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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온천 입욕 매너를 알리는 동영상 ‘The Manner of ONSEN’ 공개
- 전 세계 사람들이 온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매너를 소개합니다 -

호시노 리조트(소재지: 나가노현 가루이자와・대표 호시노 요시하루)는 일본의 온천 입욕 매너를 알리는 동영상 ‘The
Manner of ONSEN’을 공개하고 전세계 사람들이 온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매너를 소개합니다. 해외에서 오신
고객 중에는 일본의 온천 입욕 매너를 모르고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본 동영상을 통해 해외의 고객분들도
일본 특유의 온천을 즐기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시노 리조트
럭셔리 브랜드 ‘호시노야’, 온천 료칸 브랜드 ‘카이’, 리조트 호텔 ‘리조나레’, 도시 관광 호텔 ‘OMO’의 4가지 브랜드를
중심으로 국내외 37개 시설을 운영.
■대표: 호시노 요시하루 ■설립: 1914년 ■소재지: 나가노현 기타사쿠군 가루이자와마치 호시노 ■자본금: 1천만엔
■종업원수: 2,509명(2018년 4월 시점)

동영상을 제작하기에 앞서 중국・타이완・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을 좋아하는 40명에게 일본과 온천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일본은 타인에게 배려하는 나라’ ‘온천에 가니 이용 방법이 써 있지 않아 곤란했다’ ‘공공 장소에서
알몸이 되는 것은 약간 위화감이 있지만 현지 규칙을 존중하고 싶다’ 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동영상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만화로 칭해지는 ‘조수극화(鳥獣戯画)’의 동물들이 두루마리에서 뛰어나와 온천을

체험하는 스토리에 따라 매너를 소개합니다. 몸을 씻지 않고 온천에 들어가거나, 온천에 수건을 담그거나, 큰 소리로
‘기분 좋다’고 말을 거는 등, 매너를 모르면 자칫 실수하기 쉬운 행동을 조수극화 속의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 지적하는
모습을 통해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즐기면서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온천을
마음껏 즐기기 위한 매너도 익히고 온천의 효과도 실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동영상은 유튜브 및 Youku에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어는 영어, 중국어(간체자,

번체자), 일본어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호시노 리조트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일본의 문화와 매너를 세계에 알리고 보다 많은 분들에게 각지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을 만끽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영상 제목
・URL

・감수
・촬영 장소

：‘The Manner of ONSEN’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hoshinoresortcom）

＊영어・간체자・번체자・일본어의 4종류. ‘공유’ 버튼을 클릭하여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
Youku（https://v.youku.com/v_show/id_XMzgxMzA5NTc4NA==.html）
＊간체자만 제공. 유튜브를 볼 수 없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쪽을 이용해 주십시오.

：Tripleseven Creative Strategies 후쿠다 도시야
：호시노 리조트 카이 가와지

■URL：https://www.hoshinoresorts.com/

보도 자료에 관한 문의 사항은 호시노 리조트 PR팀에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global@hoshinoresor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