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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아타미 

아타미 불꽃놀이를 콘셉트으로 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개최 
시기: 2019 년 12 월 1 일~12 월 25 일 

 

아타미의 온천과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리조트 호텔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아타미’에서는 아타미의 상징인 

‘불꽃놀이’를 콘셉트로 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하나비(불꽃놀이의 일본어) 크리스마스’를 개최한다. 이벤트 기간 

중에는 하나비 크리스마스트리가 시설 내 ‘액티비티 라운지’에 등장한다. 불꽃놀이를 모티브로한 오너먼트와 

조명들로 가득 찬 라운지, 높이 약 6m 에 이르는 창문에 불꽃놀이 영상이 비춰지며 장관을 연출한다. 그 밖에도 

크래프트 체험과 콘서트 등을 다채로운 구성으로 준비된다. 

 

아타미 해상 불꽃놀이는 68 년의 깊은 역사를 지녔으며, 일 년에 10 번 이상 개최되어 연중 즐길 수 있는 

이벤트다. 아타미의 상징이기도 한 이 불꽃놀이에 착안하여, 아타미 특유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투숙객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나비 크리스마스는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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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불꽃놀이 × 크리스마스의 컬래버레이션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 
 

액티비티 라운지에는 불꽃놀이를 모티브로한 화려한 빛깔의 오너먼트가 장식된 하나비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된다. 트리의 색이 파란색에서 노란색, 다시 분홍색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마치 선명한 색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을 연상시킨다. 또한, 높이가 약 6m 에 이르는 창문에는 불꽃이 쏘아 올려지는 모습이 투영되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산타클로스가 등장해 박진감 넘치는 동영상을 마무리 짓는다. 테이블 장식도 트리 디자인에 

맞춰 연출된다. 

 

POINT 2: 하나비 크리스마스를 더욱 더 즐겁게 만드는 3 개의 콘텐츠 
 

1. 크리스마스 콘서트 

하나비 크리스마스트리를 배경으로 개최되는 콘서트. 두 명의 가스펠 싱어가 

자아내는 중후한 하모니로 누구에게나 익숙한 크리스마스의 명곡들을 연주한다.  
■기간: 2019 년 12 월 21 일~12 월 25 일 

■시간: 제 1 부 20:00~20:30, 제 2 부 21:00~21:30 ■요금: 무료 

 

2. 하나비 크리스마스 칵테일 

밤하늘에 쏘아 올려진 여러 빛깔의 불꽃을 나타내는 7 색의 리큐어와 스파클링 

와인으로 만든 기간 한정 칵테일이 제공된다. 

■시간: 19:00~21:30 ■ 요금: 무료 

 

3. 하나비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체험 

마스킹 테이프와 색연필을 사용하여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오리지널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 수 있다.  
■시간: 8:30~17:00 ■요금: 500 엔(세금 포함)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아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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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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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2 인 객실, 아침식사 포함 기준, 1 인당 21,000 엔~ (세금 별도) 

웹사이트: https://risonare.com/atami/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