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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벡스(avex) 주식회사

호시노 리조트

‘에이벡스 아트 에이전시 프로젝트’와 호시노 리조트가
신인 크리에이터 발굴을 위해 아트 컨테스트를 개최

~’호시노 리조트 x 에이벡스(avex) CREATORS WALL’ @ OMO1 도쿄 가와사키~

에이벡스(avex) 주식회사(본사:도쿄도미나토구,대표이사회장 CEO:마쓰우라마사토,이하:에이벡스(avex))가

전개하는 ‘에이벡스 아트 에이전시 프로젝트’와 호시노 리조트(본사:나가노현가루이자와마치,대표이사:호시노

요시하루)가 아트 컨테스트 ‘호시노 리조트 x 에이벡스(avex) CREATORS WALL’을공동 개최한다.

‘여행의 텐션을 올려 주는 호텔’을 콘셉트로 전개하는 OMO 브랜드의 세 번째 시설 ‘호시노 리조트 OMO1 도쿄

가와사키’에서 객실 벽지로서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예술 작품을 모집한다. 모집 테마는 “마음 내키는 대로 훌쩍

떠나는 여행”이다. 활기 넘치는 가와사키라는 도시를 구현하는 에너제틱한 예술작품들의응모를기대하고있다.

‘에이벡스 아트 에이전시 프로젝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신인 크리에이터의 발굴을 목표로 삼고있다.



【’호시노 리조트 x 에이벡스(avex) CREATORS WALL’ 개최 개요 】
특설 사이트: http://ha-cw.com/

응모 기간: 2020년 2월 4일(화)~3월 31일(화) 23:59까지

모집 테마: 마음 내키는 대로 훌쩍 떠나는 여행

심사원:

에이벡스(avex) 주식회사 그룹 집행 임원 신사업 추진 본부장 가토 신스케

호시노 리조트 대표 호시노 요시하루

응모 자격:

·응모 시 나이가 만 18세~만 35세인 분

·표현자(크리에이터)를 목표로 하며, 입상 작품 발표회에 참가하실 수 있는 분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분

·2020년 6월 10일(수)의입상작품발표회(예정),입상후인터뷰작품발표,각종프로모션활동등에참가하실수

있는 분
※ 4월 중순 심사회에서 입상자를 결정하고, 6월 10일(수) 입상 작품 발표회가 예정되어있음.

※ 입상자 특전과 응모 방법 등은 특설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에이벡스 아트 에이전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근 예술계는 소액 투자와 공동 소유 서비스의 탄생으로 인해 예술 관련 비즈니스 서적이 다수 출판되는 등,

종래에 비해 폭넓은 층으로부터 관심을 받으며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중이다. 에이벡스(avex)의 신사업

추진본부는 2019년 7월부터 미술가의 에이전트 프로젝트인 ‘에이벡스 아트 에이전시 프로젝트’를 설립하여,

기업과의 컬래버레이션과 전시회 출전 등을 통해, 작품들이 널리 전개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있다.

【‘호시노 리조트 OMO’에 대해서 】
‘OMO’는 도시 관광객을 위해 여행지를 만끽할 수 있는 진한 매력과 익살맞은 장난기로 가득한 호텔 체류를

제공한다. 콘셉트는 ‘여행의 텐션을 올려 주는 호텔’이다. 2018년 4월 호시노 리조트 OMO7

아사히카와(홋카이도), 같은 해 5월 호시노 리조트 OMO5 도쿄 오쓰카를 개업하였으며, 2022년 4월에는호시노

리조트 OMO7 오사카 신이마미야, 2023년 봄에는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서 ‘호시노 리조트 OMO

시모노세키(가칭)’을 개업할 예정이다.

URL: https://omo-hotels.com/ko/

【‘호시노 리조트 OMO3 도쿄 가와사키’에 대해서 】
2020년 6월 11일, 도쿄와 요코하마의 장점들만 모여 있는 활기 넘치는 도시 ‘가와사키’에호스텔타입의 OMO가

탄생한다. 다양한 음식과 음악을 진하게 만끽할 수 있는 이웃 투어 ‘Go-KINJO’와 부담 없이 묵을 수 있는

도미토리 타입의 객실, 자기 집 거실처럼 자기 시간을보낼수있는퍼블릭스페이스등,자유롭게시간을보낼수

있다. 하네다 공항에서 최단 16분, 도쿄에서 요코하마와 가마쿠라까지 훌쩍 떠날 수 있는 ‘가와사키’를거점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떠나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

URL:

http://ha-cw.com/
https://omo-hotels.com/ko/


이상

《문의》

　에이벡스(avex) 주식회사 홍보실 홍보 유닛 pr@av.avex.co.jp
호시노 리조트 글로벌 마케팅 global@hoshinores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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