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사항은 

호시노 리조트 PR 에 연락주십시오. 
global@hoshinoresort.com 

 

 

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일본 최초! 아그리투리스모를 컨셉으로 한 리조트 호텔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나스」 2019 년 가을 개업 
 

호시노 리조트(본사: 나가노현 가루이자와 대표이사: 호시노 요시하루)는 2019 년 가을, 도치기현 나스에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나스」를 개업합니다. 리조나레 브랜드로는 네 번째 시설의 개업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농업 경영을 관광을 통해 체험하는 「아그리투리스모 (Agriturismo)」를 나스다케의 산자락에 

자리 잡은 리조나레 나스에서의 리조트 체류를 창조하고 일본 최초의 「아그리투리스모 리조트」를 목표로 

합니다. 

 

＊아그리투리스모 (Agriturismo): 이탈리아어로 아그리쿠우투라와 투리스모의 조어이며,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그 지역 토지의 농업 체험과 자연 체험, 문화 교류를 즐기는 관광의 형태. 유럽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리조나레 나스」 

 URL : https://risonare.com/nasu/ 

 

콘셉트 

리조나레 나스의 콘셉트는 「아그리투리스모 리조트」. 도치기현의 나스 지역은 나스 연산이 펼쳐지는 

풍부한 자연환경 안에 있으므로 고원 채소와 허브, 쌀 등 농작물의 생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또한, 

사계절 제철마다 나스의 대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일 년 내내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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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 리조트는 지역의 생산 활동을 경험하는 체험을 중심으로 리조트 호텔에서의 식사와 다양한 

액티비티를 추가함으로써 나스의 매력 × 리조트 체류의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제안하기로 생각하였습니다. 

부지 내에서 운영하는 밭과 온실, 그리고 액티비티 시설 등을 거점으로 계절마다 변화하는 나스의 정경과 

함께 자연을 만끽하는 「아그리투리스모 리조트」를 제안합니다. 

 

시설 소개 

나스다케의 산자락, 해발 약 500m 에 자리 잡은 약 140,000 ㎡의 부지 내에 있으며, 숙박동과 농원 「아그리 

가든」, 액티비티 시설 「포코포코」 두 곳의 레스토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쿄에서 신칸센과 버스로 약 

1 시간 반 거리의 입지에 있으므로 농작물을 기르는 지역의 풍경에 친숙해지면서 아그리투리스모 

(Agriturismo) 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숙박동: 천연생림이 펼쳐지는 3 개의 숙박동 구역에 총 43 개의 객실이 점재합니다. 구역에 따라 다른 

자연경관을 즐기고, 그 시기에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그리 가든(Agri-garden): 아그리투리스모 리조트의 중심이 되는 아그리 가든에서는 밭과 온실의 

그린하우스가 있으며 일 년 내내 다양한 농작물을 키울 예정입니다. 파종을 비롯하여 수확 체험, 워크숍 

등을 통해 그 시기에만 체험할 수 있는 농작물 매력의 재발견을 제안합니다. 

■포코포코(POKO POKO): 어른과 아이 모두 넋을 잃고 자연에서의 놀이를 즐기는 액티비티를 제안하는 

장소 포코포코. 야외 광장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테마를 마련하여 자연과 하나가 되면서 

즐기는 액티비티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내에는 BOOKS & CAFÉ 와 네트 놀이기구 존의 두 가지 

존이 있습니다. BOOKS & CAFÉ 에는 카페와 라이브러리 외에 갓 수확한 채소를 사용하여 만드는 피자용 

돌가마를 설치했습니다. 네트 놀이기구 존은 길이 약 6.5m 의 그물을 둘러친 공간으로 온몸을 사용하여 놀 

수 있습니다. 

■두 곳의 레스토랑: 「메인 다이닝」에서는 아그리 가든에서 수확되는 채소와 허브를 사용한 이탈리아 

요리를 코스로 제공합니다. 또한 「뷔페 레스토랑」은 채소를 테마로 한 뷔페 스타일의 요리를 제공합니다. 

 

리조나레 나스는 2019 년 가을의 개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업일이나 예약 접수 정보, 

레스토랑, 액티비티 등의 개요에 관해 수시로 발표하겠습니다. 

 

시설 개요 

시설명: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나스 

위치: 〒325-0303 도치기현 나스군 나스쵸 다카쿠오츠 미치시타 2301 

교통편: 전철 JR 도호쿠 신칸센 「나스시오바라역」에서 송영 버스 40 분／자동차 도호쿠자동차도 

쿠로이소이타무라 IC 에서 30 분 

시설 구성: 객실 메인 다이닝, 뷔페 레스토랑, 아그리 가든, 포코포코, 대욕탕, 스파 

객실: 43 실 요금: 1 박 조식 포함 21,000 엔~ (2 인 1 실 이용 시 1 인 기준, 세금 포함) 

개업 시기: 2019 년 가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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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나레에 관해 

리조나레는 일본 국내 3 개 시설(야츠가타케・토마무・아타미)에서 전개하는 리조트 호텔 브랜드입니다. 그 

토지와 지역 특유의 Must Do Experience 와 제철에 수확한 재료로 만든 다채로운 식사를 즐길 수 있으므로 

성인을 중심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도 편안한 리조트 체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리조나레 나스는 

리조나레 브랜드로 네 번째 시설입니다.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나스 

전화: +81-(0)50-3786-1144 (예약센터) 

URL: https://risonare.com/nasu/ 

E-mail: global@hoshinoresor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