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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리조트 OMO5 도쿄 오쓰카 ‘졸업여행 오쓰카’를 이용하시는 고객 한정

도에이 교통과 호시노 리조트가 제작한 오리지널 굿즈 선물!

도쿄도 교통국은 도덴 연선에 있는 호시노 리조트 OMO5 도쿄 오쓰카(이하 ‘동 호텔’이라

한다.)와 연계하여 동 호텔이 판매하는 졸업여행 플랜 ‘졸업여행 오쓰카’를 이용하여 미노와바시

추억관을 방문하신 고객님께 양사가 공동 제작한 오리지널 굿즈를 선물하기로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종이에 고정된 이미지

1 선물 상품

2 배부 장소

OMO 호시노 리조트 × 도에이 교통 오리지널 클립

미노와바시 추억관 (아라카와구 미나미센주 1-12-6)

※ 미노와바시 추억관 휴관일(매주 화, 수)은 도덴야
TodenHotel(미노와바시 정류장에서 도보 1분)에서
배부

(도덴 산책 지도)

문의처
도에이 교통 고객센터
전화 03‐3816‐5711（9:00~20:00 연중무휴）

원래지도를 보여 주면
선물을받을 수 있습니다



둘: 밤샘 서포트

수다가 끊이지 않는 밤을 한층 흥을 돋우는 서포트로써

‘도덴 위스키’로 만든 ‘도덴 하이볼’과 ‘두근두근! OMOide Box’

를 준비. OMOide Box는 토크 테마가 쓰여 있는 카드가 들어가 있어

친구끼리 추억 이야기에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셋: 기념 포토 스폿

졸업여행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념 포토 스폿이

기간 한정으로 등장. 더불어 도덴이나 오쓰카 거리를 모티프로 한

포토 패널을 준비. 여행을 마무리하는 추억의 사진 1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 여행을 즐겁게 하는 장치

하나: 졸업여행 가방

숙박자에게 오리지널 ‘도덴 산책 지도’와 ‘OMOide(추억) 트레블

노트’, 인스턴트카메라, 텀블러가 들어있는 ‘졸업여행 가방’을 선물. 

지도에는 도덴 타는 법부터 노선도, 연선 추천 포토 스폿 등 관련 정

보가 한가득.

봄 졸업 여행 시즌 동안 OMO가 학생들의 마지막 추억 만들기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숙박 계획입니다.
레트로 스타일의 전차를 타고 도쿄의 향수를 느끼는 재발견을 즐길 수 있습니다.

‘졸업여행 오쓰카’란

【개요】

기간: 2020년 2월 1일~3월 31일 체크인

요금: １박 8,864엔~ (2인 1실 이용 시 1명당 세금, 식사비 별도)

포함: 숙박비, 얼리 체크인, 졸업여행 가방, 밤샘 서포트, 조식

정원: 3팀 (1팀 2~3명)

예약: OMO5 도쿄 오쓰카 공식 사이트에서 2일 전까지 https://omo-hotels.com/otsuka/ko/

호시노 리조트 OMO5 도쿄 오쓰카

(우) 170-0004

도쿄도 도시마구 기타오쓰카 2-26-1

숙박 예약 +81 50 3786 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