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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콘셉트》

잠만 자고 끝나는 것이 아닌, 여행 기분을 돋워 주는 도시 관광 호텔

여행지를 통째로 즐기는 호텔 주변의 로컬한 매력과

위트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한 호텔에서의 숙박이 여행의 흥을 돋워줍니다. 

호시노 리조트(소재지 : 나가노현 가루이자와마치, 대표 : 호시노 요시하루)가 호시노야, 리조나레, 카이의 뒤를
잇는 네 번째 호텔 브랜드 ‘OMO (오모)’를 설립하고, 2018년 봄부터 오픈합니다. 리조트 지역이 아닌 도시부를
중심으로 한 입지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중견 비즈니스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여행을 제안하
는 도시 관광 호텔 브랜드로서 아사히카와, 오쓰카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로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탄생 배경

도시 관광 시장에 있어 일반적인 비즈니스·시티 호텔을 이용하는 ‘관광 목적’의 고객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
다. 그러나 도시부의 많은 호텔은 고객이 비즈니스를 위해 숙박하는 것에 착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호시노 리조트
는 관광객이 비즈니스 호텔에서 마치 곁방을 빌리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광객의 여행 기
분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가설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객만을 염두에 둔 도시
호텔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하고, 철저하게 새로운 호텔에 대해 검토해 왔습니다.

또한 여행의 퀄리티를 높히기 위해 숙박만 하는 호텔로는 부족하다는 발상으로부터 ‘잠만 자고 끝나는 것이 아닌,
여행 기분을 돋워주는 도시 관광 호텔’이라는 콘셉트를 탄생시켰습니다.

향후의 전개

2018년 봄, ‘호시노 리조트 OMO7 아사히카와(호시노 리조트 오모 세븐 아사히카와)’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및
‘호시노 리조트 OMO5 오쓰카(호시노 리조트 오모 파이브 오쓰카)’ (도쿄 오쓰카)를 시작으로 오사카 신이마미야
역 앞(명칭 미정)에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명칭에 들어 있는 숫자는 각 시설의 넘버링이 아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스
토랑의 유무 등 당사에서 정의한 호텔 내 설비의 유무 및 스펙의 기준을 0으로 했을 경우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
다.

매력 넘치는 지방 도시에서의 오픈을 시야에 두고 관광객을 위한 도시 관광 호텔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호시노 리조트의 새 브랜드 ‘OMO (오모)’ 탄생
콘셉트는 ‘잠만 자고 끝나는 것이 아닌, 여행 기분을 돋워 주는 도시 관광 호텔’



브랜드 로고

‘집’의 형상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지역·교류의 강력함을 느끼게 하고 가정적인 따뜻함을 연
상시킵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집’의 느낌을 내포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그려진 맞배지붕의 디자인을 도입
하여 강인함과 따뜻함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예로부터 사람의 마음 속에 있었을 듯한 고전적인 요소와 돌에 새겨진 문자와 같은 강렬함을 부여함으로

써 변화가 빠른 현대 도시에서 브랜드와 건물에 영원히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는 로고였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디자인 : 도코로 아사오(TOKOLOCOM)

브랜드 프로미스
호시노 리조트 OMO는 각 지역의 매력과 함께 ‘관광객을 위한 도시 호텔’을 지향할 것입니다. 도시 관광에 있어
여행의 퀄리티를 높혀 나가겠다는 의지와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를 브랜드 프로미스를 통해 고객 여
러분과 지역에 약속 드립니다.

① 캐주얼하고 혁신적인 인테리어
호텔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간을 개선했습니다. 작지만 정말 즐거운, 사용하기 편리한 게스트 룸입니
다.

② 친절한 서비스
상냥하고 친근하며 미소와 활기가 넘치는 직원들이 대기 중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는 친구처럼 즐거운
숙박을 도와 드립니다.

③관광에 눈높이를 맞춘 입지 조건
OMO가 위치한 곳은 사람들의 왕래마저 매력적인 로컬한 지역입니다. 거리를 한바퀴 돌다 보면 어느새 마음을
사로잡히게 됩니다.

④ 현지의 매력을 만끽하는 비법
가이드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지의 즐거움을 실시간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방으로 돌아가기가 아쉬운 공용 공간
변화무쌍한 로비와 라운지는 재치 넘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까운 다채로운 놀이와 모임
들이 무심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입니다.

⑥부담 없는 여행이 즐거워지는 합리적인 가격
관광, 취미, 친구와의 재회 등 누구나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쉬운 가격을 설정했
습니다.

기사에 관한 문의
호시노 리조트 global@hoshinoresort.com

『호시노 리조트 OMO 공식 사이트』
https://omo-hotels.com （일어)

사이트 오픈 : 2017년 10월 5일 · 예약 접수 시작 : 2017년 11월 15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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