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eetings from Millennium Hilton Seoul. 

Although the Festive Season is still months away, preparations for the 2019 annual Christmas 
Train display are already underway. In keeping with the Hilton holiday tradition since 1995, the 
Lower Lobby of the Hotel will feature a magical display of scale model trains weaving their way 
through a winter landscape of alpine mountains and picturesque villages. New features are 
constantly added which are designed to appeal to both the young and ‘young at heart’.  

Each year, a growing number of generous companies and organizations have participated in 
the Hilton Christmas Train season through highly visible advertising sponsorship. Train wagons, 
Balloons, Bridges and buildings can be themed and customized according to the sponsor’s 
corporate colours and logo design specifications. Attached is a catalogue of eighteen train 
wagon types to choose from which are available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Enclosed in this Sponsorship Kit is an Advertising Confirmation Form where potential and 
current sponsors may indicate their preferences and level of support. Once completed, the 
form may be sent to us by email or fax in order to confirm participation. 

This year, the 2019 Hilton Christmas Train commences on Saturday November 23rd 2019 and 
continues until Sunday February 2nd 2020. 

Interested sponsors who may wish to view images or video footage from pervious Christmas 
Train displays may request access via the contact numbers on the Order Form. 

We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onboard the Hilton Christmas Train!

ALL ABOARD
THE HILTON CHRISTMAS TRA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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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는 지금은 때이른 감이 있지만 크리스마스를 맞을 준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1995년을 시작으로 저희 호텔의 전통으로 자리 매김된 기차 전시 행사가 올해도 변함없이 동심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디자인으로 선보이며, 작고 깜찍한 크리스마스 열차가 LL층 분수대 주위에 펼쳐지는 그림같은 알파인 

산맥 마을을 칙칙폭폭 횡단합니다.

그 동안 수많은 후원사들이 밀레니엄 힐튼 서울 크리스마스 열차 행사에 후원하셨던 것과 같이, 올해에도 

크리스마스 열차 전시로 조성된 수익금의 일부는 채택된 자선 단체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기차(18종류), 

벌룬, 교량, 건물 등 여러가지 아기자기한 아이템에 귀사의 로고로 장식된 기차가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모든 

아이템은 선착순으로 판매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크리스마스 기차 행사에 참가를 원하시는 후원사들은 첨부된 기업 광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어 참가 여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참가 신청을 일찍 서둘러 주시면 원하시는 모형의 

기차를 준비하여 아름답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열차의 전시 및 운행은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에 시작하여 2020년 2월 2일 일요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사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참고하시려면 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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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NNIUM HILTON SEOUL CHRISTMAS TRAIN 2019
ADVERTISING CONFIRMATION

This is to confirm that our company will participate in the 2019 Hilton Christmas Train as follows:

Wagon 1st Wagon#: (      ) 2nd Wagon#: (      )
  Model No. 1~13 KW 1,500,000 /ea Quantity:  Total: 
  Model No. 14 KW 2,700,000 /ea Quantity:  Total: 

  Model No. 15~18 KW 1,700,000 /ea Quantity:  Total: 

Balloon  KW 1,700,000 /ea Quantity:  Total: 

Bridge  KW 2,400,000 /ea Quantity:  Total: 

Billboard  KW 800,000 /ea Quantity:  Total: 

Buildings-by prior discussion  Quantity:  Total: 

Available Packages  Quantity:  Total: 

 Package A 2 Wagons (Regular), 1 Billboard    KW  3,300,000
  Package B 2 Wagons (Long), 1 Balloon    KW  4,400,000
  Package C 3 Wagons (Regular), 1 Balloon, 2 Billboards   KW  6,500,000
  Bridge Package  1 Bridge, 1 Tunnel, 2 Wagons (Regular), 2 Billboards  KW  7,600,000
  Tram Package 1 Deluxe Tram, 1 Warehouse, 2 Billboards   KW  8,200,000
  Harbour Package 1 Harbour with Shop Fronts, 1 Balloon, 2 Wagons(Regular), 2 Billboards KW  9,700,000
  Bullet Train Deluxe Package A   Bullet Train (Shared Track), 1 Balloon, 2 Tunnels  KW  16,000,000
  Bullet Train Deluxe Package B    Bullet Train (Exclusive Track), 1 Balloon, 2 Tunnels, 2 Billboards KW  25,000,000
**All prices include VAT.

                            Grand Total:

* Wagons offer advertising support only and remain property of the hotel.
* Sponsorship exceeding KW2.5 million and above ensures the inclusion of corporate logo on primary sponsor banner.

Model types cannot be guaranteed due to limited availability.
Wagons will be allocated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Please select two preferences for wagon styles, and indicate the quantity of wagons required.

50, Sowol-ro, Jung-gu, Seoul, Korea 04637

HILTON CHRISTMAS TRAIN

*All advertising rates include tax.
*Information and application forms are also available on our website  
*Please fax or email your confirmation of participation to the Millennium Hilton Seoul,
  Food & Beverage Dept. (Tel:02-317-3012, Fax:02-317-3273, E-mail:sunyoung.kim@hilton.com)
*We will contact you shortly concerning your company logo specifications.

Name of Representative:

Postal Code:

Contact person Tel:

Signature:

Company / Organization:

Address:

Contact Person: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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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차              희망 모델 번호 (      )                차선 희망 모델 번호  (      )  

일반열차 1번 ~ 13번                  1,500,000원/개    수량 :                         금액                                    원

열차모델 14번                   2,700,000원/개 수량 :       금액                                    원

특별열차 15번 ~ 18번                1,700,000원/개    수량 :                         금액                                    원

2019년도 밀레니엄 힐튼 서울 크리스마스 열차 참가신청서 
당사는 ‘2019년도 밀레니엄 힐튼 서울 크리스마스 열차’ 행사에 아래와 같이 참여할 것을 희망합니다.

각 모델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신청하신 순서대로 열차를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하는 순서대로 두 대의 열차모델을 기입해 주십시오.

벌      룬                                                           1,700,000원/개    수량 :                         금액                                    원

교      량                                                           2,400,000원/개    수량 : 금액                                     원

빌 보 드                                                             800,000원/개    수량 : 금액                    원

건      물 (사전협의)                                                                         수량 : 금액                                     원

패 키 지                                                                                       수량 :                         금액                                    원

회사명 /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총합계                            원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전화 :

담당자 이메일 : 확인서명 :

주 소 : 우편번호 : 

⁎상기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본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은 밀레니엄 힐튼 서울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사의 참가 여부를 밀레니엄 힐튼 서울 식음료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17-3012, Fax:02-317-3273, E-mail : sunyoung.kim@hilton.com)
⁎귀사의 로고 및 지정 색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열차는 행사 후 호텔에 보관됩니다.

⁎총 후원금액이 2,500,000원 이상 되는 후원사의 로고는 호텔 로비에 <주요 후원사> 현수막에 올려드립니다.

 패 키 지 A   일반 열차 2개, 빌보드 1개   3,300,000원

 패 키 지 B   특별 열차 2개, 벌룬 1개   4,400,000원

 패 키 지 C   일반 열차 3개, 벌룬 1개, 빌보드 2개    6,500,000원

 브 릿 지 패 키 지   교량 1개, 터널 1개, 일반열차 2개, 빌보드 2개    7,600,000원 

 트 램 패 키 지    디럭스전차, 전차정거장, 빌보드 2개   8,200,000원

 항구 패키지  상가와 항구, 벌룬 1개, 일반열차 2개, 빌보드 2개 9,700,000원

 고속열차 딜럭스 패키지 A 고속열차(공유트랙), 터널 2개, 벌룬 1개   16 ,000,000원

 고속열차 딜럭스 패키지 B 고속열차(전용트랙), 터널 2개, 벌룬 1개, 빌보드 2개 25,000,000원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50 우 04637

밀레니엄 힐튼 서울 크리스마스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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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n 1 Train 2 Train 3

 Train 10 Train 11 Train 12

 Train 4 Train 5 Train 6                                                  

 Train 13                                                  Train 14            36cm Train 15                                                44.5cm

 Train 7                                                             Train 8                                                             Train 9                                                

 Train 16                                                  44cm Train 17                                                     45cm Train 18                                                39.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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