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꽃을 테마로 한 이벤트를 3곳의 시설에서 개최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함께 봄을 느껴보자 

기간: 야쓰가타케 2020년 3월 20일~5월 24일 

아타미 2020년 3월 1일~5월 31일／토마무 2020년 4월 27일~5월 10일 

 

세련된 디자인과 풍부한 액티비티를 갖춘 서구형 리조트 호텔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는 2020년 3월~5월, 

꽃을 테마로 한 이벤트를 3곳의 시설(야쓰가타케・아타미・토마무)에서 개최한다. 이 기간에는 각 시설이 

꽃으로 장식되어 화려한 공간으로 변신한다. 각 시설에서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도 준비하는 봄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이다. 

 

 

POINT1 봄이 찾아옴을 느끼는 꽃으로 장식된 리조나레 
(1) 꽃 피는 리조나레 2020／리조나레 야쓰가타케(야마나시현 호쿠토시) 

자연이 풍부한 야쓰가타케 지역의 리조트 호텔 「리조나레 야쓰가타케」에서는 봄이 

찾아오는 것을 축하하는 올해로 16 회째를 맞이하는 봄의 대표적인 이벤트 「꽃 

피는 리조나레 2020」을 개최. 150m 의 회랑이 이어지는 메인 스트리트 「피망 

거리」에는 높이 1.5~2m 에 이르는 꽃의 모티프가 늘어서고 야쓰가타케 지역에서 

자란 꽃모종과 함께 거리를 장식한다. 또한, 중앙에 자리 잡은 「Bellini Tower」는 

호쿠토시에 일본 가장 많이 서식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나비 「왕오색나비」를 형상화한 장식도 등장한다. 

형형색색의 꽃으로 둘러싸여 화사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이다. 

 



 

 

 

 
 

 
 
 

 

 

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2) 바다의 꽃이 피는 리조나레／리조나레 아타미(시즈오카현 아타미시) 

아타미의 절경과 온천을 만끽하는 리조트 호텔 「리조나레 아타미」에서는 호텔 

최상층의 「소라노 북카페」에서 「바다의 꽃이 피는 리조나레」를 개최한다. 선명한 

색상과 다양한 모양의 해초를 「바다의 꽃」에 비유하여, 일본에서 가장 많은 약 

400 종류의 해초가 자생하고 있는 이즈 특유의 이벤트이다. 빛을 받는 정도에 따라 

홍색, 갈색, 녹색 등 서로 다른 색상으로 성장하는 해초의 특징을 형상화하여 카페 

안으로 들어갈수록 색이 변화하는 「바다의 꽃이 피는 아트」 등, 해초의 화려함을 

살린 장식이 설치된다. 

 

(3) 꽃 피는 토마무／리조나레 토마무(홋카이도 시무캇푸무라) 

홋카이도 최대급의 체류형 리조트 「리조나레 토마무」에서는 홋카이도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꽃 피는 토마무」를 개최. 호텔 「더 

타워」의 안뜰에는 실제 꽃잎으로 그린 다채로운 색상의 「꽃 피는 웰컴 코트」가 

펼쳐진다. 또한, 올해는 산 중턱에 있는 「hotalu street」에 길이 90m의 「꽃 피는 

스트리트」가 등장. 봄을 느낄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하여 토마무의 봄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경치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hotalu street의 각 점포에서 봄철 

특유의 오리지널 메뉴를 맛보거나 사진 촬영을 즐기거나 하면서 봄을 만끽할 수 있다. 

 

 

 

POINT 2 자녀와 함께 즐기는 봄철 특유의 체험 
(1)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을 만드는 「점보 플라워 만들기」의 워크숍／리조나레 야쓰가타케 

길이 45cm 이상의 커다란 종이꽃 만들기, 어린 자녀도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 핑크나 오렌지 등 화려한 종이 꽃잎을 정성스럽게 펼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이 완성된다. 완성된 후에는 꽃을 가지고 산책하거나 마음에 드는 

장소에서 사진 촬영도 즐길 수 있다.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에 화려함을 더하는 

봄에 어울리는 체험이다. 

 

 

 

 

 

 

 

 

 

 

기간   : 이벤트 기간의 토/일, 2020년 4월 29일~5월 6일 매일 

요금   : 1,204엔~(세금 별도) ※크기에 따라 다름 

개최장소 : 리조나레 야쓰가타케 메인 스트리트 피망 거리 

대상   : 만 3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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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초의 화려한 일면을 알게 되는 「해초의 학교」／리조나레 아타미 

퀴즈와 관찰을 통해 자녀와 함께 해초에 관해 배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최. 

해초라고 하면 평범한 모양을 떠올리기 쉽지만 마치 꽃처럼 선명한 색상과 모양을 

한 것도 많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해초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일면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도록 직원이 퀴즈 형식으로 해초를 소개한다. 또한, 프로그램에서는 

해초를 만져 보는 체험도 준비. 물속에서 펼쳐보면서 꽃과 같은 형태가 되는 해초를 

관찰하고 종류에 따라 다른 감촉을 즐길 수 있다. 

 

 

 

 

 
 

 

 

 

(3) 자유롭게 데코레이션할 수 있는 「꽃 피는 갈레트」／리조나레 토마무 

다채로운 색상의 봄 채소와 식용 꽃을 사용하여 어린 자녀가 자유롭게 갈레트로 

데코레이션할 수 있는 「꽃 피는 갈레트」를 제공한다. 꽃다발 모양으로 되어 있기에 

어버이날 선물로도 딱 어울리는 봄 한정 메뉴이다. 완성된 갈레트를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hotalu street에 펼쳐지는 꽃 피는 스트리트를 바라볼 수 있다.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세련된 디자인과 사계절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서구형 리조트 호텔. 성인 여성과 자녀, 가족, 커플, 친구 등 다양한 구성의 동행자 

모두가 호화로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스타일리시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For inquiries about this press release, 
contact Hoshino Resorts PR at: 
E-mail:global@hoshinoresort.com 

기간   : 2020년 3월 1일~5월 31일 

요금   : 무료 

개최장소 : 리조나레 아타미  Activity Lounge 

시간   : 10:30~11:00, 15:30~16:00 

대상   : 만 3세 이상 

정원   : 20명 

기간   : 2020년 4월 27일~5월 10일 

요금   : 1,500엔(세금 별도) 

개최장소 : 리조나레 토마무  hotalu street 내의 「cafe&bar tukino」 

대상   : 숙박자, 당일치기 여행객 모두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