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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 새로운 브랜드 「BEB(베브)」 탄생  

컨셉은 「젊은 세대를 위한 자유롭고도 루즈한 호텔」 
 

호시노 리조트(소재지: 나가노현 가루이자와마치, 대표: 호시노 요시하루)는 2019 년 가을, 「호시노 리조트 

BEB(베브)」를 새롭게 시작하여 전국으로 전개해 나간다. 호시노야・리조나레・카이・OMO 의 뒤를 잇는 5 번째 

브랜드이며, 컨셉은 「젊은 세대를 위한 자유롭고도 루즈한 호텔」.  

「평상시의 술자리보다는 세련되게, 여행보다는 부담 없이」. 언제라도 친구들과 「원할 때」, 「좋아하는 

장소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지낼 수 있는 호텔로서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제안한다. 

 

탄생하게 된 계기는 「젊은 세대가 더 자주 여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호시노 리조트에는 젊은 세대가 더 자주 여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20~30 대 고객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2018 년 12 월 시행. 조사 결과는 하나의 예이다. 

 

・바쁜 일상에 지쳐 있고,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자주 술자리를 하고 있다.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귀찮고, 항상 친구들과 부담 없이 나들이하고 싶다. 

・호텔은 「잠을 자기 위한 장소」 또는 「특별한 날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나들이하는 고급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호텔에서는 아침 식사와 체크아웃 시간 등의 규정이 엄격하다고 느낀다. 

・「어디로 나들이하러 가는가」보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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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젊은 세대의 의견을 바탕으로 BEB 는 「루즈(Loose)」를 슬로건으로 하며, 엄선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 세대가 부담 없이 여행을 떠나서 즐거움을 느끼고 더욱 여행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TAMARIBA 

24 시간 개방된 공용 공간. DJ 부스에서 기분 좋은 음악이 흐르고 있다. 

병설 카페(여기도 24 시간 오픈)에서 음식과 음료를 구해서(반입도 OK) 

러그와 쿠션으로 커스터마이즈한 「마이 스페이스」를 만들어 느긋하게 

쉬는 것을 추천한다. 

 

 

■객실  

「망루 침대」를 갖춘 2 층이 침대, 1 층이 소파인 객실은 별도로 욕실 겸 

화장실이 딸려 있고 맨발이 기분 좋은 다다미 바닥. 컴팩트하고 

기능적인 공간은 장식이나 과자, 술을 반입한 미니 파티에도 안성맞춤. 

호텔이니까 막차 시간을 신경 쓸 필요 없고 무심코 잠들어 버려도 문제 

없는 것이 고마운 점. 120%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TAMARIBA(아지트)」이다. 

＊그 밖의 객실 홈페이지 기재 

 

 

■정해진 규정이 별로 없는 루즈하게 머물 수 있는 호텔 

 <공용 공간 「TAMARIBA」> 
먹고·마시고·노래하고·춤추고·잠드는 등 그 무엇이든 가능. 너무나 

편안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침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아침 식사> 언제·어디서 먹더라도 OK. 늦잠을 자는 바람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무언가를」 준비한다. 

<체크아웃 시간> 표면적으로는 11 시까지이지만, 시간에 루즈(참고: 

관용이라고도 함)한 BEB 니까 약간의 지연은 일상 있는 일. 물론 추가 

요금은 받지 않는다. 

 

 

■35 세 이하 특별 플랜 (35 and under years old Only) 

숙박자 모두가 체크인 시점 35 세 이하라면 바로 이것! 시간과 요일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 균일 요금제 

플랜이다. 매번 여유 자금 상황을 체크하거나 인터넷에서 저렴한 일정을 검색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생각났을 때 부담 없이 나들이를 떠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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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B5 가루이자와  

1 실 15,000 엔. 3 명이 묵는 경우 한 사람당 5,000 엔. → 예약의 약 70%(평균)를 차지하는 BEB 의 간판 플랜이다. 

 

・BEB5 쓰치우라 

1 실 12,000 엔. 3 명이 묵는 경우 한 사람당 4,000 엔. 

＊요금은 모두 세금 별도, 식사 별도, 2019 년 9 월 30 일 시점의 요금이다. 

 

 

 

 

「호시노 리조트 BEB5 쓰치우라」 2020 년 3 월 19 일 개업 
 
호시노 리조트(소재지: 나가노현 가루이자와마치, 대표: 호시노 

요시하루)는 2020 년 3 월 19 일 이바라키 현 쓰치우라 시에 

「호시노 리조트 BEB5 쓰치우라(베브파이브 쓰치우라)」를 

개업한다. 「호시노 리조트 BEB5 가루이자와」에 이어 BEB 

브랜드로 두 번째의 시설이다. 슬로건은 「빠져드는 륜박(輪泊)」. 

주식회사 아토레의 JR 쓰치우라 역의 「PLAYatre 

TSUCHIURA」에서 호시노 리조트가 운영을 담당, 이바라키 현의 

보조금 인증을 더한 3 자 협력 체제로 전개하는 호시노 리조트 

최초의 자전거를 즐기는 호텔이다. 

 

 

BEB5 쓰치우라 특유의 두 가지 포인트 
1. 자전거를 탄 채로! 「사이클인・사이클아웃」 

자전거를 탄 채로 체크인·체크 아웃, 이름 하여 「사이클인・사이클아웃」이 가능하다. 여유 있는 설계의 관내는 

자전거와 함께 대열을 지어 천천히 걸어도 스트레스가 없다. 

 

2. 객실 안에서도 사이클링? 아끼는 자전거와 잠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한 객실 있음 

BEB5 쓰치우라에 오면 빠트릴 수 없는 「사이클 룸」. 객실에 아끼는 자전거를 반입해서 함께 묵을 수 있다. 

벽면의 랙에 자전거를 장식하면 자전거도 인테리어의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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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프로필  
사사키 다츠로(佐々木達郎) 

주식회사 사사키다츠로 건축설계사무소 대표이사／건축가  

1979 년 홋카이도 출생. 

지바 공업대학 산업디자인학과(현 디자인과학과), 동 대학 석사과정 수료 후 아즈마 

환경·건축연구소에 입사했다. 「호시노야 가루이자와」, 「호시노야 발리」, 「호시노야 

도쿄」 외에 호텔과 주택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담당. 

2013 년 독립 후 「OMO5 도쿄 오쓰카」을 담당하여 GOOD DESIGN 상 BEST 100 

수상. 지바 공업대학 비상근 강사. 

 

사사키 다츠로 씨의 코멘트  

「BEB5 쓰치우라는 자전거와 함께 묵을 수 있는 자전거 호텔이다. 

쓰치우라 역으로 바로 연결된 좋은 입지와 웅대한 자연을 느끼게 하는 가스미가우라, 녹음이 무성한 쓰쿠바산, 

성시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거리를 자전거로 돌아다니는 여행은 매력적이다. 

그래서 여행의 동반자가 되는 자전거와 함께 숙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계획을 시행했다. 자전거와의 

여행을 계기로 쓰치우라라고 하는 도시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여행과 도시의 관계가 탄생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