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램핑 시설 'snow peak glamping 게이큐 간논자키'가 탄생합니다.

2017/07/11

하네다공항에서 도쿄・요코하마 방면의 교통을 담당하는 게이큐그룹은 일본의 아웃도어 업체인 주식회사 스노우피크와
공동으로 도쿄 도심에서 약 1시간 떨어진 리조트 호텔 '간논자키 게이큐호텔' 부지 안에 글램핑 시설 'snow peak
glamping 게이큐 간논자키'를 2017년 6월 9일(금)에 오픈하였습니다. 
글램핑이란 '글래머러스(매력적인)'와 '캠핑'을 조합해 만든 조어입니다. 대자연 속에서 고급 호텔 수준의 멋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캠핑 스타일로 유럽에서 생겨나 최근 일본 국내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스노우피크의 첫 상설 글램핑 시설입니다. 도쿄만에 접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옥외 숙박을 체험할 수 있
으며 이외에도 미우라반도 지역의 식재료를 풍부하게 사용한 요리를 간논자키 게이큐 호텔 셰프가 제공해드립니다. 또
한 모바일 하우스부터 식기・비품에 이르기 까지 스노우피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쿄 도심에서 불과 약 1시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곳 간논자키에서 품격있는 리조트를 만끽해 보십시오.
교통 등의 상세 내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별지

1. 시설 개요

시설 명칭: snow peak glamping 게이큐 간논자키

객실 수: 3실（모바일 하우스）
※목욕은 인접한 온욕시설 'SPASSO'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기본 플랜 1박 2식（저녁・아침식사）
일요일・평일 50,000엔～／실 토요일・휴일 전(前)일59,000엔～／실

교 통: 게이큐선 '마보리카이간역'에서 무료 셔틀버스로 약 8분
'간논자키'행 버스로 약 10분
→'간논자기 게이큐 호텔・요코스카 미술관 앞'정류소에 하차하면 바로 근처
택시로 약 7분
※'마보리카이간역'까지의 교통
게이큐선 '시나가와역'에서 약 51분
게이큐선 '하네다공항국제선터미널역'에서 약 61분
게이큐선 '요코하마역'에서 약 33분

예약 개시일: 예약은 전화로 받습니다. TEL:046-841-2525(예약 접수 시간 9:00～18:00)
문의는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Mail:hotelinfo@kannon-kqh.co.jp
※전화 응대는 일본어 만 가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메일은 영어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kannon-kqh.co.jp/lp/glamping/ (일본어)

2. 특 색

(1) 스토우피크의 첫 상설 글램핑 시설
스토우피크에서는 아웃도어 용품 판매 이외 국내 4곳의 캠프 필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설 글램핑 시설은 이번
이 처음입니다.

(2) 모바일 하우스를 포함해 스노우피크 제품을 사용
모바일 하우스부터 비품, 식기, 스태프 제복에 이르기 까지 스노우피크 제품을 사용하며 고객분들께 스노우피크 월드
를 소개해 드립니다. 또한 세계적인 건축가 구마 겐고(Kuma Kengo)씨가 스노우피크와 콜라보레이션 작업으로 제작
한 "주바코- JYUBAKO-"에서 숙박하실 수 있습니다.

(3) 도쿄만이 펼쳐진 옥외 덱(deck)에서의 식사
모바일 하우스 주바코 앞에는 드넓은 도쿄만이 펼쳐져 있습니다. 각 쥬바코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 덱에서 바다를 바
라보며 아침,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4) 미우라반도 지역의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 제공
미우라 반도의 신선한 야채는 물론 '하시리미즈의 지하수', '나가이산 계란' 등 이 지역의 식재료를 풍부하게 사용해 간
논자키 게이큐 호텔의 셰프가 직접 만든 글램핑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참 고〉
○간논자키 게이큐 호텔

주소지: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하시리미즈 2-1157-2

교통: 마보리카이간역에서 버스로 10분
※무료 셔틀버스 있음

내용: 객실 60실, 수용인원 145명, 예배당, 레스토랑, 수영장, 바・라운지

URL: http://www.kannon-kqh.co.jp/ （일본어）
http://www.kannon-kqh.co.jp/eng/ （영어）

○온욕시설SPASSO（스팟소）
노천탕 이외 각종 욕조, 미스트 사우나 이외 각종 사우나, 힐링 룸, 보디 케어 룸, 에스테룸(여성 한정)

http://www.kannon-kqh.co.jp/lp/glamping/
http://www.kannon-kqh.co.jp/
http://www.kannon-kqh.co.jp/eng/


URL: http://go-spasso.jp/  (일본어)

■주식회사 스노우피크
1958년 제조업의 마을 니가타현 산조시에서 창업한 일본의 아웃도어 업체. 나 또한 사용자다'라는 창업 이래의 모토를
지키며 자연 지향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 실현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대자연의 품에 있는 약 5만평의
Headquarters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캠프장, 사옥, 직영 스토어가 있다.
URL: https://www.snowpeak.co.jp/  (일본어)

■주식회사 스노우피크 글램핑

주소지: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오야마 6-2-2 미나미아오야마 홈즈 201호

개업: 2017年1月4日

내용: 글램핑 시설 컨설팅 및 운영, 식기류 및 의자 등 
글램핑 상품 개발 및 제조・판매

http://go-spasso.jp/
https://www.snowpeak.c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