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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장마에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싶어지는 이벤트 

「야쓰가타케 엄브렐라 스카이 2019」 개최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야쓰가타케(야마나시현 호쿠토시) 

 

자연이 풍성한 야쓰가타케의 리조트 호텔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야쓰가타케」에서 2019년 6월 1일~7 월 

7 일까지 장마에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싶어지는 이벤트 「야쓰가타케 엄브렐라 스카이 2019」를 개최합니다. 

전체 길이 150m 의 석조 회랑 「피망 거리」에 와인색을 모티프로 한 8 색의 우산 300 개가 늘어섭니다. 

더불어 거리 중앙에 자리한 광장에는 지상에서 약 10m 높이까지 무작위로 우산을 장식하여 마치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이 보이는 장식물이 등장합니다. 또한 비가 내리면 운영하는 푸드트럭에서 다습한 시기일수록 

더욱더 맛있게 느껴지는 와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장마철 하늘을 물들이는 와인색 우산들이 늘어선 아케이드 

저희 호텔은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와인 산지라는 입지를 활용하여 「와인 리조트」를 콘셉트로 삼고 

있습니다. 와인 리조트란 와인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와이너리로의 안내, 와인이 어울리는 식사의 제공과 

같이, 와인과 연관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리조트를 이릅니다. 그러한 콘셉트에 맞춰 피망 거리에 

와인이 가진 붉은색과 하얀색의 두 가지 색을 우산이 만들어내는 그러데이션으로 표현한 아케이드가 

등장합니다. 청자색에서 와인레드색으로 변해가는 레드와인, 녹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해가는 화이트와인과 

같이, 포도에서 와인으로 변해나가는 색의 그러데이션을 300 개의 우산으로 표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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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우산 장식물이 등장 

거리 중앙에 자리한 광장에 지상으로부터 약 10m 높이까지 우산으로 장식되어 마치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이 보이는 장식물이 등장합니다. 가지런히 늘어선 아케이드와는 대조적으로 장식물에는 제각각의 높이와 

색상으로 배치된 우산들이 장식됩니다. 잔뜩 찌푸린 장마철에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싶어질 정도로 압권의 

경치가 펼쳐집니다. 여러분께서도 피망 거리에 방문하셔서 가슴 두근거리는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야쓰가타케 엄브렐라 스카이 2019」 개요 

■기간: 2019 년 6 월 1 일~7 월 7 일  ■요금: 무료 입장 

■장소: 피망 거리    ■대상: 숙박 및 당일치기 모두 이용 가능 

 

비 오는 날이야말로 와인이 어울리는 날 「비 오는 날의 와인」 

비 오는 날은 습기의 영향으로 와인 향이 더 잘 나고, 후각도 민감해지기 때문에 와인을 마시기에 적합한 

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오픈하는 푸드트럭에서 3 종류의 「비 오는 날의 와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감귤 계통의 향기와 프레쉬 허브를 연상시키는 소비뇽 블랑, 풍부한 과실 맛으로 프레쉬함이 

느껴지는 피노 누아르, 프레시하고 싱싱한 맛이 느껴지는 고슈 와인을 준비하였습니다. 컬러풀한 우산과 

함께 빗소리를 감상하시며 느긋하게 와인의 맛을 음미하실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의 와인」 개요 

■기간: 평일 15:00~17:00/토∙일 11:00~13:00, 15:00~17:00 *우천시에만 

■요금: 와인 1 잔 500 엔~  ■장소: 피망 거리의 푸드트럭 

 

호시노 리조트 엄브렐라 스카이 

우산 장식으로 장마철 하늘을 물들이는 「엄브렐라 스카이」는, 호시노 리조트에서는 2015 년부터 

「가루이자와 호시노 에리어 하루니레 테라스(나가노현 가루이자와마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리조나레 

야쓰가타케에서의 개최는 호시노 리조트의 시설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빠질 수 없는 물건인 

「우산」을 이용해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싶게 만드는 「엄브렐라 스카이」는, 풍성한 녹음으로 둘러싸인 고원 

리조트에서도 신록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여러분께서 더욱더 즐겁게 즐기셨으면 하는 공통된 마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하루니레 테라스에서는 맑은 물을 따라 자생하는 느릅나무와의 조화로움을 느끼실 수 

있으며, 석조 회랑이 이어지는 리조나레 야쓰가타케에서는 장마철 잠시 갠 틈을 타 내리쬐는 고원의 강렬한 

햇빛을 아케이드에 장식된 우산들이 막아주며 한층 기분 좋은 햇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야쓰가타케 

주소: 우편번호 408-0044 야마나시현 호쿠토시 고부치사와초 129-1 

오시는 길: JR 고부치사와역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약 5 분  

전화: +81-(0)50-3786-1144(예약 센터)  URL: https://risonare.com/yatsugatake/  

객실 수: 172 실 체크인 15:00/체크아웃 12:00   

요금: 성인 1 명 25,800 엔~(1 박 2 식 뷔페 포함/2 명 1 실 이용 시/세금∙서비스 요금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