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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의 총 숙박객 수 10,000명돌파!!!

기간 : 2017년 12월 1일~2018년 3월 31일

일본 료칸 특유의 설비, 예절, 료칸을 즐기는 법, 현지 문화 등을 체험
함으로써 일본의 매력에 친숙해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경험이 훗날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 보고 젊
은 세대의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평소 요금보다 최대 46% 할인된 특
별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2013년 6월부터의 누계
숙박객 수는 10,000명을 돌파했으며, 제8탄의 목표 숙박객 수는
4,000명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35개 숙박 시설을 운영 중인 호시노 리조트(대표 : 호시노 요시하루)의 온천 료칸
브랜드 ‘호시노 리조트 카이(이하 ‘카이’)’. ‘카이’는 도쿄에 근접한 ‘하코네’와 ‘아타미’, 가나자와에 근접한 ‘가
가’ 등 일본 전국 14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 ‘카이’에서 젊은 세대가 보다 자주 여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
이 담긴 ‘청춘 여행 프로젝트’가 12월 1일(금)부터 시작됩니다. 1인당 19,000엔(1박 2식, 세금 포함)으로 전국
14곳의 ‘카이’에 숙박할 수 있는 ‘청춘 여행 패키지’ 판매를 통해 20대 여러분의 온천 료칸 여행을 응원하는 프
로젝트입니다.

청춘 여행 프로젝트 제8탄
12월 1일에 시작



■기간 : 2017년 12월 1일~2018년 3월 31일
■대상 연령 : 본인, 동행인 모두 20대
■대상 시설 : 카이 14곳
■요금 : 1박 2식 1인당 19,000엔(세금 포함) ∗카이 쓰가루는 17,000엔(세금 포함)
■예약 : 11월 20일부터 호시노 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청춘 여행 패키지 제8탄＇ ~전국 14곳의카이에서숙박 가능~

‘청춘 여행 패키지’는 일본 전국 14곳의 ‘호시노 리조트 카이’에서 숙박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호시노 리조트
의 숙박 시설에 묵어보고 싶고 동경하지만 예산이 맞지 않는 학생을 비롯한 20대 분들입니다.
1인당 요금은 19,000엔(세금 포함)으로 평소 요금에서 최대 46% 할인된 가격입니다.

호시노리조트카이
호시노 리조트가 전국 1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일본 최초의 온천 료칸 브랜드. 일본다움과 쾌적함을 추구한 공간
및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행의 묘미인 현지의 매력을 표현한 ‘고토치가쿠(ご当地楽） ’ 서비스와 숙박을
통해 현지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고토오치 객실’이 특징입니다. 2017년 12월에는 ‘카이 알프스’를 재오픈할 예정
입니다. ※카이 통합 사이트 URL: http://kai-ryokan.jp/en/（영어）

https://www.hoshinoresorts.com/kr/resortsandhotels/kai/ （한국어)

기사문의처 : 주식회사호시노리조트글로벌마케팅

global@hoshinoresort.com

<청춘 여행 패키지의장점!>
①친구와함께라면더욱저렴해지는친구할인
3~4명이 같은 방을 예약하면 더욱 저렴해지는 친구
할인을 설정!
예) 3인1실인 경우, 1명당 18,000엔

(2인1실 요금보다 1,000엔 저렴합니다.)

②초보자도안심하고이용할수 있다!
RYOKAN 안내책자제공

가이세키 요리를 먹을 때의 예절, 온천 입욕법 등 료
칸 이용 시 알아두면 편리한 HOW TO가 적힌
RYOKAN 안내 책자를 무료 배포(영어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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