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호시노 리조트 OMO3 도쿄 가와사키」 

2020년 6월 11일에 리뉴얼 오픈 
호시노 리조트 최초의 도시 관광 호스텔 

 

호시노 리조트는 2020 년 6 월 11 일에 「호시노 리조트 OMO3 도쿄 가와사키」를 리뉴얼 오픈한다. 도쿄 도심과 

요코하마 등 관광 명소, 하네다 공항으로도 접근성이 좋은 가와사키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묵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면서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객실과 그 분위기에서 심오함이 느껴지는 

가와사키의 거리를 만끽하기 위한 서비스 등, 도시 관광객의 눈높이에서 즐겁게 체류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호스텔이다.  

 

 

 

 

 

 

 

 

 

 

 

 

 

 

 

 

 

 

호시노 리조트 최초의 도시 관광 호스텔 
「호시노 리조트 OMO3 도쿄 가와사키」는 호시노 리조트 최초의 도시 관광 호스텔이다. 여행의 선택지를 

늘려서 여행자들이 더욱 부담 없이 여행을 떠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탄생했다. 1박 2,818엔부터로 마음만 먹으면 

바로 묵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면서도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객실과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널찍한 공용 공간, 그 분위기에서 심오함이 느껴지는 가와사키의 거리를 만끽하는 서비스 등 여행의 텐션을 

올려 주는 아이디어가 한가득. 도시 관광객의 눈높이에서 즐겁게 체류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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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O 브랜드에 관해 
「OMO」는 호시노 리조트가 운영하는 도시 관광호텔 브랜드이다. 「여행의 텐션을 올려 주는 호텔」을 콘셉트로 

도시 관광객을 위해 거리를 속속들이 즐기는 서비스와 장난기가 느껴지는 장치가 가득한 호텔 체류를 제안하고 

있다. 2018 년에 탄생하여 같은 해 4 월 「OMO7 아사히카와」(홋카이도), 5 월에 「OMO5 도쿄 오쓰카」를 

개업했다. 본 시설은 3 번째 시설이 되며, 2022 년에는 「OMO7 오사카 신이마미야」의 개업을 예정하고 있다. 

시설명에 있는 숫자는 OMO 브랜드에서의 서비스의 폭을 나타내며, 본 시설은 「3」에 속한다. 

 

훌쩍 떠나는 여행의 거점으로 적합한 위치와 가와사키의 매력 
OMO3 도쿄 가와사키는 가와사키역 근처에 자리 잡고 있다. 하네다 공항에서 최단 16분에 이동할 수 있고, 

스카이트리나 아사쿠사, 요코하마와 즈시 등 관광 명소에 전철로 한 번에 갈 수 있기에 훌쩍 떠나는 여행의 

거점으로 적합하다. 

가와사키역 주변에는 지역 주민이 모이는 노포 요리점과 매일 밤 라이브가 열리는 바 등 다양한 가게가 있다. 

관광 명소를 돌아본 이후라도 여행의 텐션이 올라간 채로 거리를 즐길 수 있다. 

 

OMO3 도쿄 가와사키를 즐기는 3가지 포인트 

포인트1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타입의 객실 

＜네도코 팟(NEDOCO Pod)＞ 

여행을 부담 없이 즐기고 싶은 분에게 추천. 그만 

자신도 모르게 파고들고 싶어지는 도미토리 타입이다. 

침대는 세미 더블 사이즈여서 걷느라 지친 다리를 

그대로 내팽개치더라도 여유 있는 널찍한 공간. 

독서등과 시큐리티 박스, 행거 레일 등이 있어 

컴팩트하면서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다. 비밀 기지에 

있는 듯한 기분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다. 

 

 

 

＜코바코 캐빈(COBACO Cabin)＞ ＜스미카 룸(SUMICA Room)＞ 

 

 

 

 

 

 

 

개인 공간을 양보할 수 없는 

분에게 추천하는 자물쇠로 잠

기는 개인실 타입. 큰 짐을 펼

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다

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않

고 느긋하게 지낼 수 있다. 

두 사람도 숙박할 수 있는 객

실. 소파와 전용 샤워실을 갖추

고 후크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벽 등 여행자가 사용하기 편리

한 아이디어가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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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2 객실로 돌아오는 것이 아깝다!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OMO 베이스」 

「OMO 베이스」에서는 거리의 명물 요리를 사 와서 

커다란 다이닝 테이블에서 먹거나 편안한 소파 좌석에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등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 또한, 

가와사키의 정보를 모아 놓은 게시판과 지도 등도 

있기에 이 도시를 즐기는 거점이 된다. 앞으로는 시설의 

이웃이 진행하는 워크숍의 개최와 이벤트도 예정하고 

있다. 

 

 

 

 

포인트 3 모르는 거리에서도 안심하고 녹아들 수 있는 서비스 「Go-KINJO」 

OMO 브랜드에서는 시설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를 

하나의 리조트로 인식하여 숙박자가 마음껏 동네 외출을 

즐기기를 권장하고 있다. 「Go-KINJO」는 시설로부터 

도보권 이내의 「동네」에서 즐겁고 두근거리는 경험을 

하고 거리를 만끽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이 도시에서 

일하고 있기에 추천할 수 있는 명소를 소개한 「Go-

KINJO 맵」이나, 여행지에 사는 친구처럼 직원이 거리를 

안내하는 액티비티 「이웃 가이드 오모 레인저」 등이 

준비되어 있다.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주점을 이곳저곳 마시면서 

둘러보거나 공업 도시이기에 볼 수 있는 기술을 체험하는 등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어 그 깊이가 느껴지는 

가와사키를 즐길 수 있다. 

 

 

시설 개요 
시설명    : 호시노 리조트 OMO3 도쿄 가와사키 

소재지    : 〒210-0023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오가와쵸 17-1 

시설 구성    : 객실, 공용 샤워실, 공용 공간 「OMO 베이스」 셀프 수하물 공간 

객실 수     : 227실 

요금     : 1박 2,818엔~ (1인 1실 이용 시, 세금 별도, 식사 별도)  

교통편    : JR가와사키역에서 도보 7분, 게이큐가와사키역에서 도보 10분 

개업일    : 2020년 6월 11일 

예약 시작일   : 2020년 3월 4일 

URL      : https://hoshinoresorts.com/en/hotels/omo3tokyokawas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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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