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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 신이마미야역 

호시노 리조트가 도시관광호텔 개발 개시 
 

관광도시 오사카를 최대한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로케이션 

호시노 리조트(소재지: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마치, 대표이사: 호시노 요시하루)는 도시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대형 도시관광호텔을, 2022 년 오사카시 신이마미야(新今宮)역 앞에 개업합니다.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신이마미야역 앞에 위치하며, 오사카의 풍치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신세카이(新世界)에 인접하여, 도시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의 상징이기도 

한 쓰텐카쿠(通天閣)와 신세카이 지역이 도보권에 있어 도시관광을 즐기는 여행객에게는 매력적인 

위치입니다. 교통수단 역시 간사이국제공항에서 직통으로 연결됨은 물론, 난카이(南海)전철과 

JR 오사카순환선 신이마미야역, 지하철 미도스지(御堂筋)선과 사카이스지(堺筋)선 동물원 

앞(動物園前)역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건설예정 토지는 JR 오사카순환선 신이마미야역 홈에 인접한 약 14,000 평방미터 입니다. 호텔 건물과 

일체화 된 녹지를 마련함으로써, 여행객에게는 매력적인 호텔이 되게 함과 동시에, 신이마미야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도 도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경관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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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호텔은, 오사카 및 그 주변을 관광하는 여행객이 오사카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더욱 즐길 수 있는 

호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에어리어에서는 오사카의 식문화를 느낄 수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테리아, 여행의 피곤함을 달래줄 대욕장(大浴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뮤즈먼트 시설, 

숙박객을 위한 계절 행사와 퍼블릭 뷰잉(Public Viewing)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는 장소 등, 오사카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지역적 특색이 넘치는 서비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사카는 독자적인 문화를 품은 아시아 유수의 대도시로, 당사 사업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관광 호텔 운영을 통해. 신이마미야역 주변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시설 및 설비 등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역의 매력을 살린 커뮤니티와의 협력 등을 통해 

‘오사카 관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호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요 

・명칭: 미정   

・장소: 신이마미야역 (오사카시 나니와구 에비스니시 3 초메 16 반가이구) 

・대지면적: 13,909 평방미터  

・개업: 2022 년 봄(예정) 

・객실 면적: 30 ㎡〜 

 

 액세스 

・간사이공항에서 난카이공항선 공항급행 등으로 신이마미야역까지 약 50 분 

・난카이전철과 JR 오사카순환선 신이마미야역, 지하철 미도스지선과 사카이스지선 동물원 앞역에 인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