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1 월 16 일
하코네 관광선 주식회사

절분 축제 불꽃놀이 대회 불꽃놀이 관람선과
오사코 준에이 콘서트 크루즈를 운항
오다큐 그룹의 하코네관광선 주식회사 （본사:가나가와 현 오다와라 시 오카모토
히로유키）
에서는 2020 년 2 월 2 일（일）
밤, 아시노코 하코네 항에서 개최된 하코네 신사
『하코네 축제 불꽃놀이 대회』와 함께 『불꽃놀이 관람선』을
운항합니다.일루미네이션으로 장식된 해적선에서 화려한 불꽃놀이와 결울의 환성적인
풍경을 즐겨 주십시오.
또한,작년 4 월에 취항한 해적선 『퀸 아시노코』의 테마 곡을 제작한 바이올리니스트
오사코 준에이 씨에 위한 콘서트 크루즈를 동선에서 운항합니다.
『 불꽃놀이 』 와 『 오사코 준에이 콘서트 크루즈 』 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꽃놀이(이미지)©고라

사진관

불꽃놀이 관람선

오사코 준에이 콘서트 크루즈

（이미지）

1．운항 일
2020 년 2 월 2 일（일）
2．불꽃놀이 관람선
（1）사용 선박
해적선 『로열Ⅱ』
（2）운항 시간
하코네마치항 출발 19：00→(불꽃놀이관람)→하코네마치항 도착 20:00
（3）승선 요금
어른 1,950 엔 어린이 970 엔(세금 포함)
※ 하코네 프리패스로 탈 수 없습니다.
※ 하코네 프리패스나 JAF 회원증을 제시해 주시면 할인 됩니다.
어른 1,560 어린이 780 엔(세금 포함)
（4）승선권 구입 당일 17：00 부터 하코네마치 창구에서 판매합니다.
3．오사코 준에이 콘서트 크루즈
（1）사용 선박
해적선 『퀸 아시노코』
하코네마치항 출발 19：00→(오사코 분에이씨에 의한 연주)→(불꽃놀이관람)→
（2）운항 시간
(오사코 분에이씨에 의한 연주)→하코네마치항 도착 20：30
（3）승선 요금
어른 6,000 엔 어린이 4,760 엔(세금 포함)
※하코네 프리패스로 탈 수 없습니다.
당일 17：00 부터 하코네마치 창구에서 판매합니다.
（4）승선권 구입
（5）승선 특전
승선해 주신 고객님께 다음 과 같이 특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① 무료 음료 서비스
각종 소프트 드링크, 생 맥주, 와인 등
② 해적선『퀸 아시노 코』오리지널 노벨티 세트
클리어파일, 손수건, 포스트카드 등
（6）예약 방법
예약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매는 선착순 80 매 한정입니다.
Mail: ryokaku-fune@hakone-kankosen.co.jp

오사코 준에이에 대한 소개
여행과 음악의 융합을 테마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音旅演出家(음악여행연출가)
JTB 로얄 로드 긴자 『감동의 여운』 앰배서더로서 음악과 함께 하는 여행
『감동의 울림』를 판매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여행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도큐『THE ROYAL

EXPRESS』연출을 프로듀스했다.지금까지 JR 규슈 크루스

트레인 『나나츠보시 in 규슈』음악 연출을 프로듀스하고, 운행 개시부터

오사코 준에이 씨

3 년반 305 회 연속으로 승무했다. 연간 200 일 이상을 열차에서 보냈다는 의미다.
2019 년 4 월에는 『퀸 아시노코』테마 곡을 프로듀스 했다.

４．기타
（１）불꽃놀이는 19：30 부터 약 20 분간입니다.
（ ２ ） 하코네마치항에 도착한 후에 하코네마치 발 오다와라행 하코네 등산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기 버스 20：20 출발 임시 버스 20：50 출발
（ ３ ） 차로 오시는 고객님께서는 하코네마치항에 인접하는 무료 주차장(120 대 주차
가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４）악천후의 경우는 운항 중지나 해적선 일정이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web 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hakone-kankosen.co.jp/foreign/kr/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