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개요

리솔홀딩스주식회사 



상호 리솔홀딩스주식회사 
RESOL HOLDINGS Co., Ltd. 

대주주 주주명 보유 주식 주주명 

설립일 1931 년 2 월 27 일 미츠이부동산주식회사 2,279,200 41.03% 

자본금 3,948,088,000엔 고나미홀딩스주식회사 1,132,900 20.39 

주식 발행 주식 총수 5,564,200 주 
상장증권거래소 도쿄증권거래소 제 1부 

코드 5261 

일본마스터트러스트신탁은행주식회사(퇴직급부신
탁계좌, 미사와홈 계좌) 342,000 6.15 

종업원 수 그룹 종업원수 1,519명 
(2019년 3월 31일 현재) 

리솔그룹거래처지주회 
101,000 1.81 

본사 소재지 우편번호 160-0023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6-24-1 
TEL: +81-3-3344-8811 (대표) 

일본트러스티서비스신탁은행주식회사(신탁계좌 4) 56,300 1.01 

일본마스터트러스트신탁은행주식회사(신탁계좌) 52,500 0.94 
그룹의 주요 
사업 내용 

●호텔운영사업
●골프운영사업
●CCRC사업
●재생에너지사업
●부동산관련사업/ 투자재생사업

일본트러스티서비스신탁은행주식회사(신탁계좌 5) 39,900 0.71 
일본트러스티서비스신탁은행주식회사(신탁계좌) 35,500 0.63 

일본트러스티서비스신탁은행주식회사(신탁계좌 1) 26,100 0.46 

일본트러스티서비스신탁은행주식회사(신탁계좌 2) 22,100 0.39 
주요 
그룹 회사 

리솔호텔주식회사 
리솔골프주식회사 
리솔세이메이노모리주식회사 
리솔라이프서포트주식회사 
리솔재생에너지주식회사 
리솔시드주식회사  
리솔 R&S 주식회사 
리솔펫&스파호텔스주식회사 
리솔주식회사 

※기타 그룹 회사는 유가증권보고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截至 2019 年 3 月 31 日） 

등록 건설업 허가 도쿄도지사허가(반-30) 제 149214호 

택지건물거래업 면허 도쿄도지사 (1) 제 100051호 

여행업 등록 관광청장관 등록 여행업 제 1177 호 

체제 (이사, 감사, 집행임원) 

대표이사회장 겸 CEO 
회장집행임원 

히라타 히데아키 

[그룹 경영전략 전반] 
그룹 최고 경영 책임자 
사업기획부 내부감사실 
리솔세이메이노모리주식회사 리솔재생에너지주식회사
리솔종합연구소주식회사　관장

대표이사사장 겸 COO 
사장집행임원 

이마이즈미 요시치카 

[운영 사업 전략 전반] 
그룹 최고 집행 책임자 
리솔주식회사 리솔호텔주식회사 리솔 R&S 주식회사 
리솔펫&스파호텔스주식회사 리솔골프주식회사 
리솔시드주식회사 리솔부동산주식회사 관장 

이사상무집행임원 호시노 다다시 
[그룹 홍보, 시스템 전략] 
경영시스템실 홍보실 
리솔라이프서포트주식회사  관장 

이사집행임원 오사와 마사루 
[경영관리 전략] 
관리부 경영관리부 고객상담실 
주쿄골프클럽주식회사 관장 

사외이사 가와무라 유타카 - 

사외이사 히가시오 기미히코 - 

상근감사 고지마 야스지 - 

사외감사 오카모토 마사히코 - 

사외감사 무라카미 다케오 - 

집행임원 미야노 히로유키 사업기획부장 

그룹 상석집행임원 유다 고키 
리솔세이메이노모리주식회사 대표이사사장 
리솔종합연구소주식회사 대표이사사장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2019 년 10 월 1 일 현재



[그룹 조직도] 

≪다세대 교류형 리조트≫ 

솔세이메이노모리(치바현) 

(골프장) 

만나컨트리클럽 

만나 코스 / 만나 게리 플레이어 코스 

(호텔) 

호텔 트리니티 쇼사이/ 로그하우스 

(기타) 

일본 메디컬 트레이닝 센터 

나무 위의 모험 왕국 타자니아 

리솔세이메이노모리주식회사 

리솔어드벤처주식회사 

≪운영 호텔≫ 
호텔 리솔 트리니티 삿포로(홋카이도) 

호텔 리솔 삿포로 나카지마코엔(홋카이도) 

호텔 리솔 하코다테(홋카이도) 

호텔 리솔 아키하바라(도쿄도) 

호텔 리솔 이케부쿠로(도쿄도) 

호텔 리솔 마치다(도쿄도) 

호텔 리솔 요코하마 사쿠라기초(가나가와) 
호텔 리솔 기후(기후현) 

호텔 리솔 트리니티 가나자와(이시카와현) 

호텔 리솔 나고야(아이치현) 

호텔 리솔 교토 가와라마치산조(교토부) 

호텔 리솔 교토 시조무로마치(교토부) 

호텔 리솔 트리니티 교토 

오이케후야초(교토부) 

호텔 리솔 트리니티 하카다(후쿠오카현) 

호텔 리솔 사세보(나가사키현) 

<관리 회사> 

리솔호텔주식회사 

<사업 회사> 

리솔라이프서포트주식회사 

<통괄 회사> 

리솔주식회사 리솔홀딩스주식회사 

≪리조트 호텔≫ 

스파&골프리조트 사쿠슈무사시(오카야마현) 

<사업 회사> 

스파&골프리조트 구지(이바라키현) 

리솔종합연구소주식회사

프리시아 리조트 요론(가고시마현) 

≪R&S 직영 호텔≫ 
리솔 R&S 주식회사

R&S 호텔 나스플라토(도치기현) 

≪펫&스파 호텔≫ 

펫&스파 호텔 나스완(도치기현) 
리솔펫&스파호텔스주식회사 

펫&스파 호텔 이즈코겐 (시즈오카현) 

※반려동물 동반 호텔

≪운영 골프장≫ 

기타무사시 컨트리클럽(사이타마현) 리솔골프주식회사 

아이오이 컨트리클럽(효고현) 

가라츠 골프클럽(사가현) 리솔시드주식회사

미나미토치기 골프클럽(도치기현) 

마시코 컨트리클럽(도치기현) 

다이아타미 국제골프클럽(시즈오카현) 

오카자키 컨트리클럽(아이치현) 

주쿄골프클럽 이시노 코스(아이치현) 

세토우치 골프리조트(히로시마현) 

[운영 제휴 골프장] 리솔재생에너지주식회사

이카호 골프클럽(군마현) 리솔부동산주식회사

<사업 회사>



당신의 휴가를 더욱 즐겁게 

혁신적인 발상과 실천력으로 

“삶의 보람, 유대, 건강, 편안함”을 제공해 

활기찬 사회 만들기에 기여합니다. 

리솔 홈페이지   https://www.resol.jp 

리솔 그룹

골프 

호텔 

라이프 서포트

다세대 교류형 

리조트 커뮤니티 

삶의 보람, 유대, 건강, 편안함 

리조트 라이프

리솔홀딩스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