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이하, JR동일본)와 주식회사 호시노 리조트(이하, 호시노리조트)는,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JR EAST PASS ・ JR Kanto Area Pass를 이용해, 도쿄를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이 저렴하고 
탄력적으로 동일본 지역을 둘러보며, 동일본의 여러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호시노리조트 시설에 
숙박하면서 그 지역만의 전통과 독특한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매력적인 동일본 리조트 여행 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1 탄 여름의 닛코/日光(2014 년6 월 ~ 10 월), 제 2 탄 겨울의 신슈/信州(2014 년 11 월 ~2015 년 2 
월)에 이어  제 3 탄으로 봄의 아오모리/青森 여행을  소개해 드립니다.(2015 년 3 월 ~ 6 월 ) 
  

전용 사이트 （영  어） URL: http://global.hoshinoresort.com/spring2015/ 
 （한국어） URL: http://global.hoshinoresort.com/spring2015/kr/ 
 （번  체） URL: http://cn.hoshinoresort.com/spring2015/ 
 （간  체） URL: http://cn.hoshinoresort.com/spring2015/chn/ 

  
 제3탄은 봄의 아오모리을 즐기는 여행으로 JR EAST PASS를 이용하여 내외국인 모두에게 인기가 있는 히로사키 
성의 벚꽃과 오이라세 계류를 돌아 보면서 아오모리 자연의 매력을 만끽할 수있는 리조트 호텔 「호시노 리조트 
오이라세 계류 호텔 」과 네부타 축제 체험 쇼 레스토랑＂미치노쿠마츠리야 " 에서 아오모리의 매력을 체감하
실 수 있는 온천 료칸 「호시노 리조트 아오모리야」 에서의 숙박을 추천해 드립니다. 양 시설의 특별 플랜으로 
예약하신 후,체크인시에 JR EAST PASS를 프론트에 제시하시면 유명 브랜드의 핸드 타올도 선물 (2015 년 6 월말
까지)해 드리며, 특설 웹 사이트는 4종류의 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번체 및 간체)로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제3탄 기획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3명의 블로거를 초대해 직접 아오모리 여행을 체험하고 그 후기를 
작성하여 위 사이트와 연동하여 게재하는 등 아오모리의 독특한 매력을 특설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2015년3월5일 
동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 
주식회사 호시노 리조트 

East Japan Adventures by JR EAST x Hoshino Resorts  
JR동일본 패스를 이용해 일본료칸에 숙박하자 !  세번째 기획 ！ 

철도를 이용한 동일본 리조트 여행 "아오모리 편 "  
~ 도쿄에서 매력적인 지방도시로 ~   

이 릴리스에 관한 문의 
주식회사 호시노 리조트 광고부 

TEL：03-5159-6323 FAX：03-6368-6853 
E-mail：pr-info@hoshinores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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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기획 제1회는 한국의 은나라님이 담당. 
은나라님은 여러 나라의 여행의 매력을 블로그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3 월 11 일 ~ 3 월 15 일 
(도쿄 2 박 + 아오모리야 2 박) 의 일정으로 동경의 
이모저모와  JR 동일본을 통해 아오모리로 이동, 
아오모리의 매력적인 모습들을 체험하여 그 
체험담을 블로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http://silver7493.blog.me/220268210779 
 
 
제2회는 한국의 키멘님이 담당.  
키멘님의 블로그는 아름다운 자연 사진이 특징으로 
3 월 13 일 ~ 3 월 15 일 (아오모리야 2 박)의 
일정으로 아름다운 초봄의 아오모리를 블로그에 
담을 예정입니다. 

 
http://blog.naver.com/yang713 
 
 

 

JR EAST PASS, JR Kanto Area Pas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jreast.co.jp/kr/eastpass/index.html 
http://www.jreast.co.jp/kr/kantoareapass/index.html 

제3회는 대만에 살고 있는 블로거를 예정하고 있어 일본여행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권 곳곳에 「동일본 
리조트여행」의 즐거운 여행기를 소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오모리를 여행하는 해외 블로거 소개 

2015년3월5일 
동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 
주식회사 호시노 리조트 

East Japan Adventures by JR EAST x Hoshino Resorts  
철도프리패스를 이용해 일본료칸에 숙박하자 ! 세번째 기획 ！ 

철도를 이용한 동일본 리조트 여행 "아오모리 편 "  
~ 도쿄에서 매력적인 지방도시로 ~   

  

이 릴리스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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