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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가 함께 모여 편안하게 즐기는 신개념 스위트룸, 

테라스 리빙 스위트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아타미(시즈오카현 아타미)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아타미는 전 객실에서 아름다운 오션뷰를 감상하실 수 있는 리조트 호텔입니다. 

2019 년 4 월의 리노베이션과 함께 탄생한 테라스 리빙 스위트는 친구들이나, 삼대가 포함된 대가족이 함께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다 전망의 온천과 함께, 본 호텔에서는 목조 하우스, 300 년 수령의 녹나무 

위에 지어진 로프 코스, 화이트 샌드를 사용하여 바다를 닮은 모습을 연출한 카페 등을 즐기실 수 있으며,  

손님들은 호텔 밖으로 나가시지 않고도 다양한 경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특별한 점 

 

1. 2019 년 4 월 리노베이션되어, 단체 손님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테라스 리빙 스위트 

100 제곱미터 이상의 넓이로, 최대 6 인의 단체 손님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룹용 스위트룸. 

본 스위트룸은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아타미에서 가장 많은 수용인원을 자랑합니다. 본 대형 스위트룸(100 

제곱미터 이상)에서는 휴식을 위한 거실, 두 개의 침실 및  실내 거실과 실외 테라스를 연결하는 “테라스 

리빙룸”이 제공되어, 가족 손님들은 테라스 리빙룸에 모여서 사가미 만(灣)의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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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이 가능 한 식당: 일식당 및 뷔페 식당 

많은 손님이 함께 오셨을 때에는, 다양한 입맛이 있는 법입니다.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아타미에서는 

선택해서 드실 수 있게끔 두 가지 식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식당, Hanabi 와 뷔페 레스토랑, Studio 

Buffet MOGMOG 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삼대가 저녁 식사를 드신다면, 아이를 동반한 부모는 뷔페로, 

조부모는 일식당에 가신다던가, 본인의 입맛에 맞추어 어디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식 다이닝 "하나비" 

사자에(고둥)과 금눈돔과 같은 해산물 위주의 제철 재료로 요리를 

제공해드리는 전통 일식당입니다. 인테리어는 아타미 해변 불꽃놀이 축제를 

컨셉으로 한 것으로, 식사를 하시는 동안 불꽃놀이 불꽃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Studio Buffet MOGMOG 

바다와 산에서 나는 식재료를 풍부하게 사용하는 뷔페 식당입니다. 

어린이용 키친인 키즈 스튜디오가 식당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 

손님들은 요리사 복장을 하고 자신만의 디저트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추천 일정 

1 일차 

3:00 pm 체크인 

3:30 pm 테라스 리빙룸에서 티타임 

5:00 pm 모두 함께하는 암벽등산 

5:30 pm 일식 다이닝 "하나비" 에서 저녁식사 

8:00 pm 저녁식사 이후 온천 입욕 

8:30 pm 테라스 리빙룸에서 폭죽놀이 

2 일차 

6:30 am 일출을 보며 금방 내린 커피 마시기 

7:00 am Studio Buffet MOGMOG 에서 아침식사 

9:00 am 야외에서 산림욕을 즐기며 산책 

11:00 am  Sorano Beach Books & Café 에서 독서 

12:00 am  체크아웃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아타미 

주소: 2-13-1 Minaguchi-cho, Atami-shi, Shizuoka-ken 413-0016, Japan 

차량 이용: 토메이 고속도로 아츠기 IC 에서 70 분 거리 / 기차: JR 아타미 역에서 셔틀버스로 20 분 

예약센터: +81-(0)50-3786-1144 

객실 수: 81 /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2:00 

숙박요금: 2 인 객실, 아침식사 포함 기준, 1 인당 21,000 엔 부터(세금 제외) 

웹사이트: https://risonare.com/ata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