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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 레인저와 함께 로컬 슈퍼마켓에서 숨은 보석을 찾자  

(홋카이도, 호시노 리조트 OMO7 아사히카와) 

 

호텔, 도시를 탐험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기지가 되다. 

2018 년 봄, 호시노 리조트에서는 도시 관광과 현지 도시 생활을 중심으로 독특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 번째 호텔 브랜드 “OMO”를 런칭했습니다. 도시에 위치한 호텔들은 출장이나 럭셔리함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호텔에서는 사람들이 도시 한복판에 있다 한들, 사람들과 도시가 서로 이어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OMO 는 진정한 이웃사촌이자 여행객들을 위한 허브, 기지로 자리잡음으로서 

이런 현상을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현지 슈퍼마켓에서 호텔 투숙객들을 안내하는 오모 그린 레인저. 

 

호시노 리조트 OMO7 아사히카와의 투숙객 여러분들은 로비 라운지에 위치한 널찍한 열린 공간인 OMO 

베이스에서 만나 현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OMO 브랜드에서는 브랜드 모토인 “현지의 리듬에 빠져 

보자”를 실천하는 Go-KINJO (go 와 이웃을 뜻하는 킨조近所의 합성어) 이니셔티브를 창설했습니다. Go-KINJO 

이니셔티브의 한 부분으로서 OMO 베이스에는 호텔 근처의 추천 장소를 조감도 형식으로 보여 주는 큰 Go-

KINJO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흔한 관광지의 범위에서 벗어난 곳까지 하이라이트되어 있으며, 주변 

지역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OMO 직원에 의해 정기적으로 내용이 갱신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모 레인저가 호텔 투숙객 여러분께 현지인들만 아는 비밀과 

장소를 소개하는 개인화된 현지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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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은 선물상자! 

호시노 리조트 OMO7 아사히카와에서는 2019 년 6 월 “오모 레인저와 

함께하는 로컬 슈퍼마켓 탐방”을 시작합니다. 오모 레인저는 공항이나 

다른 평범한 관광지에서는 찾을 수 없는 현지 상품과 레어 아이템이 

가득한 현지 슈퍼마켓 “다이이치(현지 슈퍼마켓)”로 호텔 투숙객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모 레인저가 호텔 투숙객 여러분들이 쇼핑하시는 중에 

상품을 설명하고 토막상식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색색의 오모 레인저 

오모 레인저는 주변 지역에 관한 팁을 공유하여 호텔 투숙객 여러분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에 열정을 가진 OMO 직원 조직입니다. 전문 분야에 

따라 OMO 레인저의 상징색이 다른데, 레드, 블루, 그린, 옐로우, 퍼플 

레인저가 있습니다. 도시를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오모 그린 레인저가 “오모 

레인저와 함께하는 로컬 슈퍼마켓 탐방”을 진행하게 됩니다. 

 

60 년 이상 현지인들에게 성업 중 

“다이이치” 슈퍼마켓은 홋카이도 내 23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1958 년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지인들께 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텔 투숙객 여러분들이 신선한 재료와 현지 특산품을 확인하실 수 있는 

다이이치 니시 점은 호시노 리조트 OMO7 아사히카와에서 15 분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9 년 “오모 레인저와 함께하는 로컬 슈퍼마켓 탐방” 스케줄 

일자: 2019 년 6 월 1 일 – 11 월 30 일 

일시: 4 – 5pm 

인수: 최대 5 명   

비용: 무료 (호텔 투숙객 한정) 

예약: 호시노 리조트 OMO7 아사히카와 웹사이트에서 예약 

 

 

호시노 리조트 OMO7 아사히카와 

주소: 일본 홋카이도 현 아사히카와 시 로쿠조 9 070-0036 

오시는 길: 아사히카와 역에서 도보 13 분  예약 센터: +81-(0)166-29-2666 

객실 수: 237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1 박 가격: 인당 5,000 엔부터 (세금 및 서비스 요금 포함)  웹사이트: https://omo-hotels.com/asahik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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