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텐션을 올려 주는 OMO, 장난스러운 맥주 이벤트 개최 
칵테일과 야마노테선 등 도시와 관련된 테마의 맥주 이벤트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OMO7 아사히카와 :  2020년 6월 1일~8월 15일 

OMO5 도쿄 오쓰카 :  2020 년 6 월 1 일~9 월 6 일 
 
여행의 텐션을 올려 주는 호텔 브랜드 ‘OMO(오모)’가 2020 년 여름, 아사히카와·도쿄 오쓰카의 두 시설에서 

여행객의 텐션을 올려주는 OMO 의 장난스러운 맥주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는 각 시설이 위치한 도시와 관련된 

테마의 맥주 이벤트로, 칵테일의 도시 아사히카와에서는 오리지널 비어 칵테일을, 야마노테선을 호텔 내외에서 

즐길 수 있는 오쓰카에서는 야마노테선 주변의 브루어리에서 모아 온 크래프트 비어를 제공한다. 바의 단골인 

‘Mr.OMO’와의 뜻하지 않은 만남이나, OMO5 도쿄 오쓰카의 스태프가 진행하는 ‘야마노테선 일주 강좌’ 등, 

피식하고 웃음이 터지는 장난스러운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텐션을 올려 주는 OMO의 장난스러운 비어 이벤트 

여름은 맥주가 맛있어지는 계절! 각지에서 맥주를 즐기는 ‘비어 가든’과 ‘BBQ’가 개최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여행의 텐션을 올려 주는 도시 관광 브랜드 ‘OMO’에서도 장난스러운 맥주 이벤트를 개최한다. ‘도시와 관련된 

테마’와 ‘장난스러운 이벤트’를 포인트로 한, 조금 별난 이벤트를 즐겨 보자. 

 

 

 

 

OMO5 도쿄 오쓰카 ‘YAMANOTE CRAFTBEER FEST’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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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O7 아사히카와】 누구나 공감 가는 바에서의 체험과 비어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맥주바 OMO(Beer Bar OMO)' 

칵테일의 도시 아사히카와에서 비어 칵테일을 만끽 

아사히카와는 세계 대회에서 입상한 바텐더를 많이 배출하여 ‘칵테일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번화가에는 칵테일 모양의 일루미네이션 ‘트윈 필러’가 랜드마크로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OMO7 아사히카와는 칵테일의 도시와 관련 지어 

비어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맥주바를 여름 한정으로 오픈한다. 비어 칵테일을 

즐기면서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동경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장난스러운 

맥주 이벤트를 통해 여름밤을 뜨겁게 달궈 보자. 

 

 
7가지 오리지널 비어 칵테일 

맥주바 OMO(Beer Bar OMO)에서는 OMO7 아사히카와의 7 과 관련 지어 7 가지 

오리지널 칵테일을 준비하였다. 또한 홋카이도에서는 익숙한 검은색 지역 명물 

음료와 흑맥주를 합친 블랙 & 블랙과 이바시리시의 유빙 드래프트를 사용한 

푸른색 비어 칵테일 등을 즐길 수 있다.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동경하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 

바에서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단골, 술 한 잔을 건네며 다가오는 잘생긴 

남자와의 뜻하지 않은 만남 등, 이자카야와는 다른 어른스러운 체험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여성들이 공감하고 동경하는 바에서의 체험을 이곳에서 즐길 수 있다. 

체험 메뉴는 전부 3 가지!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놀라운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맥주바 OMO(Beer Bar OMO)’ 개요 

■기간: 2020년 6월 1일~8월 15일 

■시간: 20:00~22:00 

■요금: 공감하고 동경하는 바의 체험 2,500엔(세금 별도) *음료 3잔 포함, 추가 음료는 1잔 800엔(세금 별도)~ 

■장소: OMO7 아사히카와 17층 

■정원: 10명 

■예약: OMO7 아사히카와 공식 사이트(https://omo-hotels.com/asahikawa/ko/)에서 3 일 전까지  

■대상: 숙박객 

 

 

번화가의 랜드마크 ‘트윈 필러’ 
 

오리지널 비어 칵테일 이미지 
 

공감하고 동경하는 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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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O5 도쿄 오쓰카】 맥주를 한 손에 들고 야마노테선을 즐기는 ‘YAMANOTE CRAFTBEER 

FEST’ 

야마노테선을 즐길 수 있는 OMO5 도쿄 오쓰카에서 크래프트 비어를 

OMO5 도쿄 오쓰카는 JR 야마노테선 오쓰카역에서 도보 1 분 거리의 

접근성이 편리한 장소에 자리하고 있다. 호텔 안의 창문을 통해 차분히 

야마노테선을 바라보거나, 테라스로 나와 야마노테선의 발착음을 배경으로 

상념에 잠겨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러한 

OMO5 도쿄 오쓰카에서 야마노테선을 테마로 한 ‘YAMANOTE CRAFTBEER 

FEST’를 개최한다. 야마노테선 주변의 브루어리에서 모아 온 맥주를 한 손에 

들고, 야마노테선을 눈과 귀로 즐기면서 만끽할 수 있다. 더불어 개최 기간인 

17 일간은 숙박객 한정으로 특별한 크래프트 비어 비교 시음 세트를 무료로 

선물한다. 

 
무엇을 마시게 될지 기대되는, 야마노테선 주변 브루어리 세 곳에서 모아 온 맥주 

이벤트 기간에는 야마노테선 주변 브루어리 세 곳에서 모아 온 엄선된 크래프트 맥주를 즐길 수 있다. 

메이저부터 마이너한 것까지 OMO5 도쿄 오쓰카의 스태프가 추천하는 여름밤에 딱 어울리는 맥주이다. 3 곳의 

브루어리를 모두 찾아가려면 2 시간 이상이 소요되지만, OMO5 도쿄 오쓰카에 오면 1 분 만에 전부 마실 수 

있다. 맥주는 날마다 다른 3 종류 이상의 맥주가 준비되어 있어, 무엇을 마실 수 있을지는 그날이 되어 봐야 알 

수 있어서 기대감을 더한다. 

 

 

 

 

 

 
 

기간: 2020년 6월 1일~9월 6일 

시간: 16:00~22:00 

요금: 글라스 1잔 800엔(세금 별도)~, 병 1개 700엔(세금 별도)~ 

장소: OMO 카페 

대상: 숙박객, 당일 이용 손님 

 

 

 

 

 
 

‘YAMANOTE CRAFTBEER 

FEST’ 이미지 

각 브루어리의 맥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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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객만이 마실 수 있는 희귀한 맥주 완비! 맥주 비교 시음 세트 선물 

숙박객만의 특권! 야마노테선 주변 브루어리의 맥주 4종 비교 시음 세트를 

숙박객 한정으로 선물한다. 더욱이, 이 세트 한정으로 특별한 맥주도 등장한다! 

오쓰카에 있는 훈제 전문점 ‘스모크 비어 팩토리/NAMACHAN Brewing’의 

나마 화이트(Nama White)가 제공된다. 밀에서 나온 단맛과 오렌지 필과 

고수에서 나온 상쾌한 향기와 달콤새콤한 맛을 만끽할 수 있는, 더운 여름철에 

딱 어울리는 화이트 비어이다. 그 밖에 3종류의 맥주도 OMO 카페에서 

판매하는 각 브루어리의 맥주이다. 또한, 맥주는 ‘Yamanote Yamanote’*의 

디자이너가 제작한, 사진으로 담고 싶어지는 멋진 디자인 시트에 올려 

제공되기 때문에, 맥주를 다 마신 다음에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Yamanote Yamanote’는 두 명의 스위스인 그래픽 디자이너가 도쿄 야마노테선의 각 역에서 착상하여 디자인화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들이 제작한 지금까지의 작품들은 각 역 근처 전시장에 모두 전시되어 왔으며, 해외 전시회나 출판도 

이루어지고 있다. 

URL: https://yamanoteyamanote.com/ 

 
기간: 2020年7月24日～8月9日 

시간: 16: 00～22: 00 

요금: 무료 

비고: 날짜별로 1 명당 1 세트 

 
야마노테선의 달인이 될 수 있는 ‘야마노테선 일주 강좌’ 

야마노테선의 모든 역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OMO5 도쿄 오쓰카의 

스태프가 강사가 되어 각 역의 토막 상식과 함께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를 알려 준다. 또한, 본 이벤트의 협력 브루어리에서 비어 마스터가 

강사로 등장하는 서프라이즈한 날도 있다. 그날은 특별히 브루어리의 탄생 

비화와 크래프트 비어에 대한 비어 마스터의 열정을 들을 수 있다. 

 

기간: 2020년 6월 1일~9월 6일 금·토요일 

시간: 19:00~19:15  

대상: 숙박객, 당일 이용 손님 

 

 

 

 

 

 

 

  

‘Yamanote Yamanote’가 제작한 

디자인 시트 

‘야마노테선 일주 강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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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NOTE CRAFTBEER FEST’ 개요 

■이벤트 기간: 2020년 6월 1일~9월 6일 

■장소: OMO 베이스 

■요금: 입장 무료 

■예약: 불필요 

■대상: 숙박객, 당일 이용 손님 

■비고: 당일 매입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맥주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협력: JR 동일본 ‘도쿄감동선 프로젝트’ 

 

 

호시노 리조트 OMO7 아사히카와 
주소: 일본 홋카이도 현 아사히카와 시 로쿠조 9 07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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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료: 1 박, 1 인당 4,500 엔부터  

웹사이트: https://omo-hotels.com/asahikawa/en 

 

호시노 리조트 OMO5 도쿄 오쓰카 개요 
주소: 일본 도쿄 도시마구 북오쓰카 2-26-1 

예약 센터: +81-50-3786-1144    객실 수: 125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1:00 

숙박료: 1 박, 1 인당 6,500 엔부터  

웹사이트: https://omo-hotels.com/otsuk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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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