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보다 더 짜릿할 수 없다, 에펠탑 위에서 보내는 하룻밤 

세계적인 여행 숙박 임대 사이트 홈어웨이®,  

세계 최초 에펠탑 숙박 체험 이벤트 개최 
 

[2016-05-20, 서울] 세계적인 여행 숙박 임대 사이트인 홈어웨이(HomeAway®)는 여름 휴가철을 

겨냥해 세계 최초로 파리 에펠탑에서 하루를 묵을 수 있는 특별 체험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홈어웨이는 실제로 에펠탑 내부에 특별 객실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 눈길을 끈

다. 본 객실 설계 및 디자인은 프랑스의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브누아 를루(Benoit Leleu)가 

맡았다.  

 

홈어웨이의 이번 이벤트는 세계 각국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홈어웨이

의 한국어 사이트 이벤트 페이지(www.homeaway.co.kr/eiffel-tower)에서 “단 하룻밤 동안 에펠탑 

객실이 당신의 것이 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답을 남기면 된다. 

 

응모한 참가자들 가운데 4명만이 세계 최초로 에펠탑 내에 마련된 특별 객실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며, 세계 최고의 전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 당첨자 1인당 최대 5명까지 

동반 숙박이 가능하다. 최종 당첨자는 6월 10일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에펠탑에서의 숙박 

가능 날짜는 2016년 6월 23일, 6월 28일, 7월 4일, 7월 8일 중 하루가 될 예정이다.  

 

행운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파리 왕복 항공권 및 파리에 위치한 홈어웨이의 럭셔리한 숙소에서

의 추가 3박 숙박권까지 당첨자 모두에게 제공된다.  

 

브라이언 샤플스(Brian Sharples) 홈어웨이 공동창립자 겸 CEO는 “세계 190여개국에서 집 전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 홈어웨이는 가족, 연인, 친구 단위의 여행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번에는 에펠탑을 통째로 빌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제공을 

통해 전 세계 홈어웨이 고객들에게 일생 일대의 추억을 선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

혔다. 

 

또한, 홈어웨이 마케팅 총괄 마리아노 디마(Mariano Dima)는 이번 이벤트의 취지를 홈어웨이의 전 

세계 캠페인인 ‘여러분의 휴가입니다. 공유하지 말고 온전히 즐기세요. (It’s Your Vacation. Why 

Share It?)’의 연장선상이자, 집 전체를 대여하는 서비스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

다.  

 

홈어웨이는 2016 유럽축구연맹 유럽축구선수권대회(UEFA EURO 2016)의 공식 후원사이자 유럽축

구선수권대회 팬들을 위한 공식 숙박 임대 업체로, 2016년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파리를 찾

는 수천 명의 파리 시민, 관광객, 축구 팬 등을 대상으로 에펠탑에서 축구 관련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 # #

http://www.homeaway.co.kr/eiffel-tower


  

홈어웨이®에 대하여 (www.homeaway.co.kr)  

세계적인 여행 숙박 임대 사이트 홈어웨이®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온라인 여행 예

약 사이트 익스피디어(Expedia, Inc.)의 자회사로서 190개국 내 120만 개 이상의 숙소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

다. 여행자들에게 휴가지 숙소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여 잊을 수 없는 여행 경험을 선사할 뿐 만 

아니라, 보다 넓은 휴식 공간, 사생활 보호, 일반 호텔보다 합리적인 가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홈어웨이®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에서 Vacation 

Rental.com, BedandBreakfast.com 등 다양한 숙박 임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보도자료 문의:  

케첨 코리아 (Ketchum Korea)  

홍원양 부장 (02-559-9613 / 010-8815-4802, leah.hong@ketchum.com)  

박해인 사원 (02-559-9624 / 010-3695-9225, haein.park@ketch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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