박 2일 내내 네부타와 함께할 수 있다. 축제의 계절이 아니더라도 박력 

넘치는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를 느낄 수 있는, 영원히 기억에 남을 아오모리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배경 

아오모리야는 ‘노레소레(쓰가루 방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 아오모리~사람 이야기~’를 콘셉트로 

하여, 축제와 방언, 음식 등, 아오모리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료칸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식사와 온천뿐만 

아니라 객실에서 지내는 시간도 잊지 못할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아오모리의 문화를 상징하는 ‘네부타’를 

테마로 만든 객실 ‘아오모리 네부타노마 객실’이 2019년 4월에 탄생했다. 아오모리 4대 축제의 쇼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미치노쿠 마츠리야’를 선택하면, 1박 2일 동안 네부타를 만끽하며 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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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모리 네부타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4 가지 요소 

1 네부타 

일본 종이와 철사로 만든 인형 모양의 입체적인 등불을 네부타라고 부르며, 손수레에 장식되어 있는 것을 

네부타의 다시(山車)라고 부르기도 한다. 각 네부타에는 역사상의 인물과 전설, 신불과 관련된 테마가 있으며, 

미나모토노 요시쓰네가 쓰가루 해협을 건너는 장면과 야마토 타케루노미코토가 용감하게 싸우는 장면 등이 

표현되어 있다. 네부타의 테마는 매년 바뀌는데, 오직 6 일간의 축제만을 위해 만들어지며, 축제가 끝나면 

해체된다. 

 

2 하네토(춤꾼) 

하네토는 머리에 꽃으로 꾸민 삿갓, 하얀 유카타에 붉은색과 분홍색 어깨띠, 허리에 노란색 허리띠를 두르고, 

‘랏세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뜀으로서 축제를 뜨겁게 달군다. 이 의상을 입으면 하네토로서 축제에 참가할 수 

있으며, 축제 기간에는 총 9 만 명이 하네토가 된다. 

 

3 오하야시(축제 음악) 

오하야시를 연주하는 사람을 ‘하야시카타’라 부른다. 악기는 피리, 데부리가네(꽹가리), 북 등 3종류를 사용한다. 

그리고 오하야시는 네부타가 거리를 운행할 때의 ‘고신바야시’, 오두막에서 나올 때의 ‘고야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올 때의 ‘모도리바야시’ 등 몇 종류가 있다.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는 각 단체들이 하야시 상을 목표로 

음색의 아름다움을 경쟁한다. 

 

4 네부타시 

네부타는 네부타시라 불리는 제작자가 만든다. 테마를 결정하는 것부터 구상과 실제 제작까지 약 1년의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축제가 끝나면 바로 다음 해의 네부타 제작에 들어가게 된다. 1대의 대형 네부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부타시를 중심으로 합계 300명의 사람들이 동원된다. 아오모리 네부타노마 객실과 미치노쿠 

마츠리야에 있는 네부타는 모두 네부타시가 만든 작품이다.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의 요소를 가득 담은, 아오모리야의 체류 내용 

 
POINT 1 일본 최초, 네부타의 박력으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객실 ‘아오모리 네부타노마 객실’에서 묵는다 

세 영웅의 전설을 표현한 네부타를 만끽할 수 있는 장식 

객실 안 네부타의 전체 테마는 ‘고대 도호쿠의 역사’이다. 도호쿠 지역에서 구전되는 세 명의 영웅 사카노우에노 

다무라마로, 아테루이, 미나모토노 요시쓰네의 전설을 소재로 객실을 만들었다. 현관부터 주실과 침실에 

이르기까지, 네부타의 박력을 느낄 수 있는 객실이다. 

■객실 수: 1 실   ■정원: 3 명  ■넓이: 71.5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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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2 쇼 레스토랑 ‘미치노쿠 마츠리야’에서 아오모리 4 대 축제의 쇼를 즐긴다 

식사 후, 레스토랑에서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 히로사키 네푸타 축제, 고쇼가와라 

다치네푸타, 하치노헤 산샤 다이사이의 오하야시 쇼가 열린다. 쇼의 후반에는 

2대의 네부타가 객석 바로 앞까지 다가와, 앞뒤로 기울이며 회전하는 등 

축제에서의 모습 그대로 박력 넘치는 운행을 보여준다. 또한, 스태프들이 

연주하는 오하야시에 맞춰 하네토를 체험할 수 있다. 뛰면서 구호를 외치는 

동작을 체험하게 되는데, 약 5분의 짧은 체험 시간이지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체험이다. 실제 축제에서는 계속해서 2시간 이상을 뛰어야 하는 역동적인 

하네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일 년 내내 매일같이 박력 넘치는 축제의 

모습 그대로를 즐길 수 있는 쇼 레스토랑이다. 

 

 

특징 1 세 영웅의 전설을 표현한, 네부타를 만끽할 수 있는 장식 
<현관: 거대 네부타 그림 ‘다무라마로와 묘켄구의 귀면> 

정이대장군인 사카노우에노 다무라마로는 도호쿠 지역의 에미시(도호쿠 지역의 

선주민)와의 전투 전 승리를 기원하자, 묘켄 보살이 가면을 쓰고 싸우라는 말과 

함께 7개의 귀면(鬼面)을 내렸다고 한다. 현관문을 열면, 높이 약 2m의 네부타 

그림에 표현된 다무라마로의 용맹한 표정을 볼 수 있다. 

 

<주실: 입체 네부타‘도호쿠의 영웅 아테루이’> 

헤이안 시대 초기, 도호쿠 지역을 다스렸던 아테루이는 야마토 조정의 계속된 

침공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웠다고 한다. 주실에 장식된 입체 네부타는 

북방이 수호신인 비샤몬텐의 가호를 받아 귀신을 따라 분투하는 용맹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폭은 약 3.2m, 높이는 약 1.4m 이다. 

 

<주실: 네부타 그림 창호지 ‘쓰가루 해협 요시쓰네 히류’>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일부에서는 예전부터 미나모토노 요시쓰네가 

오슈히라이즈미에 살아남아, 북쪽을 목표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요시쓰네가 

사나운 쓰가루 해협을 건너려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현관: 거대 네부타 침실: 네부타 천장 주실: 네부타 그림 창호지 복도: 하네토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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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2 아오모리 네부타노마 객실을 즐기기 위한 장치 
(1) 뛸 수 있는 복도 ‘하네토 복도’ 

하네토는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의 춤꾼을 이르는 말이다. ‘랏세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좌우로 2 번씩 뛰는 스텝을 밟으며, 축제를 뜨겁게 달군다. 현관부터 

주실로 이어지는 복도 바닥에는 하네토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그것에 맞춰 

앞으로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스텝을 밟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객실에 있는 

하네토의 의상을 입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뛸 수 있다. 

 

(2) 네부타 그림이 변하는 침실의 천장 

침실의 천장에 있는 네부타 그림은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그림이 다르게 보인다. 

주실에서 침실을 향해 선 상태에서 천장을 바라보면, 요시쓰네의 용맹한 얼굴이 

보인다. 한편, 침대에 누워, 아래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면, 요시쓰네가 용마와 

함께 쓰가루 해협을 건너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3) 텔레비전을 볼 때만 열리는 ‘네부타 TV 커버’ 

현실에서 벗어나 객실에서 지낼 수 있도록, 텔레비전을 감추기 위한 네부타 

그림의 패널을 설치했다. 패널 양쪽을 밀면 텔레비전이 나타난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을 때는 네부타 그림을 감상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을 보려면 패널을 

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징 3 네부타시 다케나미 히로오(竹浪比呂央) 씨의 제작 협력 
아오모리 네부타노마 객실에 설치된 네부타는 네부타시인 다케나미 히로오 씨의 

협력으로 제작되었다. 다케나미 씨는 1989 년에 처음으로 대형 네부타를 제작한 

이래로, 네부타 대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상을 수상한 네부타 제작자이다. 

아오모리 네부타노마 객실의 작품에는 고대 도호쿠의 세 영웅들이 소재로 

선정되었으며, 작품들 속에는 도호쿠의 부흥이라는 소원이 담겨 있다. 

 

 

‘아오모리 네부타노마 객실’ 개요 
■요금: 1박 29,400엔~(2명 1실 이용 시 1명당, 세금 별도, 저녁 식사, 아침 식사 포함) ■객실 수: 1실  

■정원: 3명 ■넓이: 71.5m2 ■예약: 공식 사이트(https://noresoreaomoriya.jp/kr/)3일 전까지 예약 

■이미지 동영상 URL: https://youtu.be/E1l2rkW3mbI 

■네부타 제작 협력: 다케나미 히로오 네부타 연구소(http://takenami-nebuk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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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 아오모리야 
 “노레소레아오모리～사람 이야기～”(＊노레소레는 츠가루 방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의 의미）를 

콘셉트로 아오모리의 문화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81-570-073-022(호시노 리조트 예약 센터) 

■주소: 오모리현 미사와시 아자 후루마기야마 56 

■오시는 길: 아오이모리전철 미사와역부터 도보 10 분(무료송영버스 예약 불필요) 

          미사와공항･아오모리공항･JR 하치노헤역부터 무료송용버스 운행(예약 필수) 

■객실수: 236 실  체크인 15:00/체크아웃 12:00 

■숙박요금: 2 명 1 실,1 박 2 식조건  일인당 17,000 엔~ 

HP: https://noresoreaomoriya.j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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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아오모리 네부타노마 객실 배치도 
 

침실(미나모토노 요시쓰네와 벤케이) 

거대 네부타 그림(사카노우에노 다무라마로) 네부타 TV 커버(사카노우에노 다무라마로) 

방 열쇠의 열쇠고리 

객실 번호 8287 호실 :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의 개최 기간이 8 월 2 일부터 

8 월 7 일인 관계로, 8287 호실로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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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실(아테루이) 주실 

하네토 복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