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호시노 리조트 OMO5 도쿄 오쓰카(도쿄도 도시마구) 

소메이요시노의 발상지에서 마음껏 벚꽃을 만끽할 수 있는 

‘OMO 전력 벚꽃 축제’ 개최 
기간: 2020 년 3 월 1 일~4 월 19 일 

 
오쓰카의 거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도시 관광호텔 ‘호시노 리조트 OMO5 도쿄 오쓰카’가 2020 년 3 월 

1 일부터 4 월 19 일까지 소메이요시노(일본 왕벚나무)의 발상지에서 마음껏 벚꽃을 만끽할 수 있는 ‘OMO 전력 

벚꽃 축제’를 개최한다. 활짝 핀 벚꽃 아트플라워를 사용한 호텔 내부 장식과 호텔 주변의 이웃분들과 

컬래버레이션한 ‘벚꽃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이웃 가이드 오모 레인저’가 진행하는 일부 투어가 기간 

한정으로 ‘사쿠라 투어’로 바뀐다. 오쓰카의 거리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사쿠라 레인저이기 때문에 안내할 수 

있는, 오쓰카의 매력적인 벚꽃 명소로 손님을 안내한다. 이로 인해 소메이요시노 발상지인 도시마구에 자리한 

OMO5 도쿄 오쓰카에서는 언제나 손쉽게 꽃놀이 기분을 즐길 수 있다. 

▲’OMO 전력 벚꽃 축제’ 개최 기간의 4 층 OMO 베이스 장식 이미지 

개발 배경 
OMO5 도쿄 오쓰카가 있는 도시마구는 실은 소메이요시노(왕벚나무)의 발상지이다. 현재의 소메이 주변에는 

에도성의 식목 장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품종 개량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소메이요시노라는 

설이 있다. 그러한 관계도 있는 OMO5 도쿄 오쓰카 주변에는 소메이요시노의 가로수길과 예전부터 벚꽃의 

명소로 사랑받아 온 아스카산 등,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모여 있다. 그러한 오쓰카에서 벚꽃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OMO 전력 벚꽃 축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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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O 전력 벚꽃 축제’를 즐기기 위한 3 가지 포인트 

1 멋진 벚꽃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호텔 내부 장식 
오쓰카의 현재를 나타내는 개방적인 로비 라운지인 호텔 4 층의 OMO 

베이스에서 이 기간 동안 매일 활짝 핀 소메이요시노 아트플라워가 

손님을 맞이한다. 벚꽃과 벚꽃색 등불로 장식된 OMO 베이스에서 

시간대에 따라 멋진 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 요소들로 가득한 벚꽃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낮에는 빛을 받아 하나하나가 선명한 색으로 빛나는 

벚꽃의 매력을, 그리고 밤에는 등불에 밝혀진 환상적인 벚꽃의 매력을 

각각 즐길 수 있다.  
▲4 층 OMO 베이스 장식 이미지(야간) 

 

2 벚꽃을 이미지하여 이웃분들과 컬래버레이션하여 만든 ‘꽃놀이 디저트 세트’ 
꽃놀이를 더욱더 즐겁게 해 줄 ‘꽃놀이 디저트 세트’를 언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호텔 4 층 오모 카페에서 기간 한정으로 판매한다.  

벚꽃 밀푀유와 벚꽃 모나카가 세트로 된 꽃놀이 디저트 세트는 오쓰카 

거리의 이웃분들과 컬래버레이션한 오모 카페 한정 디저트이다. 벚꽃을 

이미지하여 만든 생김새부터 향기에 이르기까지 마음껏 벚꽃을 맛볼 수 

있다. 거리의 진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호텔로서 이웃분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 온 OMO 이기 때문에 실현할 수 있었던 컬래버레이션이다. 
▲’꽃놀이 디저트 세트’ 이미지 

【오모 카페가 고안한 상품 소개】 

벚꽃 밀푀유 

“오쓰카의 사랑을 받아온 청과점 ‘후루츠 스기’ x 차를 즐기는 방법을 무한하게 넓혀 나가는 차 전문점 ‘노도카’”   

후루츠 스기의 신선한 딸기와 깊은 맛이 나는 노도카의 차를 함께 맛볼 수 있는 디저트이다.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밀푀유를 일본풍으로 어레인지하여, 되에 담아 제공한다. 쌉싸름한 차의 깊은 맛 속에서 딸기의 

새콤달콤한 맛이 빛을 발하는 디저트이다. 

 

벚꽃 모나카  

“역사 깊은 인기 화과자 가게 ‘센나리 모나카’ x 후루츠 스기”  

센나리 모나카의 진한 흰 앙금과 후루츠 스기의 딸기를 벚꽃 모양의 모나카 사이에 끼운 디저트이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는 흰 앙금은 물론, 봄에 제철을 맞이하는 딸기도 듬뿍 맛볼 수 있다. 모나카의 껍질에서 벚꽃 

향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생김새부터 향기까지 벚꽃을 만끽할 수 있다. 

 

‘꽃놀이 디저트 세트’ 개요 
요금: 818 엔(세금 별도) 

판매 기간: 2020 년 3 월 1 일~4 월 19 일 중 매일 12:00~17:00(라스트 오더) 

장소: 오모 카페(호텔 4 층) *외래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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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소개】 

후루츠 스기 

반세기 이상 오쓰카 주민들에게 계속 사랑받아온 청과점이다. 최근에는 제철 과일로 만드는 파르페가 SNS 에서 

주목을 받는 등, 오쓰카에서 화제를 모으는 장소로서도 인기가 있는 곳이다.  

■주소: 도쿄도 도시마구 기타오쓰카 2-11-4 그란다 에크라디카스 1 층/OMO5 도쿄 오쓰카에서 도보 3 분 

 

노도카 

오쓰카를 거점으로 일본에서 손꼽히는 유기농 차 밭에서 직접 고품질의 일본 차를 제공하는 차 전문점이다. 

‘전통 있는 일본 차에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하여, 차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과 매력을 전 세계로 넓혀 나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활동 중이다. 

■공식 홈페이지 URL: https://www.nodokatea.com/ 

 

센나리 모나카 오쓰카점 

쇼와 12 년(1937 년) 창업하여 82 년간 계속되어 온 노포 화과자 가게이다. 갓포기(소매가 달린 앞치마)를 입은 

오쓰카의 어머님들이 다정한 미소로 손님을 맞는, 예전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가게이다. 

■주소: 도쿄도 도시마구 미나미오쓰카 3-54-4/OMO5 도쿄 오쓰카에서 도보 4 분 

 

3 오모 레인저가 진행하는 ‘도쿄 트램 투어’가 기간 한정으로 ‘사쿠라 투어’로 변신! 
 이 기간에는 오모 레인저가 진행하는 아침의 ‘도쿄 트램 투어’가 

오쓰카의 벚꽃의 매력을 남김없이 즐길 수 있는 ‘사쿠라 투어’로 

변신한다! 벚꽃 핫피(축제 참가자나 장인들이 주로 입는 일본 전통 

의상)를 몸에 두른 사쿠라 레인저가 벚나무 가로수를 중심으로 

오쓰카의 거리를 안내한다. 벚꽃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레인저가 

진행하는 투어에서는 벚꽃을 평소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즐길 수 

있다. 또한 음악으로 풍성한 오쓰카의 레인저가 기타를 연주하며, 

여행의 기분을 한층 더 돋워 준다. 
▲‘사쿠라 투어’ 이미지 

 

‘사쿠라 투어’ 개요 
예약: OMO5 도쿄 오쓰카 홈페이지에서 전날 22:00 까지 예약 *빈자리가 있으면 당일 프런트에서 예약 가능 

시간: 9:00~10:00 

요금: 무료 

포함되는 것: 사쿠라 레인저의 가이드 

정원: 1~10 명 

대상: OMO5 도쿄 오쓰카 숙박자 한정 

비고: 1 당일의 날씨 상황에 의해 투어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당일 벚꽃의 개화 상황에 의해 일반 코스인 도쿄 트램 투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OMO 전력 벚꽃 축제’ 기간의 사쿠라 투어 개최 시기는 호텔 안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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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O 전력 벚꽃 축제’ 개요 
기간: 2020 년 3 월 1 일~4 월 19 일 

개최 내용: 호텔 내부 장식, 이웃분들과의 컬래버레이션 디저트 꽃놀이 디저트 세트, 사쿠라 투어 

대상자: 외래 가능(사쿠라 투어 참가만 숙박자 한정) 

 

호시노 리조트 OMO5 도쿄 오쓰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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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inquiries about this press release, 
contact Hoshino Resorts PR at: 
E-mail:global@hoshinoresor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