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청·항공사·철도

잘츠부르크 관광청, 잘츠부르크 카드 소개

울릉∼포항 썬플라워호 운항 중단…당분간 소형 여객선 투입

레일유럽 할인 프로모션 진행

대저해운은 포항과 울릉을 잇던 2천394t급 여객선 썬플라워호의

글로벌 철도 패스 배급사인 레일유럽이 봄을 맞아 다양한 할인

운항을 지난달 중단했다. 1995년 포항∼울릉 항로에 취항한 썬플라워호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월 31일까지 스위스 트래블 패스 연속 4일권을

선령 25년을 채움에 따라 운항이 중단됐다. 정원 920명인 썬플라워호는

구매하면 1일의 무료 여행일이 추가되며, 연속 8일 패스에는 2일의

최고 시속 87㎞(47노트)로 달릴 수 있어 과거 6시간 걸리던 포항∼울릉

무료 여행 일이 추가된다. 프로모션 기간 구입한 패스는 5월 31일까지

뱃길을 3시간대로 줄여 주목을 받았다. 울릉군은 썬플라워호 운항

사용할 수 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자는 스위스 전역의 기차,

중단을 앞두고 대형여객선을 새로 건조·운항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버스, 유람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500여 개의 박물관 및 미술관과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저해운 자매사인 대저건설을 뽑았다. 대저건설은

명산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해저터널을 통해 런던과 파리, 브뤼셀,

올해 안으로 2천125t, 탑승 정원 932명, 최고 시속 약 76㎞(41노트)인

암스테르담을 오가는 초고속열차 유로스타(Eurostar)도 할인 프로모션을

여객선을 발주할 계획이다. 대저해운은 새 여객선이 투입될 때까지 현재

진행한다. 3월 10일까지 구매하면 스탠더드 티켓은 최대 40%, 스탠더드

울릉(저동)∼독도 구간에 운항 중인 쌍동 여객선 엘도라도호(668t, 정원

프리미어 티켓은 최대 35% 할인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레일유럽

414명)를 투입해 운항한다. 이 배는 썬플라워호보다 규모가 작고 최고

홈페이지(www.raieurope.co.kr)나 고객센터(☎02-6022-0588)를 통해

시속이 63㎞(34노트)로 상대적으로 느리다.

문의하면 된다.

잘츠부르크 관광청은 2020년 봄을 맞아 잘츠부르크 여행을 즐기기 위한 필수 아이템 잘츠부르크 카드를 소개했다. 공식 시티 투어카드인 이 카드는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다. 종류에 따라 24시간 또는 48시간 혹은 72시간 동안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30곳의 유명
관광지를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다. 잘츠부르크 관광청은 특히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게트라이데 거리(Getreidegasse)와 모차르트
거주지 등을 예로 들었다. 구입처는 잘츠부르크 중앙역과 관광안내소, 공식 온라인 사이트 등이다.

코레일관광개발, 봄맞이 상품 출시
코레일관광개발은 3월을 맞아 상춘객들을 위해 ‘두근두근 봄꽃 낭만’, ‘진해 벚꽃·광양 매화·쌍계사 벚꽃’, ‘청산도 유채꽃 여행’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했다. 국악 와인 열차, KTX 등 다양한 종류의 기차를 타고 당일 또는 1박 2일로 봄꽃과 지역 관광명소를 돌아보는 여정이며, 가격은 9만4천원부터다. 이용
안내는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와 콜센터(1544-77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엣젯, 인도 3개 노선 신규 취항
베트남의 저가 항공사 비엣젯항공이 오는
5월부터 인도로 향하는 3개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이번에 취항하는 노선은 다낭∼뉴델리, 하노이∼뭄바이,
호치민∼뭄바이 등 3개 노선이다. 다낭∼뉴델리,
하노이∼뭄바이 노선은 5월 14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각각 주 5회, 주 3회 운항된다. 호치민∼뭄바이 노선은
5월 15일부터 주 4회 운항한다. 이로써 비엣젯항공은
호치민∼뉴델리와 하노이∼뉴델리 노선에 이어 총 5개의
인도 노선을 운항하게 됐다.
라스베이거스 관광청, 2020 라스베이거스 IPW 소개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북미 최대 여행 박람회인 IPW(International Pow Wow)가 열린다고 밝혔다. IPW는 미국
현지 여행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여 미국의 대표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각국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행사다.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은 IPW 홍보를 위해 지난달
서울 시내에서 ‘2020 라스베이거스 미션’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관광청과 IPW
담당자들이 대거 방한, 국내 관광업체들을 상대로 IPW를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네바다 관광청 관계자도 관련 관광 자원을 소개했다. 네바다에는 레드록 캐니언, 불의 계곡,
유령마을, 데스밸리, 그레이트 베이슨 국립공원 등의 관광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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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리조트

포시즌스, 올해 6개 지역에
신규 호텔 오픈
포시즌스 호텔 앤 리조트는 올해 아시아와
북미 및 유럽 지역에서 6개의 호텔을 새로
오픈한다.
포시즌스 호텔 방콕은 태국 차오프라야강
일대에 오는 4월 299실 규모로 문을
연다. 세계적인 건축가 장-미셸 게디가
설계했으며, 차오프라야강과 이어진
듯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인피니티 풀이
인상적이다.
포시즌스 호텔 도쿄 오테마치는 도쿄
중심부인 오테마치 지역 39층 건물의
상층부 6개 층에 들어선다. 스위트룸을
포함해 총 190개의 객실을 보유하며 오는
7월 오픈할 예정이다.
스페인 마드리드 카나레자스 중심가에
위치한 7개의 고대 건물은 오는 5월
포시즌스 호텔 마드리드로 탈바꿈한다. 스페인 내 첫 포시즌스 호텔이다.
와인 애호가들의 성지인 캘리포니아 나파 밸리에는 ‘포시즌스 리조트 나파밸리’가 오픈한다. 와인 메이커 ‘토마스 리버스 브라운’과 제휴하는 리조트로, 투숙 시
와이너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이밖에 샌프란시스코 랜드마크 건물인 ‘345 캘리포니아 센터’의 상층부 11개 층이 포시즌스 호텔로 리뉴얼돼 상반기 오픈하며, 뉴올리언스에도 첫 포시즌스
호텔이 하반기 문을 열 예정이다.
벚꽃을 만끽할 수 있는 호시노 리조트
호시노 리조트는 벚꽃 시즌을 앞두고 벚꽃을 만끽할 수 있는 숙소 3곳을 소개했다.
모든 객실이 강을 향해 있는 ‘호시노야 교토’는 3월 25일∼4월 10일 객실과 연결된 테라스에서 벚꽃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벚꽃을 테마로 한 화과자와 스파클링
와인, 음식을 제공한다.
바다와 강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시즈오카현 ‘카이 안진’에서는 마쓰강변을 산책한 뒤 디저트를 즐기는 밤 벚꽃 산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도쿄 도심에 있는 ‘OMO5 도쿄 오쓰카’ 주변은 일본 왕벚나무 발상지여서 벚꽃 명소들이 밀집해 있다. ‘OMO 벚꽃 축제’와 함께 꽃놀이 디저트 세트, 벚꽃 투어가
마련된다.

서울드래곤시티, 어른만을 위한
무제한 딸기 뷔페

파크하얏트 ‘마이 시티 애프터눈
티 세트’
파크 하얏트 부산 호텔의 라운지는 부산의

라운지 바 킹스베케이션(King’s Vacation)이

매력을 디저트로 표현한 ‘마이 시티 애프터눈 티

노키즈(No-kids) 존에서 스파클링 와인과

세트’를 3월 2일부터 선보인다.

딸기 디저트를 무제한으로 맛볼 수 있는 딸기

연둣빛으로 물든 이기대 공원을 연상시키는

뷔페를 선보인다.

피스타치오 초콜릿 바, 시원한 바닷바람이
느껴지는 바람개비 모양의 블루베리 판나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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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드래곤시티의 ‘스카이 킹덤’ 31층에 위치한

충남 논산에서 당일 아침 수확한 딸기로 코냑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달달한
밤’ 프로모션

봉봉, 스트로베리 크레프 케이크, 파볼로바

아름다운 광안대교 모양의 치즈케이크, 하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 야경을 감상하며

등 15종의 딸기 디저트와 스파클링 와인을

돛을 단 요트 모양의 피낭시에 등 부산의 명소나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달달한 밤 프로모션’을 3월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명물을 형상화한 다양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호텔 최고층에

바삭한 생선 크로켓, 불고기 브리오슈 롤, 호박

위치한 문 바에서 남산과 도심의 야경을

‘더 웨스틴 리조트&스파 발리 우붓’ 오픈

2부(오후 6~8시)로 나뉘어 진행되며, 가격은

타르트, 햄과 오이가 들어간 허니 머스터드

내려다보며 와인과 음식을 즐길 수 있다. 페어링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에 120개의 객실을 갖춘 ‘더 웨스틴 리조트 &

5만5천원이다.

샌드위치도 제공된다.

메뉴로는 가리비와 아보카도, 마르게리타 피자,

스파 발리 우붓’을 최근 오픈했다. 리조트는 푸른 논밭과 고대 사원, 무성한 숲속에 위치하며, 브랜드의

이번 프로모션 이용 고객에게는 6개월간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쇠고기 채끝과 대하구이, 모르타델라 소시지

핵심 원칙인 ‘잇 웰, 무브 웰, 슬립 웰’(Eat Well, Move Well, Sleep Well)을 구현해 건강과 재충전을

스카이 킹덤 식음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가격은 2인에 6만5천원이다(세금 포함).

등이 제공된다.

돕는 가족 휴양지다.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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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6일까지 주말마다 1부(오후 3~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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