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3 월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자의 꽃놀이 수요에 부응

‘SAKURA 캠페인’을 실시!
~약 1 개월에 걸쳐 즐길 수 있는 하코네 벚꽃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오다큐 전철에서는 2017 년 3 월 27 일(월)부터 4 월 20 일(목)까지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SAKURA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벚꽃 시기에 잘 어울리는 벚꽃 무늬 젓가락을 선물!
캠페인 기간 중, 신주쿠역 또는 오다와라역에 있는 오다큐여행서비스센터에서 하
코네 프리패스나 “로만스카” 특급권 등의 승차권 종류를 구입하신 외국 국적 고객
25,000 분께 선착순으로 벚꽃 무늬 젓가락을 선물합니다.
■ 하코네의 벚꽃 명소나 개화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
벚꽃 명소가 많고 예년 약 1 개월 간에 걸쳐 꽃놀이를 즐기실 수 있는 하코네 지역의
추천 벚꽃 명소나 개화 시기, 벚꽃과 연관된 토산품 정보 등을 게재한 팸플릿을 무료
배부합니다.
■ 홈페이지에서는 SNS 와 연동하여 벚꽃의 매력을 나누는 포토 투고 사이트를 개설!
기간 중, 외국어 홈페이지에서는 하코네뿐만 아니라 오다큐선 주변의 벚꽃 명소와
개화 정보를 안내하는 특설 사이트를 공개하며, 새로 Twitter 또는 Instagram 에서 해
시태그 ‘#OdakyuSakura’를 달아 투고하면 페이지 상에서 사진이 공유되는 포토 투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오다큐선 주변의 아름다운 벚꽃의 매력과 추억을 공유하실 수 있
습니다.

벚꽃 무늬 젓가락(이미지)

하코네 지역 벚꽃 정보를 기재한 팸플릿

‘SAKURA 캠페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 칭

‘SAKURA 캠페인’

2. 기 간

2017 년 3 월 27 일(월)~4 월 20 일(목)

3. 장 소

오다큐여행서비스센터(신주쿠・오다와라）
URL: http://www.odakyu.jp/korean/center/

4. 대상자

상기 장소에서 승차권 종류를 구입하신 외국 국적 고객

5. 내 용

(1) 벚꽃 무늬 젓가락 선물
*선착순 25,000 분 한정
(2) 하코네 지역 벚꽃 명소 소개 팸플릿 배부
*언어：영어, 중국어(번체자, 간체자), 한국어
*재고가 없어지면 종료합니다

6. 기 타

홈페이지에서 특집 페이지 개설
(1) 오다큐선 주변의 벚꽃 명소와 개화 정보 소개
선로 주변의 추천 벚꽃 정보를 시작으로 개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합
니다
(2) 포토 공유 페이지 개설
Twitter 또는 Instagram 에서 해시태그 ‘#OdakyuSakura’를 달아 투고하면
페이지 상에서 사진이 공유되는 포토 투고 페이지를 개설합니다
URL: https://odakyu-seaso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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