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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부 오사카시 나니와구(大阪府大阪市浪速区) 

“호시노 리조트 OMO7 오사카 신이마미야”의 착공이 

2019 년 6 월 1 일에 시작됩니다 

 

호시노 리조트(소재지: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정, 대표이사: 호시노 요시하루)는 오사카 시에 건설 중인 호텔명을 

“호시노 리조트 OMO7 오사카 신이마미야”로 정하였으며, 2019 년 6 월 1 일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본 호텔은 오사카의 매력을 뚜렷하게 보존하고 있는 신세카이(新世界) 지역에 인접해 있으며, 

신이마미야역(난카이 전철 및 JR) 옆에 위치하여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손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오사카 및 

주변 지역을 더욱 즐겁게 돌아보고 싶은 여행객들을 위한 도심형 관광호텔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OMO”는 호시노야, 리조나레 및 카이에 이은 호시노 리조트의 4 번째 브랜드입니다. “숙박 이상의 즐길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재미있는 어반 투어리스트 호텔”이라는 컨셉으로, OMO7 아사히카와가 2018 년 4 월, 

OMO5 도쿄 오쓰카는 같은 해 5 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OMO7 오사카 신이마미야는 OMO 브랜드의 3 번째 

호텔입니다. 호시노 리조트에서는 아시아의 주요 대도시 중 하나이자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오사카에서의 OMO 브랜드 개발이야말로 본 리조트의 중요한 기반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신이마미야가 

국내외의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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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더욱 즐겁고 흥미진진한 오사카 여행. 호시노 리조트에서는 오사카의 매력에 열광하시는 여행객들을 OMO 

특유의 친절한 서비스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본 호텔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역 앞에 위치해 있기에, 

호시노 리조트에서는 본 호텔이 여행객과 지역 주민들이 오고가며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더 

나아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호텔 빌딩의 설계에 세세하게 

반영하였습니다. 

JR 오사카 순환선의 신이마미야역에 인접한 14,000 제곱미터의 건설 현장 주변에는 도회적인 주변환경 사이로 

울창한 정원 지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OMO 다움”은 도시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딱딱하고 틀에 박힌 것에서 

벗어난, 친근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지닌 건물 외관의 디자인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및 

쾌적성을 고려하는 빌딩 설계를 통해,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계획 요약 

호텔명： 호시노 리조트 OMO7 오사카 신이마미야 숙박요금:  미정 

객실 수:  436 개실 공사시작: 2019 년 6 월 1 일 

대지면적:  13,907 m² 공사완료: 2021 년 11 월 (예정) 

총면적:  36,922.06 m² 개장: 2022 년 4 월 (예정) 

층수: 지상 14 층   

위치: 오사카시 나니와구 에비스니시 3-38-2 (大阪市浪速区恵美須西 3 丁目 38 番 2) 

호텔 개요: 객실(7 종의 특별 타입), 대중 공간(레스토랑, 카페테리아, 숍, 정원, 온천 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