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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의 환경을 위한 활동 

 

호시노 리조트는 자연이 넘치는 땅에서 물질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풍성함을 손님께 제공하려는 

생각으로, 환경 부담을 경감한 서스테이너블한 리조트의 운영을 목표로 하여, 1993 년부터 환경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두 가지 새로운 활동을 개시하였다. 
 

1. 플라스틱 쓰레기 삭감을 위한 ‘페트병 프리’에 도전 
간편하게 음료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매우 편리한 페트병이지만, 한편으로 매우 많은 양의 쓰레기로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1 분에 100 만 병의 페트병이 소비된다고 알려져 있으며(The Guardian June 28, 2017), 

사람들도 텀블러 등 에코 굿즈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보급이 이루어졌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호시노 리조트는 앞으로 객실에서 페트병에 들어간 미네랄 워터의 제공을 중지하고, 공공장소에 워터 서버를 

설치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오리지널 텀블러를 판매하여, 페트병 이용과 플라스틱 삭감의 촉진에 그치지 않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넓히려고 한다. 이 활동은 11 월 1 일에 개업하는 리조나레 나스부터 시작하여, 연내를 

목표로 리조나레 브랜드 전 시설(토마무, 아타미, 야쓰가타케)에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 칫솔을 버리지 않는 시스템 

2019 년 10 월 1 일, 호시노 리조트는 칫솔 재활용 시스템을 당사가 운영하는 일본 국내 30 곳의 숙박 시설에 

도입한 것을 보고한다. 연간 100 만 개 이상이나 폐기되는 다 사용한 칫솔을 회수하여 재자원화하고, 플라스틱 

제품으로의 재이용을 추진한다. 현시점에서는 일본에서 복수의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칫솔의 

재자원화를 하고 있는 것은 당사뿐이다. 다음 단계로서 다 사용한 칫솔을 다시 칫솔로 만드는 재활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 중이다. 

재활용의 흐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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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의 환경 경영에 대해서~세 가지 지표 요소~ 

 
∙EIMY 

Energy In My Yard 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가능한 한 자신들의 장소에 있는 

자연 에너지로 공급하자는 사고방식이다. 호시노야 가루이자와는 자가수력발전과 지중열∙온천배열 이용 설비를 

도입하여 사용 에너지의 약 70%를 자급 중이다. 
 

∙제로 에미션 

호텔을 운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단순 소각이나 매립을 통한 처분을 제로로 만들고, 재활용률 100%를 

목표로 하는 활동이다. 2011 년 11 월, 당사의 가루이자와 리조트에서 호텔에서는 어렵다고 여겨졌던 제로 

에미션을 달성했다. 
 

∙에코 투어리즘 

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손님께 그 매력을 전달하고, 더욱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관광 방식을 

이른다. 호시노 리조트의 에코 투어리즘 전문가 집단인 ‘피키오’는 가슴 설레는 야생동식물과의 만남을 

지원하고, 재미로 넘치는 네이처 투어를 제안, 사람과 곰의 공존을 목표로 한 아시아 흑곰 보호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경영의 발자취 

1914 년 호시노 온천 여관 개관 

1915 년 목제 물레방아를 이용한 수력 발전 개시 

1992 년 CEO 호시노 요시하루가 ‘리조트 운영의 달인’이라는 

1111 年 기업 비전을 내세우고, 경영 이익률∙고객 만족도∙환경 경영 등 세 가지 지표를 설정. 

1999 년 제로 에미션 달성을 위한 ‘제로 위원회’ 발족 

2003 년 제로 위원회의 활동이 그린 구입 네트워크 제 6 회 그린 구입 대상 

1111 年 ‘환경 대신상’ 수상   

2005 년 환경성 ‘제 1 회 에코 투어리즘 대상’ 수상 

2011 년 제로 에미션 달성 

2019 년 호텔 어메니티를 펌프 보틀식으로 변경, 개별 포장 비누류 철폐(연내 완료 예정) 

1111 年 페트 보틀 프리에 도전. 칫솔 재활용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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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환경을 위한 활동 

칫솔 활동을 계속하며, ‘호시노야’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초 화장품 패키지에 ‘LIMEX’ 소재를 채택함과 동시에 

회수∙재자원화하는 활동을 올가을부터 시작한다. 더불어 플라스틱 쓰레기 삭감을 위한 활동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호시노 리조트는 ‘풍성한 자연환경’이 리조트 최대의 매력이라 생각한다. 환경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은 ‘리조트 개발은 자연 파괴이다’라는 이미지의 불식으로 이어지고, 경영적으로도 매우 커다란 경쟁력이 

된다. 앞으로도 호텔 운영 회사로서, 시설과 지역의 특성에 맞춘 환경 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