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Cambodia
10% 호스텔 할인

China
http://www.yhachina.com/topic.php?channelID=30&topicID=268

(구글번역) 회원 혜택 시스템에 가입하는 방법
국가의 음식, 교통, 여행 용품, 여행 및 티켓에 걸쳐 환영 쇼핑과 기업의 다른 유형의 회원 혜택 시스템을
추가했다. 당신은 여행 사백만 전 세계에 유스 호스텔을 제공합니다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중국 12 만 회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6) 확장 020-87513731 차례 : 회원 혜택은 핫라인 가입
: 사서함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marketing@yhachina.com 을

호스텔 시스템은 세계에 도달 할 수 젊은 사람의 희망에 설정 세계를 이해합니다. 물론, 지금은 유스
호스텔 리셉션까지이 지역을 넘어. 그러나 CYTS 삶과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된 세계의
탐구의 정신을 옹호.
뿐만 아니라 걱정의 가족에게,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 자신에게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의
친구가 자신의 가족에 일반 전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 대해 더 걱정 것, 해외 여행.
AIU 는 상대적으로 초기 야외 제공 및 전문 보험을 여행입니다. 지급 보증의 기본 사고뿐만 아니라,
AIU 독점적 인 글로벌 여행 지원 서비스 여행 경비는 사고, "비상"시, 24 시간 전세계 긴급 의료 지원 및
여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이 최소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안전과 관련된 사고 발생시.

독점 여행 경비 티스 글로벌 구조 서비스

국제 의료 지원 : 응급 의료 피난 및 송환, 입원의 배열은, 비용 지불
특별 지원 : 여권, 분실 수하물 지원, 비상 여행 지원
정보 서비스의 다양한 : 여행, 비자, 날씨 정보 등과 영사관
세계 6 개 주요 긴급 구조 센터
각 구조 센터 전 세계적으로 분산 대기 24 시간 의료 팀,
모든 주요 관광 지역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 20,000 개 이상의 의료 기관,

여행 경비 24 시간 서비스 핫라인 : 4008883080

우리는 추천 온라인 보험 : 입력하려면 여기를 클릭 , 보험을 보험 수있는 시간에서 24 시간, 온라인 결제
정책에 즉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AIU 보험 회사 소개 :

AIG 보험 그룹은 뉴욕시에 본사를두고 전세계 비즈니스 재산 보험, 책임 보험, 의료 및 사고 보험 및 기타
단기 손해 사업, 보험 기관입니다. 상업적 규모의 다양한, 홍콩, 대만 및 기타 지역 (북경, 상해, 광동, 심천
포함)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동북 아시아, 동남 아시아, 중국 전역 서비스의 AIG
네트워크 기관, 가족 및 개인 재산 보험,화물 보험과 책임 보험, 사고 및 건강 보험 및 기타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AIG 의 주요 비즈니스 지표 :
"AIG 의 자산 - 책임 보험과 손해 사업 단위는 160 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사백만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수, 특허 청구 범위 및 전세계 130 개국에 걸쳐 서비스 네트워크를 지역.
"다시 90 년 전에 AIG 의 보험 영업 이익 오랜 역사 데이트.
"AIG 소유 보험 회사의 자본 적정성과 다시 한 번 2009 년 3 월 주요 평가 기관으로 확인 된 우수한 재무
건전성 등급을 유지한다.
"거의 $ 38 억 2008 년 미국 회계 기준 자기 자본에 거의 $ 36 억 2008 순 보험료,.
"AIG 는 거의 모든 새로운 위험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 할 수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500 개 이상의
종류가있다.
"지역 전문가 지원 전 세계 서비스 2008 년 AIG 는 합리적인 보상 26 개 이상의 억 달러를 지불
주장하고있다.

시장에서 "엄격한 언더라이팅, 제품 혁신"경영 철학은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와 AIG 의 AIU 보험 회사는
오래 선도적 인 위치를 유지하고 성장과 개발을 계속하고있다. 1992 년, 그는 처음 외국 보험 회사의 상해
재산 보험 사업에서 작동하도록 허용되었다, 1995 년, 회사는 광주에 지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999
년,이 회사는 불산 및 심천 지점에서 분기 회사의 설립을 승인했다. 2004 년 회사의 모든 지점은 세계
무역기구 (WTO) 협정에 중국의 가입에 따라 중국에왔다, 로컬 소유 기업과 소비자에게 재산 및 상해 보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2006 년 중국 보험 감독 관리위원회에 의해 광주 지점 승인,
광동 지방에서 사업을 수행 할 수있다. AIG 손해 보험 유한 회사 ( "AIU") - 2007 년 7 월,이 회사는
중국에 등록 된 중국의 지분을 소유 한 자회사에 지점으로 전환 된 중국 보험 감독 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007 년 9 월 업데이트 작업이 완료됩니다. 년 미만의 시간에, AIU 는 베이징에 지사를
설정하기 위해 2008 년 7 월에 승인했다.2009 년 3 월, 북경 지점이 원활하게 열었다. AIU 는 현재 중국
최대의 해외 재산 보험 회사입니다.

운영 경험과 폭 넓은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많은 년, AIU 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 중국의 보험
시장의 자유화를 계속합니다. 제품 혁신과 새로운 시장 철학을 열어 용기에 초점와 AIU 는 시장에서 눈에
띄는하고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있다.
AIG 손해 보험 (주), (주) 웹 사이트 : http://www.aiginsurance.com.cn
AIU 보험 회사 및 자문 서비스 핫라인 주장
메이라 통합 국가 고객 서비스 전화 : (86) 400-820-8858
당신은 AIU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이 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위있는 대답 보험 상품. 정책도
핫라인으로 연락 할 수있는 보험 사고 보고서, 주장 등을 확인합니다.
AIU 고객 서비스에 연락, 정책 번호, 보험에 포함되어있는 계약 번호를 제공하십시오. (시리얼 비 현장
보증 판매)
응급 서비스 AIU
전반적으로 AIU 여행 상해 보험 상품은 24 시간 세계 여행 가드 구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 경비 전세계 긴급 지원 센터 전화 : (86) 400-888-3080
당신은 당신이 당신의 위치, 전화 번호의 세부 사항과 정책을 서비스를 필요로하고 제공하는 직원에게,이
번호로 전화를 걸 필요가 다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국제 의료 구조 : 응급 의료 피난 및 송환, 입원의 배치 및 지불 기타 비용
정보 서비스의 다양한 : 여행, 비자, 날씨 정보 등의 대사관과 영사관 및
특별 지원 : 여권, 분실 수하물 지원, 비상 여행 지원

如何加入会员优惠体系
欢迎全国各地的餐饮、交通、旅行用品、旅游线路与门票、购物及其他类型的商户加入会员优惠体系。您所提供的
旅行优惠可以使青年旅舍在全球 400 万、中国 12 万会员受益。
会员优惠加盟热线：020-87513731 转 106 分机
会有优惠加盟邮箱：marketing@yhachina.com

青年旅舍体系的设立，是希望年轻人能够接触世界，了解世界。当然现在的青年旅舍接待的远远超出青年这个范畴
。但青旅所倡导的对世界的探索精神却一直激励着热爱生活和自由的人。

出行在外，家人会比较挂念，除了经常打个电话给家人、好友之外，给自己买一份合适的保险，给自己一份保障，
也给家人一份放心。

美亚是国内比较早提供户外和旅行专业保险的保险公司。除了基本的意外伤害的赔付保障之外，美亚专属全球旅行
救援服务 Travel

Guard 提供 24 小时全球紧急医疗救援和旅行支援服务，在意外发生时“救急”，可将损失减少到最小。特别是遇到
涉及人身安全的意外事件时。

Travel

Guard

美亚专属全球救援服务

国际医疗救援：紧急医疗运送及送返，安排入院许可，费用垫付
特别协助：护照、行李遗失协助、紧急旅行协助
各种资讯服务：旅行、签证、天气和使领馆资讯等
全球

6 大紧急救援中心

24 小时待命

的医疗团队，分布全球各个救援中心

全球 20000 多家医疗服务机构 ，覆盖所有主要旅游地区

Travel

Guard

24 小时服务热线：400

888

3080

我们推荐在线投保：点击这里进入投保，24 小时可随时投保，在线支付即时获得保单。

关于美亚保险公司：

AIG 保险集团是一家在全球范围经营财产保险、责任保险、短期意外健康保险等非人寿险业务的保险机构，总部设
于美国纽约市。AIG 的服务网络遍及欧洲、拉
美、非洲、澳纽、东北亚、东南亚、中国大陆（包括北京市、上海市、广东省、深圳市）、香港特别行政区、台湾
地区等，为各种规模的商业机构、家庭及个人提供
包括财产保险、货物运输保险及责任保险、健康意外险等全方位的服务。

AIG 的主要业务指标：
" AIG 的财产责任保险及非寿险业务部门为全球 160 多个国家和地区的四千万个人和企业客户提供业务。
" 全球性的承保、理赔和服务网络遍布 130 个国家和地区。
" AIG 悠久的盈利承保历史可追溯到 90 年前。
" AIG 所属保险公司资本充足并保持着极好的财务实力等级，在 2009 年 3 月再次为主要的评级机构所确认。
" 2008 年净保费近 360 亿美元，2008 年美国公认会计准则股东权益近 380 亿美元。
" AIG 拥有超过 500 多种产品及服务，可以为几乎所有新型风险提供解决方案。
" 由本地专家支持的全球理赔服务，2008 年 AIG 支付了超过 260 亿美元理赔款。

AIG
旗下的美国美亚保险公司凭借"核保严谨、产品创新"的经营理念在市场上始终保持着竞争优势，长期以来保持领先
地位、并不断发展壮大。1992 年，成为第一

家在上海获准经营财产保险业务的外资保险企业；1995 年，公司获准成立广州分公司；1999 年，公司先后获准
成立佛山支公司及深圳分公司。2004 年，
公司在中国的所有分支公司均已根据中国加入世界贸易组织的协定，获准向本地所有企业及消费者提供财产及意外
险服务。2006 年，广州分公司获中国保监会的
批复，可在广东省全省范围内开展业务。2007 年 7 月，公司获得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批准，将其在中国的分
公司改建为在中国注册的全资附属子公司-美亚
财产保险有限公司（简称"美亚保险"）。2007 年 9 月改建工作全部完成。在不到一年的时间里，美亚保险于 200
8 年 7 月获准在北京设立分公司。2009
年 3 月份，北京分公司顺利开业。美亚保险是目前中国最大的外资财产保险公司。
凭借多年的经营经验和广泛的业务网络，美亚保险将随着中国保险市场的不断放开而继续拓展新的业务。美亚保险
凭借其注重产品创新和勇于开拓新市场的经营理念，在市场上脱颖而出并始终保持着竞争优势。
美亚财产保险有限公司网址: http://www.aiginsurance.com.cn
美亚保险公司的咨询服务及理赔热线
美亚全国统一客服电话为：(86) 400-820-8858
您可以通过此电话获取关于美亚保险产品的权威答复。核对保单、保险事故报案，理赔等也可联系此热线。
联系美亚客服时，请提供您的保单号码，即保单所载的保险合同号码。(非本站保单销售流水号)
美亚保险公司的紧急救援服务
美亚全线旅游意外险产品，均提供 24 小时全球范围 Travel Guard 救援服务。
Travel Guard 全球紧急支援服务电话为：(86) 400-888-3080
您只需要拨打此号码，告诉工作人员您所需要的服务并提供您所在地的详情、电话和您的保单号码，就可以获得以
下服务：
国际医疗救援: 紧急医疗运送及送返，安排入院许可，费用垫付等
各种资讯服务: 旅行、签证、天气和使领馆资讯等
特别协助: 护照、行李遗失协助，紧急旅行协助

Hong Kong
http://www.yha.org.hk/eng/channel.php?channel=member-benefits

Member Offers
From the moment you become a member, HKYHA takes care of all your travel needs.
This is because you can enjoy the following benefits with your Hostelling International Card:
1.

2.

3.

Quality, economical accommodation in over 4,500 youth hostels across 90 countries, including the
seven local hostels operated by HKYHA. Youth hostels provide safe, comfortable and clean
accommodation environments; hostelling fees in some overseas youth hostels are as low as USD 4.
Over 2,000 transportation, sightseeing, dining and shopping offers, including museum and amusement
park admissions, car hire, local tours, train tickets, air tickets, cruise tickets, restaurants and department
stores. Some discounts are as high as 50%.
Discounted admissions to travel talks and outdoor activities organised by HKYHA

4.

Free periodical e-newsletter

Local Benefits
Youth Hostel Offers



Enjoy member discounts when staying at the seven HKYHA hostels in Hong Kong

Travel equipment



Wi-fly (NEW!)
Enjoy 20% off when renting travel pocket Wi-Fi products by using the YHA Member Discount Code and
presenting your valid membership card. (Enquiry: 5222 1141) Click here for details.

Travel Books



Visit HKYHA office to order Lonely Planet series and enjoy 15% discount from the marked price.

Travel insurance



Zurich travel insurance
Enjoy 25% discount on purchase of Single Travel Plan, 15% on Annual Travel Plan of Travelplus
Insurance Plan, and many more insurance products discounts covering personal accidents, homes,
private cars and medical services, etc. Hotline designated exclusively for YHA members at (852) 2903
9383. For details, please visit www.zurichcare.com.hk/yha

Transportation



Train tickets
Enjoy discounts on purchase of train and bus passes in overseas countries. For details, please visit the
website of the respective country/region’s youth hostels association.



TLX Travel Ltd
Enjoy HK$60 discount plus HK$100 travel coupon on purchase of Europe Rail Pass at TLX Travel’s
Kwun Tong Office. (Enquiry: 2270 7626)
*Offer vaild till 31 Dec 2015.



Shalom Travel Ltd
Enjoy discounts on purchase of air tickets from Shalom Travel Ltd.(Tel: 2384 9060)

Entertainment



Lasermads Entertainment Limited (NEW!)
Enjoy HK$10 off laser war games by showing your valid membership card.



Back to Instax HK (NEW!)
Enjoy discounts and special offers on purchase of instax cameras, instax photography service and
instax films. Click here for details. (Tel: 9384 3430)



L.K.Bicycle (NEW!)
Enjoy the special price by presenting YHA membership card to rent a bicycle at HK$50 a day or HK$70
for two consecutive days.

Sports utilities



Re:echo Outdoor & Travel Specialist (NEW!)
Get Free Life Membership with 15% purchase discount. Click here for details.

(Yau Ma Tei Shop Address: 1/F, 50-56 Pitt Street, Yau Ma Tei, Kowloon (Near Yau Ma Tei MTR Station,
Exit A2 Tel: 2385 1822)



World Sports Co Ltd
Enjoy 10% discount on non-sale products.
(Address: 1/F, 83 Fa Yuen Street, Mongkok Tel: 2396 9357)



Glory Sporting & Camping Equipment Co
Enjoy 20% discount on non-sale products.
(Address: 4/F, Sun Fai Building, 50 Argyle Street, Mongkok Tel: 2380 6261)



Hong Kong Mountaineering Training Centre
Enjoy 20% discount on non-sale products.
(Address: G/F, 1K, Fa Yuen Street, Mongkok Tel: 2770 6746)



Ying Cheong Camping Equipment
Enjoy 10% discount on non-sale products.
(Address: 303 Shanghai Street, Yau Ma Tei Tel: 2385 1255)



RC Outfitters
Enjoy 10% discount on non-sale products.
(Address: 5-6/F, Oriental House, 24-26 Argyle Street, Mongkok Tel: 2390 0020)

Food and Beverage Order










The Alchemist Café Bistro – Prince Edward Branch (NEW!)
Enjoy 30% off all alcohols after 22:00 by presenting your membership card.
*Offer valid till 1 Jan 2016
(Address: Shop 1, G/F, Ka On Building, 27-29 Poplar Street, Prince Edward, Kowloon Tel: 2779 0559)
Toolss (NEW!)
Enjoy 10% off all coffee/drinks by showing your valid membership card.
(Address: Shop No.2, Fook Tin Building, No.38, Wai Chi St, Shek Kip Mei, Kowloon Tel: 3954 5135)
Luk Lam Dessert (NEW!)
Starting from 1 Aug 2015, Enjoy 10% off all desserts by presenting your YHA membership card. Clck
here for details.
(Address: 77-79 Un Chau Street, Sham Shui Po, Kowloon Tel: 2361 4205)
Twinkle Baker Decor
Enjoy 10% off cupcakes, cake pops, cookies, macaroons, cake ornaments and tools, and more. Click
here for details.
JiuLongTang (Traditional Taiwanese street food restaurant)
Enjoy 20% off Street food/drinks and 10% off combo by showing your valid membership card. Click
here for details.
Emtex Industrial Co. Ltd
Enjoy special offer for food and wine
Details please click here



Delicious Viet Bistro
Enjoy 10% discount and no service charge per bill
(Address: G/F, Golden Pavilion,422 Ma Tau Wai Road,To Kwa Wan Tel: 2712 9190)



Tai Kee
Enjoy 10% discount and no service charge per bill
(Address:No 134, Pei Ho Street, Sham Shui Po ,Kowloon Tel: 2788 3278)

Cultural




Eco Travel Limited
Upon enrolling online and confirming YHA member identity with staff at 3105 0767, members can enjoy
discounted price HK$380 (original price HK$438) on R2G Geopark 1-day tours.
Dialogue in the Dark HK

Enjoy 10% discount on Dark Tour tickets through phone-in or walk-in purchases at Mei Foo Exhibition
by showing your valid membership card



HoHoGo Expenience Limited

Enjoy discount rate on local cultural tours , please click here for tour details and click here for
enrollment.



The Asia Society
50% discount on booking ASHK exhibition tickets by showing your valid membership card at the ASHK

Ticketing.
Please click here for upcoming exhibition and details.



Liuda Tour
Enjoy 10% discount on walking cultural tours in Hong Kong by entering the promocode below:
YHALIUDA1415 and present membership card upon arrival.

In case of any disputes regarding the above offers, the supplier companies reserve the right of final decision.
HKYHA bears no responsibility for the above offers.

Overseas Benefits
Oversea offers
Local Offers




Enjoy discounts when staying in youth hostels under the International Youth Hostel Federation.
Enjoy discounts around the world for local tours, transportation and shopping.

For details on overseas offers, please visit the International Youth Hostel Federation
website, www.hihostels.com/info/membership for links to the websites of youth hostels across the globe.
Alternatively, you can enquire with the hostel staff in overseas countries.
Some railway companies offer discount tickets, up to 35% off to customers aged under 26. Please click here for
more information.
A discounted rate exclusively for YHA members to join a local tour in Georgia by Concord Travel.
Please click Tbilisi Tour and Yerevan Tour for more information or contact Concord Travel
at contact@concordtravel.ge for reservation .
Merchants reserve the right of final decision. Offer terms and conditions may be amended without notice to
members.
Back to Member Offers

India
MEMBERSHIP BENEFITS
YHAI is a nonprofit membership organization that provides you with a wide range of benefits, including:
Ø Assam Tourism Development Corporation has decided to offer 15 % discount on basic room rent during
season (November to April) & 30 % discount during off season (May to October) in Prassanti Tourist Lodges
managed by Assam Tourism Development Corp. Ltd on production of membership card. Ref letter No.
ATDC/1519/09 dated 23rd June 2010.

Ø Andhra Pradesh Tourism Development Corporation has decided to offer 15% discount on the room tariff
on all APTDC Hotel rooms and 10% discount on all other services excluding taxes to YHAI members on the
production of YHAI Membership Card. Ref. letter No TDC/GM(mktg)/YHAI/2009-93 dated 22nd July 2009.

Ø 20% discount on room tariff in U.P. State Tourism run hotels and guest houses and 10% discount on
food and beverages.

Ø 15 % Discount at Nirula's Restaurant on showing YHAI Value Added Membership Card on billing of
Rs.200 and above excluding taxes. Also 15 % Discount on billing of Rs.600 and above excluding taxes at
Nirula's Potpourri on food and non alcoholic beverages. This Discount can't be availed on Nirula's consumer
products. No two offers can be clubbed together.

Ø 15 % Discount by Al-Kuresh on Indian, Mughlai and Chinese foods at AL-KURESH FOOD PLAZA located
at Shop No. 7, Yashwant Place, Chanakya Cinema, New Delhi-21, Contact: Mohd. Shahzada - 9811278768,
26880333, 24102333.

Ø 12.5% discount on purchase from M/s. M. Ram & Sons (Raymond's Clothing and Garments), 21-E
Connaught Place, New Delhi 110001.

Ø 10% discount on all types of clothes purchased from M/s Deshbandhu Khadi Bhandar, Chitratoli Road,
Ara, Bihar.

Ø 10% discount on all types of alothes purchased from M/s Pal Vastralaya, Jagjiwan Market, Ara, Bihar.

YHAI- IYTC CO BRANDED MEMBERSHIP DISCOUNTS

The YHAI- IYTC Co Branded membership enbales you to access the benefits by YHAI and IYTC, all through a
single card. IYTC provides, approximately 40,000 discounts worldwide and the card is endorsed by UNESCO.

Click here, to apply now for YHAI- IYTC Co Branded Membership NOW!

The Co Branded discounts are listed as below:

MEMBERSHIP DISCOUNTS
Are you planning your holidays with your family and/or relatives?
Are you thinking of going out with your friends on an excursion or trekking program or just
a fun trip?
Do you want to travel across the country to understand its diversity, culture, and the way of
life?
Is your school is planning to organize a tour program for its students?
Do you want to add to your education and understanding through personal experience?

Are you traveling abroad?
& looking for budget accommodation for a safe, clean and comfortable stay?

Then Why to wait........
Become a member of Youth Hostels Association of India.. today.
Benefits of Membership:
* Avail budgeted/discounted accommodation in Youth Hostels at more than 90 locations in
India.
* Our Card is an International card and valid in more than 4000 locations around the globe.
* Participate in Adventure and Trekking programme.
* Get over 40, 000 discounts all over the world through YHAI- IYTC Co Branded Membership.
* Participate in YHAI activities through your respective state branch.
* Be a Camp Leader in our Adventure Programs.

Japan
http://www.jyh.or.jp/discount/index.html

(구글번역)유스 호스텔 회원 할인 시설 안내
유스 호스텔은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있는 숙박 시설입니다 만, 유스 호스텔 회원이되면
국내 해외 유스 호스텔 최적의 회원 가격으로 이용할 수있을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의 입장료, 철도 나 비행기 운임 등의 할인 적용을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자동차를 비롯한 관광 시설, 기념품 가게 등 약 400 개소의 시설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할인 시설은 방학 때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까이에 쇼핑이나
레저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스 호스텔 회원이 훨씬 더 이용하십시오.

에무아루시 재팬 (말레이시아 전문 여행사)
여행 대금 또는 항공권 수배 수수료 할인.
할인 금액은 투어, 항공권 따라 다르므로 문의 해주십시오.
도쿄도 치요다 구 (JR 스 이도

tel : 03-3511-7406

바시 역 가까운)

공식 WEB 사이트

http://mrcj.jp/

어드벤쳐 가이즈 (등산 · 트래킹 전문 여행사)
제품을 구입 한 YH 회원을 대상으로 여행 대금을 할인.
국내 투어 : 1,000 엔, 해외 투어 : 5,000 엔
할인 대상의 투어는 모집 형 기획 여행에 한합니다.
※ 할인은 주식회사 어드벤쳐 아가씨 본사에서 취급 YH 회원에 한합니다.
도쿄도 치요다 구 (JR 이다 바시

tel : 03-5215-2155

역 가까운)

공식 WEB 사이트

http://www.adventure-guides.co.jp/

세 진수 여행 서비스 (한국 · 북한 전문 여행사)
① 제품을 구입 한 YH 회원을 대상으로 여행 대금을 할인.
할인 금액은 투어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 해주십시오.
② 제품을 구입 한 YH 회원을 대상으로 조품을 증정. ※ 할인은 주식회사 세 진수 여행 서비스
본사에서 취급 YH 회원에 한합니다.

도쿄도 츄 오구 (JR 간다 역

tel : 03-3243-0450

가까운)

공식 WEB 사이트

http://www.sanshin-travel.com/

주식회사 지스코 · 보르네오 여행사 (보르네오 전문 여행사)
국제선 항공권과 현지 수배를 세트로 구입 한 유스 호스텔 회원을 대상으로 여행 대금을
할인합니다.
할인 금액은 투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의하십시오.
※ 할인은 (주) 지스코 · 보르네오 여행 본사에서 취급하는 고객에 한합니다.

도쿄도 치요다 구 (JR 간다 역

tel : 03-5294-1233

가까운)

공식 WEB 사이트

http://jisco.borneotravel.jp/

주식회사 오티 씨 재팬 (중국 전문 여행사)
제품을 구입 한 유스 호스텔 회원을 대상으로 여행 대금을 할인합니다.
할인 금액은 투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제품을 구입 한 유스 호스텔 회원은 조품을 증정합니다.

도쿄도 토시 마구 (JR

tel : 03-5950-7831

이케부쿠로 역 가까운)

공식 WEB 사이트

http://www.otcjpn.co.jp/

닛산 렌터카
기본 요금의 5 % 할인 (역 렌트카 및 서비스 차종은 제외)
예약, 문의는 아래의 예약 센터에
예약 센터

tel : 0120-00-4123

오키나와 예약 센터

tel : 098-867-4123

三洋堂
가방 20 % 할인, 여행용 소품 상품 5 % 할인
본사

tel : 03-3580-3410

삿포로

tel : 011-271-3410

동북

tel : 022-262-3410

후쿠시마

tel : 024-524-3410

우츠노미야

tel : 028-638-3410

오미야

tel : 048-647-6551

치바

tel : 043-238-8858

다 치카와

tel : 042-527-3410

요코하마

tel : 045-671-7031

시즈오카

tel : 054-251-5505

오사카

tel : 06-6244-6767

승마 클럽 크레인
승마 스쿨 1 회 코스 요금 (일반 5,000 엔, 세금, 보험 · 임대료 별도 필요)을 30 % 할인.
유스 호스텔 회원 본인 만 적용. 예약 제로. 희망 회장 앞으로 직접 전화로 신청 해주십시오.공식
WEB 사이트 http://www.uma-crane.com/
승마 클럽 크레인 오사카

072-362-3450

승마 클럽 크레인 나라

0745-63-0857

승마 클럽 크레인 배

0595-52-1322

승마 클럽 크레인 치바

043-228-5531

승마 클럽 크레인 유후인

0977-85-3400

승마 클럽 크레인 카나가와

0463-87-6610

승마 클럽 크레인 竜ヶ崎

0297-62-9998

승마 클럽 크레인 후쿠오카

092-603-6255

승마 클럽 크레인 센다이 이즈미

022-342-6342

파크 타운

승마 클럽 크레인 에나

0573-43-4004

승마 클럽 크레인 교토

075-972-5972

승마 클럽 크레인 센다이 해안

022-289-8333

공원

승마 클럽 크레인 도쿄

042-737-5600

승마 클럽 크레인 이바라키

029-861-8867

승마 클럽 크레인 산 □

0835-32-2770

승마 클럽 크레인 토치

0280-54-5588

승마 클럽 크레인 올림픽 파크

0743-69-2036

메이 승마 클럽 크레인 동해

0594-45-0850

토부 승마 클럽 & 크레인

0480-92-4611

승마 클럽 크레인 쿠라

086-455-0022

양비 승마 클럽 클레인 오카야마

086-297-6622

뷔텐 승마 클럽 클레인 가나자와

076-239-0009

니켈 승마 클럽 클레인 카코

079-431-9000

승마 클럽 크레인 인애

048-723-1700

핫토리 료 쿠치 승마 센터

06-6863-0616

MRC 승마 클럽 마츠야마

089-956-0990

MRC 승마 클럽 히로시마

0829-72-0233

MRC 승마 클럽 & 豊栄

082-432-4936

TRC 승마 클럽 타카 사키

027-352-5250

SRC 사야마 승마 센터

04-2954-4966

HAS 하마 마츠 승마 클럽

053-436-7979

M & S 승마 클럽

0748-25-5940

ユースホステル会員証 (일본어)

「ユースホステル(YOUTH HOSTEL/HOSTELLING
INTERNATIONAL)」は、ドイツで生まれた世界的な「旅の宿」のネットワークです。だれもが安全
に楽しく、そして経済的に旅ができるようにと考えられたもので、現在、世界 80 カ国、4,000 のユ
ースホステルがあります。日本には北海道から沖縄まで約 220 のユースホステルがあり、宿泊料金
は日本の場合、1 泊 3,000 円前後(2 食付で 4,500 円程度)と大変経済的です。(海外では、もっと安
く宿泊できます。)
ユースホステルは誰でも気軽に利用いただける宿泊施設ですが、ユースホステル会員になると、国内
海外のユースホステルをお得な会員価格で利用できます。
世界各国の美術館や博物館などの入場料、鉄道や飛行機の運賃などの割引の適用が受けられます。日
本でもレンタカーや観光施設など様々なところで活躍します。

国内のユースホステルならどこでも入会が可能です。お近くにユースホステルがない方は
入会案内所でご入会いただけます。
国内割引施設一覧はこちら
海外割引施設は各国ユースホステル協会ページをご参照ください

会員証発行
会員証は国際ユースホステル連盟(Hostelling
International)によって認められたもので、世界各国の YH が利用できます。世界各地で割引の適用
が受けられます。なお、会員証の有効期限は発行日より 1 年間です。

ユースホステル会員登録について
どの会員証も、国内・海外でご利用きます。YH 会員証としての機能は同じです。
この他、学校パス、特別資格公認証があります。詳しくは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

一般会員証

会員証種別

該当年齢区別

新規登録会費

継続登録会費

少年パス

満 4 歳から中学生まで

1,500 円

1,000 円

青年パス

中学生修了年齢から満 19 歳未満まで

1,500 円

1,000 円

成人パス

満 19 歳以上

2,500 円

2,000 円

家族パス

夫婦、家族パス所持者と同行の中学生までの子供

3,500 円

3,000 円

4,500 円

海外で利用する場合、配偶者は別途会員証が必要です(500 円)

団体パス

10 名以上の団体・機関の引率責任者(満 18 歳以上)

5,000 円

終身パス

満 26 歳以上、有効期限は登録の日から終身

50,000 円

モンベルカードくわしくはこちら(お申込み窓口はモンベル社になります。)
会員証種別

該当年齢区別

新規登録会費

継続登録会費

成人パス

満 19 歳以上／モンベルとの提携カード

2,500 円

2,200 円

ワールドホステリングカードくわしくはこちら
※お申し込みはオンラインでのみ可能です。旅行傷害保険付きの VISA カードの場合、次年度以降 1,
312 円プラス／成人・家族パス共通
会員証種

該当年齢区別

別

新規登録会

継続登録会

費

費

成人パス

満 19 歳以上／クレジット機能付き、入会審査あり

1,500 円

1,500 円

家族パス

夫婦、家族パス所持者と同行の中学生までの子供クレジット機能付き、

2,500 円

2,500 円

入会審査あり

ご入会方法
どなたでも簡単に会員になれます。会員になる方法は次の２通りです。

会員証を今すぐ入手したい方は

お近くのユースホステル協会または入会案内所(都内約 50 ヶ所を始め、全国のユースホステルや書
店、大学生協など約 600 ヶ所にあります)で、氏名と住所が確認できるもの(免許証、身分証明書、
健康保険証など)をご持参のうえお申し込みください。その場で発行されるため、一番手軽で、早く
出来ます。

郵送ご希望の方は
お近くにユースホステル協会・入会案内所がない場合、ホームページからでも受け付けております。
但し、会員証発行までお時間がかかりますので、予めご了承ください。(ご入金後、７日から１０日
くらい)
登録料は郵便振替の他、セブンイレブン(日本国内の店舗のみ)、クレジットカード(ＶＩＳＡ、マス
ター、ＪＣＢ、アメリカンエクスプレス)でもお支払いができます。
1.オンライン入会(①一般会員証・②ＹＨライフカードの新規・継続)
2.ＹＨモンベルカード詳細・お申込みはこちら
★3 種類とも国内・海外でご利用できます。
●海外配偶者用家族パスのお申し込みはこちら (家族パス方のみが対象となります)

継続の手続き
有効期限の 2 ヵ月前から、継続手続きが可能となります。
継続登録とは、会員証の有効期限内に手続きをおこなった場合で登録会費が 500 円割引きになりま
す。

 1.オンライン入会

2.全国各地の案内所・YH でその場で更新ができます。（日本で作成した会員証は海外では更新
手続きはできませんので、ご留意下さい）

便利な自動引き落とし
知らないうちに YH 会員証が切れていた、なんていうことのないように、自動継続の手続きをお勧め
します。
自動引き落としを入会・継続の際に申し込むと、次年度からの継続会費が自動的に指定口座から引き
落とされ、手間をかけずに継続手続きができます。
自動引き落としをご希望の方は、「自動引き落とし依頼書」を郵送いたしますので、住所を明記し、
メールにてお申し出ください。依頼書に引き落とし銀行届出印を押印、必要事項を記入の上、会員証

の有効期限４ヶ月前までに、お申し込み、または郵送してください。
※自動引落としの解除を希望される場合は、有効期限の 4 ヶ月前までにお電話またはメール等により
ご連絡下さい。

再発行について
再発行は各支部協会と(財)日本ユースホステル協会で受け付けております。

有効期限が２ヶ月を切った会員証の場合は、継続更新手続きをお勧めいたします。
再発行には手数料３００円が必要となります。
郵送での手続きを希望される場合は、３８０円(内送料８０円)が必要となります。
３８０円分の切手を同封のうえ、住所、氏名(ふりがな)、会員証番号(不明の場合は未記入可)、
会員証有効期限、お電話番号、生年月日をお知らせください。
※会員証のお送り先は日本国内のご住所となり、海外への郵送は出来ません。

入会案内所
ご入会は日本国内のユースホステルの他、全国の入会案内所にて行っています。

オンライン入会
ご出発の日程に余裕のある方は、インターネットからもご入会も簡単・便利です。
詳しくはこちらからお申込みください。

オンライン登録

Malaysia
http://www.himalaysia.org.my/v5/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7

Discounts
RETAIL

Leo Books S/B
10% on all books sold except for books on promotional rate.
Terms and condition applies

Lot 1-25, First Flr, Island Plaza, 118 Jalan Tanjung Tokong, 10470
Pula Pinang
Tel: 6 04 8998911
/ Email: info.leobooks@gmail.com / Website: www.leobookstore.com

TRANSPORT
Airport Coach S/B (KLIA-KL Sentral vise-versa)
RM 2.00 discount
a)Bus Station KLIA, Ground Flr., Blk.C, Short Term Car Park, 64000 KLIA Sepang,
Selangor
b) Bus Station KL-Sentral, Ground Flr.-Airport Coach Counter

Tel: 6 03 87873894/ 87768449 / Fax: 6 03 87873895 / Email: airportcoachklia@live.com.my /enquiry@airportcoach.com.my / Website: w
ww.airportcoach.com.my

Special Promotion and Packages
SPECIAL ROOM BOOKING PROMOTION IN MALAYSIA
In conjunction to Visit Malaysia Year 2015 all hostels listed in the HIhostels.com in
Malaysia will enjoy a further 10% from the members rate. This discount is valid from 01
January 2015 till 31 December 2015. Please send your booking details to HI-Malaysia
National Office at contact@hi-malaysia.org.my. The details are:
Booking Details
Name of Hostel:
Check in/out date:
Type of room:
No of person inclusive of gender and age

Personnel Details
Name: (according to membership card)
Address:
E-mail:
Membership No:
Membership Expiry Date:

AUSTRALIA TRAVEL PACKAGE

HI-Malaysia is offering a travel package to Australia particularly Sydneys, Adelaide and
Brisbane. The package is for 2 persons for 2 or 3 nights stay in a double/twin room,
inclusive of breakfast and airport transfer.
SYDNEY CENTRAL YHA
Date:
31/03/13

Off Peak Season- 01/12/12 - 18/12/12 & 05/03/13 -

Type of Room: Twin/Double Room (ensuite)
2 Nights:

$ 315.00 AUD

3 Nights:

$ 449.00 AUD

Type of Room: Twin/Double
2 Nights:
3 Nights:
Date:
04/03/13

$ 285.00 AUD
$ 399.00 AUD
Peak Season 19/12/12 - 25/12/12 & 06/01/13 -

Type of Room: Twin/Double Room (ensuite)
2 Nights:

$ 339.00 AUD

3 Nights:

$ 485.00 AUD

Type of Room: Twin/Double
2 Nights:

$ 299.00 AUD

3 Nights:

$ 429.00 AUD

ADELAIDE
Date:

All Year

Type of Room: Twin/Double (ensuite)
2 Nights:

$ 279.00 AUD

3 Nights:

$ 399.00 AUD

BRISBANE
Date:

All Year

2 Nights:

$ 289.00 AUD

3 Nights:

$ 409.00 AUD

HI/YHA members enjoy 20% by booking through HI-Malaysia National Office.
A booking charge of RM 10.00 is applied for each booking. Life members or
Yearly Package application will not be charge the booking fee.

Nepal
http://www.youthhostel-nep.org/membership.php

Membership

Hostelling International is a Membership Organization, and HI Membership gives you much
more than a comfy bed! It puts you at the heart of a huge international family, where you
can share experiences, travel and friendship with people of all nations. HI Membership is
open to every Nepalese and Foreign citizens .

10 reasons to become an HI member
~ Access to the world 's largest network of safe, clean hostels
~ Discounted member prices in many hostels
~ Be part of a global community of like-minded travellers

~ Discounted trips and activities in many countries
~ Concessions on entertainment during your travels
~ See the world on a budget
~ Reduced price admission to museums and cultural centres at home and overseas
~ Savings in retail outlets
~ Reductions on a wide range of travel services
And lots more besides…!

Click HERE FOR MEMBERSHIP FORM

How to become a member:

You have better be a member of Hi hostel behind your residential country. To get inform
about the price and procedure of membership, need to contact Hi youth hostel Association.

Philippines
https://yshfp.wordpress.com/hi-hostels-worldwide/

국제 연맹 e – 맴버십 사용 (자국에서 발급 안함)

South Korea
라식 할인

이보영 화상영어 할인 | Maximum 40% OFF for HI members

외환은행 환율우대쿠폰 | KEB exchange voucher

코레일공항철도 직통열차 할인 | INCHEON AIRPORT RAILROAD EXPRESS
SPECIAL OFFER
회원증 제시만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가능합니다. Just show your HI
MEMBERSHIP CARD and get a special discount on INCHEON AIRPORT
RAILROAD
EXPRESS!

»열차시각표 보기(Get Railway Timrtable)
스위스 융프라우 할인쿠폰 | JUNGFRAU SPECIAL OFFER
TOP OF EUROPE-JUNGFRAU SPECIAL OFFER for everyone!

»융프라우 소개브로셔 받기(Get Jungfrau Info, Korean Edition, PDF)
»융프라우 열차시간표 받기(Get Jungfrau Railway Timetable, PDF)
»융프라우 지도 받기(Get Jungfrau Map, PDF)

유럽여행계획에 도움이 되는 유레일 지도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세요.
»유레일지도 다운로드(Downloard Eurail Railway Map, PDF)

여행계획에 필요한 할인항공권, 유레일패스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알찬 계획을 세울 수록 많은 여행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배낭여행·개별여행 전문가가 HI 회원에게 무료로 상담 해드립니다. 맛있는 간식과
커피도 드립니다.

Singapore
http://friends.hisingapore.org.sg/membership/

Membership

WHO CAN JOIN AS A HI SINGAPORE MEMBER?

Originally created to help young people of limited means to experience the world, hostels
are now at the heart of international tourism for a wide age group. Today’s hostellers are just
as likely to be in their thirties, as to arrive alone on foot with a backpack, or be part of a
school group.

The hostel network enables all people of differing nationalities, cultures and social
background to meet, share experiences, learn about each other and the surroundings. You’ll
meet great people and have loads of fun!

Come be a HI Member today. You may become a member by:

ONLINE MEMBERSHIP APPLICATION

Alternatively drop by any of our HI PARTICIPATING OUTLETS [HI SINGAPORE
HOSTELS] (operating hours: 9am to 9pm daily) to apply for your HI Membership Card.

HI SINGAPORE MEMBER BENEFITS

Hostelling International is a membership organization; members receive many benefits in
addition to staying in HI hostels, like

special savings or discounts. You should join

before you leave home. Non-members may be allowed to stay at some hostels, but a
supplement will apply.

Hostelling International has negotiated a vast range of discounts around the world covering
everything from reduced-price coach tickets, to special deals in shops and entertainment
venues. These are all listed in

HI Savings.

HI MEMBERSHIP CARD

As IYHF is a membership organization, a membership card is required in order to stay at
Hostelling International Hostels worldwide. You are able to purchase the membership card
from your home country.

Your membership is also the key to thousands of discounts on travel, activities and
attractions. As you travel, don’t forget to ask at the hostel for local discounts available and
make significant savings along the way!

NEW HI SINGAPORE MEMBERSHIP CARD FACE

This card will be available to all
Singaporeans or foreigners who have been
resident in Singapore for a minimum of six
months.

Card Type

Age(Years)

Price

Youth

3-18

SGD $15.00

Senior

55 & Above

SGD $15.00

Individual

19-54

SGD $22.00

* Note: The Youth and Senior Card
Categories are only available via ONLINE
MEMBERSHIP APPLICATION or at the HI
Singapore Association Level.

OLD HI SINGAPORE MEMBERSHIP CARD FACE

(VALID TILL 2015)

INTERNATIONAL CARD

The IYHF International Card will be available
for sale at SGD $31.00 to foreigners who
wish to purchase them in Singapore

*Note: Both cards will allow you to enjoy the same benefits and discounts available
worldwide.

Our Partners


AAS



Escape Theme Park



Travel Ideas



U Sports



Uniquely Singapore



Wild Wild Wet

Thailand
http://tyha.org/tyha/web/hosteldis.php

Vietnam
https://www.hihostels.com/destinations/vn/hoste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