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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 OMO 
OMO 에서 즐거운 여행을 위한 3 종의 신규 서비스를 런칭합니다 

2019 년 9 월 1 일 개시 
 

단순한 숙박 이상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는 호시노 리조트 OMO 에서, 2019 년 9 월 1 일부터 

신규 프로그램인 “오늘의 이웃”, “OMO 타임” 및 “신나고 재미있는 데코레이션 & 아트 이벤트”를 일단 

오시면 객실로 돌아가시는 것을 잊으실 만큼 흥미로운 퍼블릭 공간, OMO 베이스를 통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신규 서비스는 퍼블릭 공간에서의 신개념 체험으로서, 손님들이 여행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사귀며 새로운 것들에 대해 알아가는 컨셉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 OMO5 도쿄 오쓰카의 OMO 타임    

신규 서비스 런칭 배경 

OMO 는 2018 년 봄에 출범한 어반 투어리스트 호텔 브랜드입니다. “단순한 숙박 이상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흥미로운 어반 투어리스트 호텔”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OMO 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휴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셉의 시작으로, 본 브랜드에서는 OMO 호텔 주변 도시를 하나의 

리조트로 바라보는 Go-KINJO(이웃)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지역 문화에 대한 몰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OMO 에서는 직원들이 좋아하는 지역을 표시한 “GO-KINJO 맵”과 직원들이 

친구가 되어 손님들에게 도시 주변을 가이드해 드리는 “오모 레인저” 프고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올해는 호시노 리조트 OMO7 아사히카와와 호시노 리조트 OMO5 도쿄 오쓰카를 통해 브랜드를 출범한지 

2 년째 되는 해로, OMO 에서는 도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새로 만난 사람들을 통해 뜻깊은 여행을 만들 수 

있는 퍼블릭 공간인 “OMO 베이스”에서 3 종의 신규 서비스를 통해 특별한 지역 문화 체험을 체험하는 

더욱 흥미진진한 여행 경험을 제공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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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O 베이스의 신규 서비스 3 종 

 

1  “오늘의 이웃” 이벤트를 통해 펼쳐지는 지역 몰입 체험 

오늘의 이웃은 특별한 지역민들이 OMO 베이스를 방문하여 해당 도시의 문화적인 정수를 소개해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해당 도시의 지역민, 상품과 교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OMO7 아사히카와에서는, 지역 목장의 

우유로 독특한 치즈를 만드는 치즈 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치즈 제작 과정에 참여해 보거나, 지역의 

장인들이 캔버스 및 가죽을 재료로 가방 등의 작품을 만드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OMO5 도쿄 

오쓰카에서는 수제 맥주 전문가와 지역 맥주 양조 전문가가 참여 워크숍을 열거나, 유서가 깊은 차 가게의 

마스터를 통해 시음을 해보는 등의 이벤트가 열립니다. 여행객들은 직접 해당 도시를 둘러보기 전에 

가이드북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말 멋진 지역 문화 체험에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날짜: 2019 년 9 월 1 일부터  ■ 비용: 무료 입장   

■ 예약 방법: 예약 필요 없음  ■ 대상 청중: 호텔 고객/외부 방문객 

 *이벤트 상세사항은 매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상세 일정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OMO5 도쿄 오쓰카 맥주 제조 워크샵 ▲ OMO7 아사히카와 지역 장인 ▲ OMO5 도쿄 오쓰카  

지역 차 가게 부스 시음회 

2  신나고 재미있는 데코레이션 & 아트 이벤트 

OMO 베이스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이곳에 오는 누구나 미소를 짓게 되는 재미있는 장식입니다. OMO7 

아사히카와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아사히카와 라멘에서 영감을 받은 볼그릇 모양의 등갓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식들은 도시 주변의 5 곳의 라멘집에서 실제 사용되던 라멘 그릇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또한, 

OMO5 도쿄 오쓰카에서는, 토덴 아라카와선에서 실제 사용되는 손잡이, 정지 버튼 및 정지 신호 장식이 

있어서, 해당 노선을 실제로 탑승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도시의 문화적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OMO 베이스에서는 지속적으로 아트 이벤트를 열 

계획입니다. 도시는 아트, 음악, 공연과 같은 문화적 요소가 결합된 곳으로, 매일 새롭게 생성되어 전세계에 

그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에 OMO 에서는 앞으로 OMO 베이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화 창작자들을 

후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날짜: 장식물은 영구 전시, 이벤트는 비정규적으로 개최  

*일정과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청중: 호텔 고객 및 방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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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O7 아사히카와 라멘 그릇 등갓 ▲ OMO5 도쿄 오쓰카  

토덴 아라카와선 장식 

▲ OMO5 도쿄 오쓰카  

야마노테선 포스터 이벤트 

 

3  매일 저녁, 캐쥬얼 이벤트 OMO 타임이 열립니다 

여행객들이 자류옵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벤트인 OMO 타임이 매일 저녁 열립니다. OMO 타임에서는, 

적당한 양의 주류와 안주가 제공되어, 손님들의 흥을 돋구어 드립니다. 매일 다양한 영화 상영과 음악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손님들은 손에 음료를 들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대화와 게임, 훌륭한 음악을 

즐기며 여행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손님들의 숙박 경험을 업그레이드해드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객실 뿐만 아니라 퍼블릭 공간에서도 제공해 드립니다. 

■ 날짜: 2019 년 9 월 1 일부터(매일 개최)  ■ 비용: 무료 입장   

■ 시간: 각 지점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방법: 예약 필요 없음  ■ 대상 청중: 호텔 손님/외부 방문객 

▲ OMO7 아사히카와의 OMO 타임 

“동물 얘기는 하지 않는  

아사히야마 동물원 강의” 

▲ OMO5 도쿄 오쓰카의 OMO 타임 ▲ OMO5 도쿄 오쓰카의 OMO 타임 

 

 

호시노 리조트 OMO7 아사히카와 

주소: 일본 홋카이도 현 아사히카와 시 로쿠조 9 070-0036 

전화: +81-(0)166-29-2666    객실 수: 237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1 박 가격: 인당 4,500 엔부터 (소비세, 식사 별도)  웹사이트: https://omo-hotels.com/asahikawa/ 

 

호시노 리조트 OMO5 도쿄 오쓰카 

주소: 일본 도쿄 도시마구 북오쓰카 2-26-1 

전화: +81-50-3786-1144    객실 수: 125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숙박료: 1 박, 1 인당 6,500 엔부터 (소비세, 식사 별도)  웹사이트: https://omo-hotels.com/otsuka/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