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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의 신규 오픈 시설 
2019～2020 년 일본내외에서 8 곳의 시설 오픈 

 

호시노 리조트는 2019 년 6 월에 호시노야 구꽌, 10 월에 이리오모테 호텔의 운영을 개시하였고, 11 월에는 

리조나레 나스를 오픈한다. 2020 년에는 새로이 시설 5 곳의 오픈을 예정하고 있으며, 2020 년 중에 운영 시설 

수가 45 곳에 달할 예정이다. 호시노 리조트는 손님의 다양한 여행에 대한 니즈와 목적에 응하기 위해, 럭셔리 

리조트 ‘호시노야’, 온천 료칸 ‘카이’, 리조트 호텔 ‘리조나레’, 도시 관광 호텔 ‘OMO’, 루즈한 호텔 ‘BEB’ 같은 

브랜드를 전개 중이며, 이들 브랜드를 중심으로 일본 내외에서 오픈을 가속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호시노 

리조트 특유의 지역성을 살린 체류 제안과 독특한 체험 등 독자적인 접대 방식을 진화시켜, 세계에 통용되는 

호텔 운영 회사로 성장할 것을 목표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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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계획 개요】 
■2019 년 10 월 1 일 리뉴얼 오픈 

시설명 : 호시노 리조트 이리오모테 호텔 

소재지 : 오키나와현 야에야마군 다케토미초 우에하라 2-2 

객실수  : 138 실 

콘셉트는 ‘이리오모테 산고양이가 살고 있는 섬의 정글 리조트’이 

다. 이리오모테섬 최대 규모의 리조트 호텔에서 희귀한 생태계와 

섬의 문화를 접하는 투어 등, 이리오모테섬의 압도적인 자연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는 체류를 제안한다. 

 
■2019 년 11 월 1 일 신규 개업 
시설명 :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나스 

소재지 : 도치기현 나스군 나스마치 다카쿠오쓰 미치시타 2301 

객실수 : 43 실 

리조나레 나스의 콘셉트는 아그리투리스모 리조트이다. 지역의 

생산 활동과 접하는 농업 체험을 축으로, 리조트 호텔 특유의 

비일상적인 공간과 식사, 계절을 체감하는 액티비티 등 새로운 

여행 스타일 확립을 목표로 한다.  

 
■2020 년 1 월 15 일 리뉴얼 오픈 
시설명 : Surfjack Hotel & Swim Club 

소재지 : 412 Lewers Street, Honolulu, Hawaii 96815, USA   

객실수 : 112 실 

“와이키키를 만긱하는, OHANA Friendly 한 레트로 부티크 

호텔”을 테마로 하여, 호놀룰루의 거리가 자랑하는 예술, 음악, 

음식 같은 풍부한 문화를 짙게 반영한 리조트 호텔이다.  
*OHANA 는 하와이어로 가족∙동료라는 의미이다. 

 

■2020 년 3 월 12 일 신규 개업 

시설명 : 호시노 리조트 카이 나가토 

소재지 : 야마구치현 나가토시 후카와유모토 2245 

객실수 : 40 실 

카이 브랜드의 16 번째 시설인 ‘카이 나가토’가 나가토 유모토 

온천에 개업한다. 야마구치현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오차야야시키’를 테마로 하여, 무가 문화를 살린 설비와 붉은 

흙으로 만든 아카마스즈리 벼루를 사용한 고토치 라쿠(각 지역의 

특징적인 문화의 매력을 즐기실 수 있는 카이 브랜드 오리지널의 특별한 접대) 등,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온천 료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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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3 월 19 일 신규 개업 

시설명 : 호시노 리조트 BEB5 쓰치우라 

소재지 : 이바라키현 쓰치우라시 아리아케초 1-30 

객실수 : 90 실 

‘젊은세대를 위한 자유롭고도 루즈한 호텔’을 브랜드 콘셉트로 

하여, 2 번째 시설인 ‘BEB5 쓰치우라’를 개업한다. 자전거 

친화적인 쓰치우라의 마을 조성에 맞춰 자전거와 숙박을 접합한 

새로운 여행의 가치를 발신한다. 

 
■2020 년 4 월 20 일 리뉴얼 오픈 

시설명 : 호시노 리조트 리조나레 고하마지마 

소재지 : 오키나와현 야에야마군 다케토미초 고하마 2954 

객실수 : 60 실 

전 60 실의 프라이빗 빌라에, 광대한 해변을 갖춘 리조트 호텔로, 

콘셉트는 ‘만타 레이(쥐가오리)와 헤엄치는 외딴섬의 프라이빗 

비치 리조트’이다. 다채로운 비치 익스피리언스를 갖추고 

백사장의 해변과 푸른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리조트 체류를 

제안한다. 

 
■2020 년 4 월 15 일 소프트 오픈 

2020 년 5 월 20 일 그랜드 오픈 

시설명 : 호시노야 오키나와 

소재지 : 오키나와현 나카가미군 요미탄손 기마 474 

객실수 : 100 실 

모든 객실을 저층 오션 프런트를 고집하여 설계하였다. 콘셉트는 

‘구스쿠의 저택’이다. ‘구스쿠 월’이라 불리는 담으로 둘러싸인 

시설에서,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 해안 등의 오키나와다운 경관에 

감싸인 채, 그 땅에서 사는 듯한 리조트 스테이를 창조한다. 

 
■2020 년 4 월 15 일 소프트 오픈 

2020 년 5 월 20 일 그랜드 오픈 

시설명 : 호시노 리조트 반타 카페 

소재지 : 오키나와현 나카가미군 요미탄손 기마 560 

자리수 : 약 200 석 

압도적인 경치와 스케일을 자랑하는 ‘반타 카페’는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하며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자연 해안이 만들어 내는 독특한 지형을 살린 다양한 타입의 자리가 이곳저곳에 있다. 마음에 드는 장소에서 

오키나와의 식자재를 사용한 선명한 색의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