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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 중국 저장성 톈타이산에 신규 시설 오픈 

- 시설명 ‘호시노 리조트 가스케 톈타이’ 

- 첫 중국 진출, 2021 년 봄 오픈 예정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살린 오모테나시를 추구하여 일본 내외 45 개 시설을 운영 중인 

호시노 리조트가 2021 년 봄, 중국 저장성 톈타이산에 ‘호시노 리조트 가스케 

톈타이(Hoshino Resorts KASUKE Tiantai)’를 오픈한다. 이는 호시노 리조트가 중국 

톈타이산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일본을 제외한 국외 시설로는 발리 우붓의 

호시노야 발리(HOSHINOYA Bali), 대만 타이중의 호시노야 구꽌(HOSHINOYA Guguan), 

하와이 오아후섬의 더 서프잭 호텔 앤 스윔 클럽(The Surfjack Hotel & Swim Club)에 이어 

네번째다. 톈타이산은 해발고도 1,200 미터 전후의 산으로 이루어진 자연이 풍부한 

풍광명미 지구로 알려졌다. 푸른 산에 둘러싸인 이 지역에서 호시노 리조트의 독자적인 

리조트 운영 시스템을 살려 압도적인 비일상감의 스테이를 제공한다. 

 

톈타이산 지구 

톈타이산 지구는 연간 약 2,000 만 명이 찾는 중국 유수의 관광지로, 국가 5A 급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다. 이 지구는 중국 십 대 영산(霊山) 중 한 곳으로, 불교 천태종의 발상지, 

도교의 본거지로도 잘 알려졌다. 또한, 해발 1,200미터 전후의 봉우리 사이 골짜기에는 많은 

사찰과 사원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 하나인 궈칭사(Guoqing)는 중국 천태종의 요람으로서 

예로부터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다. 사계절 매력적인 풍경과 

더불어 스량폭포, 경대선곡, 화딩 국가 삼림공원 등 다양한 경승지를 만날 수 있다. 그 

밖에도 높은 고도에서 자라나는 명차 운무차와 약 1 천여 종의 한방약도 유명하다.  

*국가 5A 급 관광지: 중국 국가여유국이 일정 기준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관광지로 5A 가 최고등급이다. 

 

호시노 리조트 가스케 톈타이 

호시노 리조트 가스테 톈타이는 톈타이산 지구 해발 약 800 미터에 위치한다. 옛 중국을 

방불케 하는 건물에는 최대 260 제곱미터 규모의 스위트룸을 포함 총 103 개의 객실과 함께 

다이닝, 수영장, 헬스장, 스파, 라이브러리 라운지의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다. 광대한 자연에 

둘러싸인 이 시설은 도시의 훤소를 벗어나 한가로운 스테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로비에서 

조망하는 시시각각 변하는 톈타이산의 황혼은 보는 이의 숨을 멎게 할 정도로 아름답다. 

또한, 이 시설은 연꽃 마을(Lotus Town)이라는 지역개발 프로젝트로 완성된 리조트에 들어서 

있어 상업시설과 스키장 등도 겸비해있다. 호시노 리조트 가스케 톈타이 관계자는 “미소가 

넘치는 서비스와 청결한 객실, 지역의 식재료를 사용한 미식을 제공 해 나갈 것을 약속할 

것”이라며 “주변 환경을 살려 압도적인 비일상감을 느낄 수 있는 스테이를 연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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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 가스케 톈타이 시설 개요 

시설명: 호시노 리조트 가스케 톈타이 

소재지: Lotus Town, Tiantai Shan, Zhejiang Province, China 317-209 

객실수: 103 실 

부대시설: 다이닝, 수영장, 헬스장, 스파, 라이브러리 라운지 등 

체크인: 15 시 / 체크아웃: 12 시 

숙박요금: 1 박 1 실 2,888 위안~ (2 인 1 실 이용 기준, 세금・봉사료 포함, 조식포함) (예정) 

교통: 상하이 푸동공항 또는 홍차오공항에서 차로 약 4 시간 

예약시작일: 2020 년 12 월(예정) 

오픈일: 2021 년 봄(예정) 

 

호시노 리조트 기업 개요 

호시노 리조트는 창업주인 호시노 가스케가 1914 년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료칸으로 

처음 개업하여, 현재는 그 4 대째인 호시노 요시하루에 의해 호텔 매니지먼트 기업으로서 큰 

영향력을 지닌다. 일본 각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초점을 둔 유니크한 체험과 일본 특유의 

환대(오모테나시; おもてなし)를 제공하며, 2001 년 가루이자와에서부터 급성장하였다. 럭셔리 

브랜드 호시노야(HOSHINOYA), 온천 료칸 브랜드 카이(KAI), 스타일리시한 리조트 브랜드 

리조나레(RISONARE), 도시 관광호텔 오모(OMO),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루즈한 호텔 

베브(BEB)의 5 개의 브랜드를 일본 국내외 40 개 이상의 시설에서 전개중이다. 

 

[이미지_1] 호시노 리조트 가스케 톈타이 시설 입구의 연꽃 분수  

 

 

[이미지_2] 호시노 리조트 가스케 톈타이 라이브러리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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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_3] 호시노 리조트 가스케 톈타이 로비에서 바라보는 톈타이산 석양 

 

 

[이미지_4] 호시노 리조트 가스케 톈타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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