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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6 월 14 일 호시노 리조트 카이 벳부 시공 시작  

 

호시노 리조트에서는 규슈 오이타현의 벳부시에서 호시노 리조트 카이 벳부의 성대한 시공식을 열었으며, 

2019 년 6 월 14 일에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본 전역에 온천 호텔 브랜드 “카이” 산하에 15 개 호텔을 

운영 중인 호시노 리조트의 본 호텔은  세계적인 건축가 쿠마 켄고의 설계로 2021 년 봄 개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벳부 온천은 일본에서도 가장 넓은 지역에 분포된 가장 많은 수의 온천 취수정을 자랑합니다. 카이 벳부는 

벳부 만을 바라보는 곳에 위치하며, 이 곳은 메이지 시대 옛 벳부항의 개항 이래로 일본 전역의 수많은 온천 

관광객들이 방문했던 역사적인 지역입니다. 온천 지역은 옛 벳부 항 시절에 성장하였으며, 벳부 만의 관문 

역할을 하면서 늦은 밤까지 북적이는 사람들 때문에 “잠들지 않는 마을”로 불렸습니다.  

 

일본 전역의 유명한 온천 리조트에서 개발된 온천 호텔 브랜드인 “카이”는 해당 장소, 해당 시즌에만 만날 

수 있는 일본만의 독특한 접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쾌적함, 주로 일본식 분위기를 강조한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 드립니다. 본 호텔은 호시노 리조트 카이 아소(오이타현 쿠스군 코코노에마치)에 이어 규슈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개업하는 호텔입니다. 

 

건축가 쿠마 켄고의 설계 

카이 벳부는 세계적인 건축가 쿠마켄고씨가 설계를 맡았습니다. 호텔 내부로 몇 발자국만 걸어 들어가면 

벳부 만을 감상할 수 있는 로비로 연결된 오픈 테라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테라스에서 바다 

바람과 함께 족욕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로비 뒷편의 돌이 깔린 골목길에는 일본 전통 

종이로 만든 등이 밝혀져 있으며, 복도를 따라가면 벳부의 특산품을 파는 가게와 축제 분위기의 상점들이 

있어 건물 내에서도 산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길을 따라 더 내려가면 따뜻한 나무 벽으로 특징인 욕탕이 

있어서 손님들은 성별 별로 분리된 실내 및 실외 온천탕에서 벳부의 온천욕을 맘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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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 카이 벳부 개요 

■이름: 호시노 리조트 카이 벳부 

■위치: 오이타현 벳부시 기타하마 2 초메 817-71 (817-71 2-chome Kitahama, Beppu, Oita Prefecture) 

■대지 면적: 2778.63m² 

■건축 면적: 1456.16m² 

■총면적: 8224.73m² 

■층수: 지상 12 층 

■객실 수: 70 개실 

■설계: 쿠마 켄고 건축 도시설계 사무소, 시미즈건설 

■공사 시작일: 2019 년 6 월 14 일 

■개업일: 2021 년 봄(예정) 

 

호시노 리조트 카이 

호시노 리조트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전개 중인 온천 료칸 브랜드. 일본다운 쾌적함을 추구하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행의 묘미인 여행지의 매력을 전하는 ‘카이 액티비티’와 숙박기간 동안 여행지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카이 시그니처 룸’이 특징입니다. 

 

예약센터：+81 (0)570-073-011 

URL：https://kai-ryokan.j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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