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도 자료에 관한 문의 사항은, 

호시노 리조트 PR 에 연락하십시오 : 

E-mail:global@hoshinoresort.com 

 

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아타미에서 감상하는 

사가미 만 너머로 펼쳐질 화려한 5,000 발 불꽃놀이의 장관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아타미) 
 

“아타미 해상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제공합니다.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아타미는 아타미 시와 사가미 만의 아름다운 광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타미는 이즈 반도 북부에 위치한 인기 해변 리조트로,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90km 의 

해양과 산악 활동 모두를 즐길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타미 시에서 가장 성대한 이벤트 중 하나는 “아타미 해상 불꽃놀이”로, 60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마다 열렸습니다. 관광객들을 놀라게 하는 5,000 회의 끊임없는 불꽃놀이의 향연과 삼면의 

산으로 둘러싸인 독특한 경치는 불꽃놀이 소리가 도시 전체로 울리게 해서, 흡사 자연이 만들어낸 

경기장이나 돔 구장에 들어와 있는 기분을 불러일으킵니다. 불꽃놀이의 그랜드 피날레는 “스카이 

나이아가라 폴스”로, 끊임없는 불꽃들이 사가미 만 위에서 거대한 커튼을 만들어 냅니다.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아타미의 “소라노 북카페”에서 즐기는 멋진 야경.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아타미에서 불꽃놀이의 장관을 오감으로 즐기세요.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아타미의 고객님들은 불꽃놀이의 장관을 오감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객실에서 불꽃놀이를 감상하실 수 있으며, 테크에서 휴식을 즐기며 야경과 바닷바람을 쐬실 수 있는 루프탑 

카페에서도 불꽃놀이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일식 다이닝 “하나비”에서는 지역 특산 요리를 드실 수 

있으며, 불꽃놀이에서 영감을 받은 식당 분위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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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놀이와 해변을 테마로 한 호텔 어메니티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아타미에서는 디자인을 중시합니다. 일식 다이닝 하나비”와 “소라노 북카페”는 도쿄 

기반의 종합 디자이너 그룹으로, 건축 및 공공 시설, 설치물을 대상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창조하고 있는 Klein Dytham 에서 단독 설계하였습니다.  

 

일식 다이닝 “하나비”(하나비는 일본어로 불꽃놀이를 의미)는 불꽃놀이에서 영감을 받은 테마로 인테리어를 

꾸몄으며, 고객 분들은 불꽃놀이 축제 한가운데에 와있는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고정 메뉴는 일본 

가정식을 기반으로, 바다고둥과 금눈돔을 포함한 지역 특산물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프탑의 "소라노 북카페”는 카페와 도서관을 합친 곳으로, 구름 위의 카페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하얀 모래로 덮여서 해변의 경치를 연출하였으며, 고객 분들은 커피나 차를 드시며 모래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본 카페에서는 “아타미 해상 불꽃놀이”가 열리는 날 마다 코너 발코니의 커플 

좌석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커플 좌석은 매일 밤 두 분의 고객 전용이며, 운이 좋게 본 좌석을 

예약하실 경우 두 분만을 위한 멋진 불꽃놀이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불꽃놀이 테마의 일식 다이닝 

“하나비”. 

사가미 만의 어선들을 닮은 요리들.  호텔 고객 분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불꽃놀이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타미 해상 불꽃놀이” 2019 년 이벤트 일정 

봄: 6 월 16 일(일) 및 29 일(토) 

여름: 7 월 26 일(금), 30 일(화), 8 월 5 일(월), 8 일(목), 18 일(일), 23 일(금) 및 30 일(금) 

가을: 9 월 16 일(월)(공휴일) 

겨울: 12 월 8 일(일) 및 15 일(일) 

오후 8:20 에서 8:45 사이(여름에는 오후 8:20 에서 8:50 사이)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아타미 

주소: 일본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미나구치초 2-13-1 

차량: 토메이 고속도로 아츠기 IC 에서 70 분 소요  

열차: JR 아타미 역에서 셔틀버스 또는 택시로 20 분 소요 

예약센터: +81-(0)50-3786-1144 웹사이트: https://risonare.com/atami/en/ 

객실 수: 77 1 박 가격: 조식 포함 객실 당 21,000 엔(세금 제외)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2:00 

https://risonare.com/atami/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