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호시노야 도쿄(도쿄 오테마치) 

에도의 문화를 현대에 전하는 ‘도쿄 한여름밤의 축제 2020’ 개최 
기간: 2020 년 7 월 1 일~8 월 31 일 

 
일본 료칸 호시노야 도쿄는 2020 년 7 월 1 일~8 월 31 일 기간에 에도의 문화를 현대에 전하는 도쿄 한여름밤의 

축제 2020 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료칸 곳곳에 특별한 장식을 설치하거나 기간 한정 

놀이와 식사 등을 제공함으로써 에도 시대의 마을에서 사랑받던 오락・예능・먹거리의 매력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천탕의 천장에 초롱불을 늘어놓아 은은한 등불이 비치는 온천, 종이를 접어 형지를 따라 

잘라내어 문장의 모양을 만드는 등의 관내 행사 외에도, 올해는 료칸 투숙객이 아니라도 이용 가능한 호시노야 

도쿄 사케 바(SAKE Bar)를 오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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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 배경 
에도 시대, 호시노야 도쿄가 자리 잡은 오테마치 주변에는 영주가 주거지를 건축했던 무가의 저택이 늘어서 

있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독창적인 전통 예능과 식사, 오락을 즐겼기에 그 문화가 발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시노야 도쿄에서, 한때 이 땅에 뿌리를 내린 독창적인 문화의 우수성과 재미를 현대인들에게 전할 

수 없을까 생각하여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도쿄 오테마치에서 에도 시대부터 이어지는 문화와 에도의 

마을사람들이 여름철을 보내던 생활방식을 친숙하게 경험하면서 에도 문화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쿄 한여름밤의 축제 2020’을 즐기는 4가지 포인트 
 

1 호시노야 도쿄 사케 바(SAKE Bar)  NEW! 
호시노야 도쿄의 1층에 에도의 마을에서 사랑받던 일본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호시노야 도쿄 사케 바(SAKE Bar)」를 오픈한다. 

에도의 옛 마을은 「잔뜩 마시다가 쓰러진다」라고 할 정도로 신분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 사이에서 일본주가 사랑받고 소비되었다. 

호시노야 도쿄 사케 바(SAKE Bar)에서는 외부에 마련된 다다미 

손님방에서 에도와 도쿄에 연관 지은 브랜드의 일본주를 제공한다. 

일본주는 「도시마야 주조」와 「도쿄항 양조」와 같은 도쿄의 

양조장에서 빚어낸 술을 격주로 제공. 또한, 신맛과 단맛이 강한 각각 

일본주의 특징적인 맛에 어울리게 호시노야 도쿄가 각 양조장과 

공동으로 개발한 오리지널 안주도 제공한다. 

일본주는 원재료인 물과 쌀, 누룩 모두에 도쿄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에도사케오지(江戸酒王子)」, 살아 있는 유산균을 

사용한 화이트 와인과 같은 맛이 특징인 「Palla-Casey」 등, 이제까지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만들어진 술을 제공한다. 

저물녘의 어슴푸레한 시간부터 술잔을 기울이며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선 채로 마시는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현대의 도쿄에서 에도의 옛 

마을을 방불케 하는 여름의 한때를 보낼 수 있다. 

 

■기간: 2020년 7월 1일~8월 31일 목·금요일 

■장소: 호시노야 도쿄 1층 미나토야2 

■시간: 18:00~22:00 

■요금: 일본주 3종과 안주 3종 세트 2,000엔 

＊외부 고객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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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은한 등불이 비치는 온천 

호시노야 도쿄의 최상층에는 지하 1,500m에서 솟아오르는 천연 온천 

「오테마치 온천」이 있다. 한여름밤의 축제 개최 기간에 맞춰 노천탕 

위로 훤하게 트인 천장에는 초롱불이 장식된다. 온천에 몸을 담그고 

머리 위로 떠오르는 환상적인 초롱불의 불빛을 바라보며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기간: 2020년 7월 1일~8월 31일 

■장소: 17층 온천 

■시간: 15:00~다음날 11:30 

■요금: 무료 

 

 

 

3 호시노야 축제 한마당 

2층 로비에서는 에도의 문화를 가벼운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호시노야 축제 한마당」을 개최.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로비가 저녁이 되면 떠들썩한 BGM과 직원의 함성으로 활기찬 

공간으로 변신한다. 

호시노야 축제 한마당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현대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문장 틀과 가면에 그림 그려 넣기, 

모양대로 떼어내기 등의 놀이와 에도의 전통 예능인 에도 

다이카구라(太神楽)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포장마차에서는 호시노야 도쿄 오리지널 금화를 사용하여 에도 

시대에 인기 있었던 포장마차 요리에서 영감을 얻은 안주와 일본주를 

즐길 수 있다. 

 

■기간: 2020년 8월 8일~23일 

■장소: 2층 로비 

■시간: 17:00~20:00 

■요금: 금화 1개 500엔 

＊금화 1개로 포장마차 요리 1종류 또는 일본주 1종류와 교환 가능 

＊놀이와 에도 다이카구라 감상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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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간 한정 인룸 다이닝 

에도 풍으로 사랑받아 온 식재료를 사용한 기간 한정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친숙했던 붕장어와 모시조개를 

사용한 「붕장어 바라치라시 정식」과 에도 시대에 최고급 생선으로 

여겼던 도미를 사용한 「차게 식힌 도미 차즈케」 등을 맛볼 수 있다 . 

 

■기간: 2020년 8월 8일~23일 

■장소: 각 층의 객실 또는 오차노마 라운지 

■시간: 17:00~21:00 

■요금: 유료 

＊요금은 메뉴에 따라 다름. 

 

 

앞으로의 전개 
호시노야 도쿄 오테마치에 자리 잡은 일본 료칸으로서 일본 특유의 전통과 문화를 전 세계에 발신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쿄 한여름밤의 축제」 행사를 진화시켜서 계속해 나가는 것은 물론,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온 일본 문화와 전통 예능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해 나아갈 것이다. 

 

 

일정 예 
15:00 체크인 

17:00 호시노야 축제 한마당에서 에도의 놀이와 먹거리를 체험 

19:00 호시노야 도쿄 사케 바(SAKE Bar)에서 엄선한 일본주와 안주 즐기기 

20:00 저녁 식사(인룸 다이닝)의 한정 메뉴 맛보기 

22:00 은은한 등불이 비치는 온천에서 축제의 여운 즐기기 

 

 

 

「도쿄 한여름밤의 축제 2020」 개요 
■기간: 2020년 7월 1일~8월 31일 

＊「호시노야 축제 한마당」과 「기간 한정 인룸 다이닝」은 8월 8일~23일 실시 

＊「호시노야 도쿄 사케 바(SAKE Bar)」는 목·금요일 실시 

■대상: 「호시노야 도쿄 사케 바(SAKE Bar)」은 외부 고객 이용 가능. 그 밖에는 투숙객 전용. 

■시간: 행사에 따라 다름 

＊상황에 따라 실시 내용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For inquiries about this press release,  
please contact Hoshino Resorts PR 
global@hoshinoresor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