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 월

‘2018 오다큐 그룹 구정 새해맞이 캠페인’ 개최!
~방일 외국인 여행자와의 교류 촉진 및 여행의 추억 만들기 서포트~
오다큐 그룹에서는 2018 년 2 월 12 일(월, 축일)부터 2 월 25 일(일)까지, ‘2018 오다큐
그룹 구정 새해맞이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본 캠페인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가 증가하는 구정 기간에 맞추어
개최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방일

외국인

여행자에게

인기가

많은

신주쿠,

하코네,

에노시마・가마쿠라 연선의 각 지역에서, 일본 문화 등의 체험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역무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시책을 실시하는 등, 오다큐 그룹이 각 지역 시설과 제휴하여 외국인 여행자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

오다큐 여행 서비스 센터 신주쿠에서는 한정판 특전 제공!

캠페인 기간 중,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관광 안내소 ‘오다큐 여행 서비스 센터 신주쿠’에서는
방일 외국인 여행자에게만 판매하는 할인 티켓 ‘하코네 가마쿠라 패스’를 구입하신 분들께
오리지널 데누구이(일본 전통의 순면 핸드 타월)를 선물로 드립니다.
◆ 하코네 지역에서는 일본 문화 체험 이벤트를 개최!
2 월 16 일(금)부터 18 일(일)의 3 일간, 하코네 도겐다이 터미널에서는 떡방아 대회나 신불에게
불공을 드리는 날인 엔니치 등의 일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금년부터는
새롭게 ‘고타쓰 체험’ 코너를 마련하여 전통적인 일본의 겨울 생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모든
이벤트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에노시마 지역에서도 한정판 선물 증정!
캠페인 기간 중 후지사와역 중앙 광장 내의 ‘쇼난 FUJISAWA 콘세르쥬’에서는 ‘하코네
가마쿠라 패스’를 제시하신 분들께 벚꽃을 모티프로 한 특제 젓가락을 선물로 드립니다.
◆

역무원이 ‘환영 배지’로 외국인 여행자를 환영!

캠페인 기간 중 각 지역에서는 역무원이 ‘May I help you?’ 등의 손님맞이 문구가 적힌 ‘환영
배지’를 착용합니다. 또한 각 교통 기관이나 역 구내에 구정 새해맞이 축하 장식을 실시하여,
방일 외국인 여행자 분들을 맞이합니다.

하코네 환영 이벤트
환영 배지(이미지)
사무라이와 그 하인과 기념 촬영 (작년 모습)

‘2018 오다큐 그룹 구정 새해맞이 캠페인’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 기
1 명

칭

2018 오다큐 그룹 구정 새해맞이 캠페인

2 기

간

2018 년 2 월 12 일(월, 축일)～2 월 25 일(일)

3 장

소

신주쿠, 하코네, 에노시마・가마쿠라 지역

4 실시내용
신주쿠 지역

‘데누구이(일본 전통의 순면 핸드 타월) 증정’

① 기간

2018 년 2 월 12 일(월, 축일)~2 월 25 일(일)

② 장소

오다큐 여행 서비스 센터 신주쿠

③ 개요

방일 외국인 여행자에게만 판매하는 할인 티켓 ‘하코네 가마쿠라
패스’를 구입하신 분들께 오리지널 데누구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리지널 데누구이(이미지)

하코네 지역 ‘하코네 구정 새해맞이 여행자 환영 캠페인’
① 기간

2018 년 2 월 16 일(금)～2 월 18 일(일)

② 시간

매일 11:00~15:00

③ 장소

하코네 도겐다이 터미널

④ 개요

일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모든 이벤트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⑤ 상세

＜종일＞
고타쓰 체험, 사무라이와 그 하인과의 기념 촬영, 일본의 전통 축제
체험 코너
＜12:40~＞
떡방아 대회

에노시마・가마쿠라 지역 ‘특제 젓가락 증정’
① 기간

2018 년 2 월 12 일(월, 축일)~2 월 25 일(일)

② 장소

후지사와역 중앙 광장 내 ‘쇼난 FUJISAWA 콘세르쥬’

③ 개요

방일 외국인 여행자에게만 판매하는 할인 티켓 ‘하코네 가마쿠라
패스’를 제시하신 분들께 벚꽃을 모티프로 한 특제 젓가락을 선물로
드립니다.

각 지역 공통 ‘환영 배지로 손님맞이’
① 기간

2018 년 2 월 12 일(월, 축일)~2 월 25 일(일)

② 장소

오다큐선의 일부 역(신주쿠, 오다와라, 후지사와 지역)
에노덴선 각 역, 에노덴선 섬 내 시설, 하코네산 내 교통 시설

③ 개요

역무원이 ‘May I help you?’ 등의 손님맞이 문구가 적힌 ‘환영 배지’를
착용하고, 방일 외국인 여행자를 맞이합니다.

각 지역 공통 ‘구정 새해맞이 축하 장식’
① 기간

2018 년 2 월 12 일(월, 축일)~2 월 25 일(일)

② 장소

오다큐 여행 서비스 센터(신주쿠, 오다와라), 오다와라역,
하코네 지역, 에노시마・가마쿠라 지역

③ 개요

각 역이나 그룹의 교통 기관에 구정 새해맞이 축하 장식을 실시하여,
방일 외국인 여행자를 환영합니다.

※ 상기 캠페인에서의 증정 선물 등은 수량 한정으로 수량이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참고】오다큐 트래블 ‘구정 새해맞이! 하코네・후지 당일 투어’에 대하여
오다큐 그룹의 주식회사 오다큐 트래블에서는 2018 년 2 월 16 일(금)부터 19 일(월)까지
4 일간 기간 한정으로, 구정 기간에 일본을 찾은 중화권의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코네・후지
당일 투어’를 실시합니다. 본 투어는 도내에 숙박하고 있는 방일 외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신주쿠 발착의 오다큐 로만스카와 대절 버스를 이용하는 당일 투어입니다. 본 투어를 신청하신
분들께는 특전으로 ‘오리지널 데누구이’를 증정합니다.
오다큐 트래블: http://www.odakyu-travel.co.jp/kor/index.html
【참고】방일 외국인 여행자에게만 판매하는 할인 티켓 ‘하코네 가마쿠라 패스’에 대하여
‘하코네 가마쿠라 패스’는 방일 외국인 여행자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2 개의 할인 티켓
‘하코네 프리패스’와 ‘에노시마・가마쿠라 프리패스’의 서비스에, 오다큐 전철의 전 노선을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는 승차권 기능까지 추가된 특별 할인 티켓입니다. 패스의 유효 기간은
3 일이며, 판매 금액은 어른 6,500 엔입니다.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한 것 외에도, 하코네,
에노시마・가마쿠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음식점이나 미술관 등의 제휴 시설에서 티켓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코네 가마쿠라 패스: http://www.odakyu.jp/korean/deels/freepass/hakone_kamakura/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