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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5일(목) 10:00 ~ 18: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COEX 1층 A&B1홀

중국관, 한국관, 미주관, 유럽관, 동남아관, 

남태평양관, 테마관    

일시

장소

전시구성

B2B DAY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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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산업의 발전과 상호간의 교류를 위해 박람회에 참여하는 

부스 입점 업체와 대리점 및 주요 여행사, 제휴사의 비즈니스의 

장 마련

  모두투어 여행 박람회 전시기간 중 9월 5일 전일, B2B DAY로 

진행

  여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트래

블마트와 여행 지역/테마에 관한 세미나 진행



10:00~18:00

각 전시장 내 부스

• 상담은 30분씩 진행되며, 부스입점업체당  

총 10회 상담

• 한 회당 부스별 방문자 최대 3명과 동시 상담 진행

• 온라인 사전 신청 / 현장 신청 가능 

(사전 신청 스케줄이 비어있는 업체에 한해)

트래블마트

02
PART

시간

장소

진행



1   성명 입력

2   휴대폰 번호 입력

3   신규신청 클릭

STEP 01

STEP 02

1

2
3

1   박람회 홈페이지(http://mtm.modetour.com) 이동
2   우측 상단에 B2B DAY 신청 클릭
3   신규 신청 클릭(본인의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신청 확인 클릭)

※B2B DAY 필독 클릭 시 B2B DAY E-브로셔 다운로드 가능

1

2

3

온라인 사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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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번호(6~10자리) 입력
2   이메일을 입력 

3   신청자가 속한 회사의 속성을 선택 후 회사명 입력

4   전체 약관 동의하기 체크
5    상담을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전시장을 선택하고 업체를 선택.  

하단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6    맨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신청이 정상적으로 저장

1

2

3

4

5

6

STEP 03

2019

온라인 사전 신청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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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람회 홈페이지 상단에 B2B DAY 신청을 클릭하면 나오는 창에서 신청 확인 클릭
2    성명, 휴대폰, 비밀번호를 입력 후 신청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내역의 확인 및  

수정, 취소 가능

1

2

1

2

1   신청내역 출력하기(현장 매표소에서 출력물 제시 후 입장권 수령)
2    신청 수정 또는 취소를 원할 시 맨하단에 신청 수정, 취소 버튼 클릭 

신청 수정을 클릭 시 STEP3의 신청페이지 창으로 돌아가 신청내역을 수정 가능

      신청을 취소하고 재신청 할 경우 다시 STEP1 부터 진행

STEP 04

STEP 05

온라인 사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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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사의 업체명은 어떻게 되십니까?

  귀사의 업종 구분은? (대리점/홀세일 여행사/직판 여행사/랜드사)

  귀사의 패키지/FIT/허니문/인센티브 판매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귀사가 활용할 수 있는 홍보채널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귀사의 작년도 해당지역 송출 인원은 어느정도 되나요?

  주요 판매하는 지역은? 해당지역을 판매해 본적이 있습니까? 

  귀하를 상담하는 업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안다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귀사는 현지 행사를 호텔 따로, 행사 따로해서 현지 업체에 

직접예약하나요? 아님 합쳐서 예약하나요? 

  만약 현지업체에 직접 예약을 하신다면 현지 업체명은 어떻게 되며, 

컨택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현지업체를 이용하시지 않으면 한국 내 어떤 업체를 통해 예약을 

하나요? 컨택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트래블마트 예상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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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입점 업체 귀사



  호텔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공항에서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시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이용하신 고객들 중 어느 연령대의 만족도가 가장 좋은 가요? 

 호텔 투숙객 중 나라별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여행사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온/오프라인)이 있나요? 

 인센티브 단체를 위한 VI 프로그램은 있나요? 

  인센티브 그룹 진행 시, 단체를 위해 업체에서 별도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나요?(테이블세팅, 만찬, 특식 등) 

  홈페이지나 브로셔 등에 쓸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인 OP 및 가이드가 있나요? 

 월 평균 몇 명 정도의 인원을 핸들링 하시나요? 

 모객 유치를 위한 GIVEAWAY 를 제공해 주실수 있나요? 

  관광지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현지에서 보통 옵션은 얼마에 판매되나요?

 현지 한국인 가이드 있나요? 가이드가 없다면 행사상 문제는 없나요? 

  이 지역의 성수기와 비수기 기간을 알려주세요. 지역 날씨는 어떠한가요?

 비자 및 전자여권 등 여행 전 꼭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트래블마트 예상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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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 부스 입점 업체



SCHEDULE

장소 시간 세미나 내용

세미나실 
317A

10:00 ~ 10:50 여행플래너 리뉴얼버전 안내 & 입찰관련 세미나

11:00 ~ 11:50 유럽의 숨은 보석, 힐링 여행지 포르투갈

12:00 ~ 12:50 Travel Talk – 나만의 영국 만들기

13:00 ~ 13:50 반고흐 미디어를 만나다 

15:00 ~ 15:50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세미나 

세미나실 
317BC

10:00 ~ 11:20 고객을 끌어 당기는 전화응대법

11:30 ~ 12:10 중남미 설명회 or 캐나다 오로라 설명회(예정)

12:20 ~ 13:00 중남미 설명회 or 캐나다 오로라 설명회(예정)

13:10 ~ 14:00 제이파크 아일랜드 리조트 설명회 & 필리핀 골프

14:10 ~ 15:00 호주 골드코스트 / 뉴질랜드 전세기 설명회

15:10 ~ 16:00 다채로움 가득한 산지공원 귀주성검남주 여행설명회

16:10 ~ 17:00 2019 전략대리점 사업설명회

17:05 ~ 18:05 2019 모두투어 여행박람회 예약부스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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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8:00

세미나룸 A, BC

• 세미나는 50분씩 진행되며, 총 1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세미나실 317A 45명, 세미나실 317BC 95명

일시

장소

진행



B2B DAY 초청장

B2B DAY 입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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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1층 A홀 모두투어 센딩존(매표소)에서 비표 수령

• 단체 입장 대리점 

영업부 직원 인솔하에 단체로 입장하는 대리점의 경우  

사전에 영업부 직원을 통해 비표 전달

• 온라인 사전 신청자 

온라인 사전 신청 내역 인쇄물 제시 후 비표 수령

• 그 외 방문객 

초청장 또는 명함 제시 후 비표 수령

※ 영업부 직원 인솔하에 단체로 입장하는 대리점의 경우 따로 비표 수령 절차 생략
※ 관광관련 재학생 방문시 학생증 제시 후 비표 수령

장소

비표 교환



관광청
말레이시아 관광청 말레이시아 전반적인 소개

인도네시아 관광청 인도네시아 관광청으로 인도네시아 전반적인 설명

항공사

베트남 비엣젯항공
(VJ PSA 대주항운)

베트남 국적항공사로 인천, 부산, 대구에서 하노이, 호치민, 다낭, 나트랑, 하이퐁 등 베트남 주
요도시로 매일 10회 운항하고 있으며, 최근 2018년 7월부터 대구-다낭 노선을 신규취항 하였
습니다. 평균 4년 미만의 최신형 기재 운항, 한국출발 전 노선 한국인 승무원 탑승으로 승객의 
안전과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추구하는 항공사 입니다.

뱀부항공

비엣젯항공은 베트남 국적항공사로 2011년 첫 국제선 운항을 시작하여, 현재 12개국 116개 노
선의 국제선 및 베트남 국내선을 운항, 하루 총 400회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이다. 2019년 8
월 기준, 한국 3개 도시인 인천, 부산, 대구에서 베트남 주요도시인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
낭, 나트랑, 푸꾸옥으로 하루 최대 15회 운항노선을 제공하며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는 한국인들
에게 꾸준히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베트남항공 더 넓은 세상으로의 비상, 베트남항공

비엣젯항공 -

항공사 및 
호텔

브루나이 브루나이가 자랑하는 항공사 로열브루나이 항공을 소개합니다.

호텔

모벤픽 수리웡 호텔 
치앙마이

수리웡 호텔은 치앙마이의 랜드마크인 나이트바자 내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상설시장 및 풍
부한 먹거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치앙마이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10분 거리입니다.

아야나 리조트 발리하면 아야나가 떠오를만큼 대표적인 리조트 아야나를 소개합니다.

쉐라톤 리조트 발리의 중심 꾸따에 위치한 5성급 쉐라톤 리조트를 소개합니다

카사필라 리조트 보라카이 스테이션 3 화이트 비치 앞에 있는 카사필라를 즐겨보세요

수트라 하버 수트라하버 리조트의 다채로운 매력에 빠져보세요

베스트웨스턴 아이비윌 필리핀 팔라완 시내중심에 위치한 아늑하고 낭만적인 베스트웨스턴 리조트 소개

사보이 보라카이의 한적한 곳에 자체해변을 보유한 사보이 리조트 소개

솔레아 솔레아 라군파크와 함께 행복한 세부여행을 즐겨보세요

헤난그룹 필리핀 대표 리조트 그룹 헤난 리조트를 소개합니다.

모벤픽 이비자 클럽과 수영장이 아름다운 세부 모벤픽 리조트를 소개합니다

플랜테이션베이 세부에서 가장 넓은 해수풀을 보유한 플랜테이션 베이 리조트에 빠져보세요

샹그릴라 세부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해변을 보유한 최상의 시설 샹그릴라를 소개합니다.

HK투어 마닐라 곳곳에 숨겨진 아름답고 멋진 관광지 그리고 호텔들을 소개합니다

부스업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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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AST ASIA | 동남아관



부스업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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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바이호텔 세부 시티의 가성비 넘치는 바이 호텔을 소개합니다

넥서스 리조트 코타키나발루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리조트내 부대시설을 이용해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곳

힐튼 호텔 쾌적한 시설과 접근성 좋은 위치로 인기를 얻고 있는 힐튼호텔, 분위기 좋은 루프탑 수영장과 맛
있는 조식으로 유명

프로메네이드 호텔 합리적인 가격과 주위에는 공항,쇼핑타운,재래시장등 도보 10분 이내 모든것이 가춰진 호텔

르메르디앙 호텔 특급호텔답게 훌륭한 객실 및 부대시설 보유, 특히나 바다 전망의 넓은 객실을 제공하며 한면이 
통유리로 되어있어 멋진 뷰를 감상할수있다

밍가든 호텔
코타키나발루의 중심 업무 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와와산 버스 터미널을 도보 5분이면 가실 수 
있어 센터 포인트, 코타키나발루 습지센터, 코타키나발루 시티 모스크 등 주변 지역을 관광하실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마리나베이샌즈
57층에서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루프탑 인피니티 풀에서 아름다운 싱가포르의 스
카이라인을 감상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 싱가포르 플라이어 마리나 베이가 있습니다. 깔
끔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객실에서는 통유리창으로 멋진 베이 전경을 감상할수있다

머큐어 싱가포르 부기스
싱가포르 시티 센터에 위치한 이 호텔에서는 도보로 10분이면 싱가포르 국립 박물관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밤 문화가 번화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부기스 스트리트도 걸어서 5분 거리 내
에 있습니다.

콘래드 센테니얼

이 호텔 주변 관광지로는 차이나타운 헤리티지 센터, 아시아 문명 박물관, 래플스 시티, 에스플
러네이드 극장 등이 있으며, 밀레니아 워크나 선테크 싱가포르 같은 관광지와도 매우 가깝습니
다. 싱가포르 시티 센터에 위치한 아늑한 이 호텔에서는 수영장, 뷰티살롱 및 귀빈층 등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바탐뷰 비치 리조트 바람섬의 해변, 로맨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위치에 있는 바탐뷰 비치 리조트는 
바쁜 일상으로부터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베스트웨스턴 바탐
비지니스 및 레저 여행 모두를 충족시킬수 있는 베스트웨스턴 바탐은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지
역 중 하나인 바탐 센터에 위치 , 이곳에서 생동감 넘치는 도시의 많은것을 최대로 즐길수 있습
니다.

빈탄리조트(반얀트리 빈탄, 
리아 빈탄, 홀리데이 빌라)

스파,마사지,골프,해양스포츠등 다향한 엑티비티를 천국의 휴양지인 빈탄 리조트내에서 즐기자

호텔/크루즈

베트남 -

베트남 빈펄 베트남의 진주라는 뜻을 가진 빈펄 리조트. 빈펄은 북쪽의 하롱베이부터 남쪽의 푸꾸옥 섬까지 
총 80여개의 리조트와 풀빌라,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최고의 브랜드 리조트

베트남 옌뜨산 엠갤러리 
노보텔

옌뜨산 베트남 불교의 성지이자 문화를 볼수 있는 옌뜨산,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베트남 옛 사찰
들을 볼수 있는 여행지
레거시 옌뜨 세계적인 건축가 빌벤슬리가 건축한 레거시 옌뜨는 13세기의 베트남을 볼수있는 
유니크한 부틱 호텔로 베트남의 문화를 볼수있음
노보텔 하롱베이 하롱베이 최초의 인터네셔날 브랜드 호텔로서 최고의 위치와 서비스를 제공하
는 프랑스 아코르 계열의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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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크루즈

두짓 호텔&리조트 자체해변을 소유하고 있는 두짓호텔 파타야는, 파타야 비치 로드의 북단에 위치한 고급 휴양리
조트입니다. 

호텔 비스타 파타야 현대적 감각의 데코와 파타야 최적의 장소에 위치한 호텔. 북 파타야 비치와 쇼핑센터에서 
100m 정도 위치

그랜드 팔라조 호텔 파타야 파타야 해변의 휼륭한 뷰를 감상할 수 있는 발코니가 있는 커다란 객실, 센트럴 마리나 쇼핑 아
케이드 인근에 위치한 편리성까지 갖춘 호텔입니다.

더 네이쳐 푸껫/더 참 리조트 
푸껫

파통비치에 위치한 더 참 리조트는 현대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강조한 리조트로 루프탑에 있는 
메인 수영장에서 아름다운 안다만해를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리판나 빌라 리조트 앤 
스파 치앙마이

치앙마이 시리판나 빌라 리조트&스파 치앙마이는 자연친화적이며 고급스럽고 우아하며 럭셔리
한 리조트입니다.

엑스투 바이브 치앙마이 
디셈호텔

치앙마이(창 푸악)에 위치한 X2 바이브 치앙마이 디셈 호텔에 숙박하시는 경우 도보로 2분거
리에 마야 쇼핑몰과 님만해민 거리가 위치하여 자유 여행객에게 인기 많은 곳입니다

센터라 호텔 앤 리조트 짜뚜짝에 있는 본 숙소(센타라 그랜드 앳 센트럴 프라자 랏프라오 방콕)는 본격적인 방콕 여행 
시작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선라이즈 프리미엄 리조트 
앤 스파

끄어다이 해변(Cua Dai Beach)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선라이즈 프리미엄 리조트 호이안은 
바다의 전망을 갖춘 객실 또는 세련된 정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개의 야외 수영장에서는 참 
아일랜드(Cham Island) 및 남중국해가 내려다보입니다.

더 그랜드 호짬 리조트 수영, 골프, 카지노를 즐길수 있는 베트남 최초 복합 리조트이며, 호치민에서 차로 약 2시간 거
리에 위치

나트랑 리베라호텔 대형 워터파크와 라군 수영장, 하루종일 미각을 사로잡을 레스토랑과 바, 전 객실에서 화이트샌
드 비치가 펼쳐진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는 럭셔리한 5성급 리조트

아코르
끄어다이 해변(Cua Dai Beach)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선라이즈 프리미엄 리조트 호이안은 
바다의 전망을 갖춘 객실 또는 세련된 정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개의 야외 수영장에서는 참 
아일랜드(Cham Island) 및 남중국해가 내려다보입니다.

베트남 호이안 더펄 호이안 안방비치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한다

프리미어빌리지 다낭 가족여행에 최적화된 풀빌라리조트, 다낭에서 유일하게100% 풀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케
비치에 위치한 프라이베잇리조트

베트남 윈덤 리조트 20개의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80개국 이상에 걸쳐 약 9,000개의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글로벌 호텔 기업 ‘윈덤 호텔&리조트’

노보텔 하노이
(타이하, 스위트)

노보텔 스위트 하노이 하노이의 레지던스형 호텔로서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객실 내 키친을 
구비하고 있어 패밀리를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
노보텔 하노이 타이하 2019년 10월말 오픈하는 최신 호텔로서 343개의 객실에 최신 스마트 
TV 및 비데를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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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크루즈

캄보디아 로얄앙코르,
퍼시픽호텔, 
드 라 르네상스 호텔

로얄 앙코르 씨엠립 국제공항에서 차로 5분, 앙코르왓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로얄 앙코르는 
5성급 호텔로 깔끔한 부대시설 등으로 선호도가 높음
퍼시픽호텔 씨엠립 국제공항에서 차로 5분, 앙코르왓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퍼시픽호텔은 
크메르 양식과 현대건축 양식으로 디자인한 인테리어가 특징
드 라 르네상스 호텔 우아하고 현대적인 객실을 보유한 특급 호텔

베트남 나트랑 
스완도르리조트

나트랑 지역에서 선보이는 완벽한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머무는 동안 식사, 음료, 주류, 부대시
설,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

골프장 라온골프투어 & GTT 태국 북방의 장미 치앙마이. 최적의 날씨를 자랑하며, 히말라야 끝자락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
라운딩 

공연 베트남 다낭 차밍쇼 베트남 전통 공연

관광지

베트남 달랏
(VJ PSA 에버스카이)

베트남내 작은 유럽 달랏, 1500m의 고산지대로 4계절 내내 완벽한 봄의 날씨를 갖춘 여행지

미디어 아트 타이 선명한 색채와 정서적인 감화로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로 평가받는 빈센트 반 고흐의 
생애와 걸작들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랜드 미얀마 홍보관 꿈꾸는 사람들이 찾는 곳, 미소의나라 미얀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바간을 만나볼 수 있는 
여행지

어트랙션

W60 다이빙 성지 필리핀 다이빙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WRS(와일드라이프리저브) 어트랙션 소개

루지 싱가포르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액티비티 넘버원, 바로 싱
가포르 루지 입니다.

마담투소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랍인형 박물관 “마담투소” 이제는 싱가포르에서 즐기자

기타

아쿠아 스파

다낭과 나트랑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고의 시설과 전문 테라피스트를 갖춘 아쿠아 스파를 방문
하시는 순간,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합일되는 어울림을 느낄 수 있으며, 휴식과 회복을 위한 다
양한 테라피를 제공해 드립니다. 친환경 제품, 단계적인 트리트먼트 요법으로 조화로운 휴식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다낭 포포인츠 쉐라톤 해변, 가족 여가 활동, 관광 지역에서 좋은 위치에 있는 포 포인츠 바이 쉐라톤 다낭은 바쁜 일
상으로부터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썬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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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젯스타항공 2019년 12월부터 인천-골드코스트(호주) 구간을 신규 취항하는 호주 국적 항공사입니다.

에어뉴질랜드 2019년 11월부터 인천-오클랜드 구간을 신규 취항하는 뉴질랜드 국적 항공사입니다.

호텔

더 츠바키 타워
더 츠바키 타워는 투몬만 건비치에 위치한 총 340실 전 객실 오션 프론트를 갖춘 럭셔리 호텔
로 2020년 3월 오픈예정이다. 9개의 레스토랑/바, 스파, 2개의 실외 수영장, 루프탑 웨딩까
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호텔로 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쉐라톤 라구나 괌 리조트 럭셔리한 객실과 황홀한 선셋, 아름다운 라군과 인피니티풀로 유명한 단연 괌 최고의 힐링 휴양 
리조트

힐튼 괌 리조트 앤 스파 세계적인 명문 힐튼 체인 호텔로 다양한 컨셉의 모던한 객실과 로컬에서도 인기있는 레스토랑, 
괌 최고의 부대시설을 갖춘 리조트

호텔 닛코 괌 넓은 객실과 최상의 오션뷰, 괌 최장 72m 워터슬라이드와 더불어 최근 객실 레노베이션으로 
사랑받는 인기만점 호텔

하얏트 리젠시 괌

마이크로네시아의 마리아나 제도의 열대성 기후의 섬, 괌에 위치한 하얏트 리젠시 괌은 150 미
터에 걸쳐 펼쳐진 투몬 베이의 백사장 위에 위치한 프리미엄 5성급 리조트입니다. 투몬 비치의 
중심부에 위치한 하얏트는 괌의 수도인 아가냐와 쇼핑 및 비즈니스 중심가에 근접해있으며, 괌 
공항에서  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션뷰를 조망할 수 있는 450개의 객실과 다양한 각
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6개의 레스토랑 및 바를 갖추고 있으며 휴식과 힐링을 위한 스파와 
휘트니스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전망과 타호텔에 비해 규모가 큰 여유로운 
객실로 유명하며, 최근 레노베이션을 통해 슬라이드가 있는 어린이 풀을 갖추고 유아 및 아동을 
동반한 가족 고객을 위한 캠프하얏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웃리거 괌 비치 리조트

아웃리거 괌 비치 리조트는 괌의 가장 아름다운 해변인 투본 베이에 위치한 디럭스 비치 프론트 
리조트입니다. 괌의 메카인 플레져 아일랜드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쇼핑몰과 다양한 레스토
랑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편안하고 품격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습
니다.  

롯데호텔 괌

롯데호텔괌은 모던하고 우아한 분위기로 고객 여러분을 맞이하는 5성급 호텔입니다. 호텔은 아
름다운 투몬만이 바라다보이는 해변에 위치하며 레스토랑과 카페,쇼핑 센터가 즐비한 괌의 대
표적인 관광 지구인 플레져 아일랜드가 도보 거리에 있습니다. 웅장한 호텔 로비와 투몬만이 바
라다보이는 테라스는 모든 고객 여러분께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모든 객실은 모던하고 
스타일리쉬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라세느 레스토랑(La Seine Restaurant)부
터 클럽라운지까지 다양한 편의시설에서는 최고의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괌 온워드 비치 리조트&골프

괌 온워드 비치 리조트&골프는 괌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429개의 객실을 
보유한 5성급 복합 호텔&리조트 단지입니다. 평화로운 아가냐만에 위치한 괌 온워드 비치 리조
트에서는 편안한 휴식과 스릴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동시에 즐기실 수 있으며, 온워드 망길
라오와 탈로포포 골프 클럽에서는 괌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라운딩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괌 웨스틴 리조트

하얀 모래사장이 돋보이는 괌 웨스틴 리조트는 투몬베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웨스틴의 고급
스럽고 현대적인 스타일은,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안락함과 즐거움을 선사해드립니다. 괌 웨
스틴 리조트의 모든 객실에는 웨스틴 고유 브랜드(시그니쳐)인 헤븐리 베드와 헤븐리 베쓰, 화
이트티 향이 첨가된 어메니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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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베이뷰 호텔 / 오션뷰 호텔&
레지던스

괌 중심부인 투몬 베이 시내에 위치한 베이뷰 호텔과 오션뷰 호텔&레지던스는 실속있는 괌 여
행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여행을 제공합니다. 괌 국제 공항에서 차량으로 10분, 투몬 
시내 중심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하며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는 두 호텔은 레져 및 비
즈니스 관광객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개별 발코니를 갖춘 148개의 디럭스 객실을 보유하고 있
는 베이뷰 호텔과 67개의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객실과 124개의 스텐다드 객실을 포함하여 총 
191개의 객실을 갖춘 오션뷰 호텔 앤 레지던스는 안락한 시설과 친근한 서비스로 고객을 맞이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하루 6번 운영하는 괌 주요 쇼핑몰 무료 셔틀은 고
객 분들이 더욱 더 편하게 쇼핑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PIC 괌/사이판 골드카드 한장으로 특급 호텔 숙박, 전일정 호텔식은 물론 대형 워터파크, 각종 레저스포츠 시설
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고객 선호 1위 리조트

켄싱턴 호텔 사이판

‘프리미엄 올 클루시브’ 켄싱턴 호텔 사이판 최고급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하는 켄싱턴호텔 사
이판은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라는 컨셉에 맞게 모든 것이 준비 된 호텔이다. 특급호텔 쉐프
들이 선보이는 동서양 미식의 향연과 더불어, 스텝들의 친절한 서비스는 고객을 사로잡기에 충
분하다. 이외에 성인만 이용 할 수 있는 인피니티풀에서 진행되는 인피니티모먼트는 칠아웃뮤
직과 무제한 칵테일이 제공되어 더욱 즐거운 여행의 밤을 장식한다. 또한 인기 캐릭터 코코몽을 
테마로한 코코몽키즈캠프부터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고객 만족도가 높은 호
텔로 손 꼽히고 있다.

아쿠아 리조트 클럽 사이판

아쿠아 리조트 클럽 사이판은 고요한 바다앞에 위치한 고풍스로운 리조트로 필리핀해의 맑고 
푸른바다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방갈로 스타일로 지어진 친환경 목조 건물과 고급스런 가구로 
이루어진 91개의 이국적인 객실 및 스위트룸을 갖추고있으며 전객실은 바다전망 뿐아니라 다양
한 꽃과 식물로 둘러싸여있어 연인 및 커플들에게 인기가 많은 프라이빗한 리조트입니다

사이판 월드리조트

사이판 월드리조트의 가장 큰 장점은 ‘올인클루시브’ 혜택 제공으로 리조트 내에서 식사와 다양
한 액티비티를 한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전객실 레노베이션을 통해 한층더 업그
레이드 된 ‘오션뷰’ 객실은 가족여행, 친구 또는 연인끼리 떠나는 힐링 여행에 최적화 되어있습
니다. 사이판의 자랑으로 손꼽히는 최고의 워터파크 ‘웨이브정글’과 놀이를 통해 창의력을 성장
시킬 수 있는 ‘뽀로로카페’ 현지 원어민선생님들과 함께하는 ‘키즈컬리지’ 그리고 다양한 레스
토랑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한식 레스토랑 ‘명가’는 한국인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많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피에스타(괌/사이판)/
카노아리조트 사이판

피에스타 괌 괌 피에스타 리조트는 공항에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투몬 해변
과 가장 인접한 리조트 입니다.총 318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레스토랑,매직쇼,디저트 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시원한 바닷 바람을 느끼며 경험하는 BBQ디너쇼는 진정한 
휴식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피에스타 사이판 사이판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피에스타 리조트는 총 416객실을 보유하고 있
으며 호텔 앞쪽으로는 환상적인 마이크로 비치가 펼쳐져 있는 가성비 뛰어난 리조
입니다.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마이 테판야끼 & 조이풀 디너쇼는 피에스타 리조트에 투숙
하시면서 새로운 경험을 느끼게 해드릴 것입니다.
카노아리조 바다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전 객실 오션뷰인 카노아 리조트는 총 224객실로 이루
어져 있으며 워터슬라이드,바다 스노쿨링 등 가족들끼리 함께 즐길거리가 많은
리조트이며 제주항공 승무원의 투숙 호텔 입니다.

하얏트 리젠시 사이판

남국의 열대 정원 속에 드리워진 하얏트리젠시 사이판은 수준 높은 음식과 격조 높은 서비스로 
유명한 인터네셔널 호텔이며, 지리적으로도 사이판 중심지인 가라판 위치하여 쇼핑, 관광, 골프, 
수상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인 장점 뿐만 아니라 태양
의 고도에 따라 하루에도 일곱번씩 바 빛깔이 바뀐다는 사이판 최고의 화이트 비치, 마이크로 
비치를 접하고 있어 편안하고 여유 있는 휴식과 휴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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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콘스탄스 호텔, 
리조트 앤 골프

모리셔스에 본사를 둔 럭셔리 호텔 체인인 Constance Hotels, Resorts & Golf는 인도
양 휴양지의 대명사인 몰디브를 비롯하여 모리셔스, 세이셸에 7개의 리조트를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마다가스카르에도 각 1개의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모든 리조트
들이 최적의 해양, 자연 환경과 함께 워터빌라, 풀빌라, 패밀리 빌라 등의 다양한 객실 타입과 
미식을 위한 수준 높은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리셔스, 세이셸에서는 수려한 골프코스를 
함께 운영하여 어느 리조트에서나 최상의 휴양, 레저 환경을 즐길 수 있다.

관광지/호텔
서던 디스커버리&
가든 인 호텔&팜스 호텔

SOUTHERN DISCOVERIES 뉴질랜드 남섬 관광의 하이라이트인 밀포드사운드를 유람하는 
크루즈입니다. 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서던디스커버리의 크루즈선은 현대적이며 넓은 규모와 
커다란 창문, 넓은 데크를 보유하고 있어 밀포드사운드의 경치를 감상하기에 최적입니다. 한국
어 브로셔도 제공하고 있어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안한 여행을 제공합니다.
AIRPORT PALMS HOTEL 오클랜드 공항 근처에 위치한 AIRPORT PALMS HOTEL은 오
클랜드에서 여행을 시작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단장을 끝마쳐 깔끔하고 세련
된 객실이 준비되어 있으며, 수영장부터 어린이가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 및 정원까지 휼륭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국제 공항과 7분 정도 떨어져 있으며, 무료서틀이 운행
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편을 이용하시기에 최적의 호텔입니다.
에어포트 가든 인 호텔 - Airport Garden Inn Hotel 오클랜드의 이 호텔에서는 편안한 객
실 및 시설과 더불어 실외 풀 등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을 관광하시기에 좋
은 위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텔 내부 레스토랑에서는 조식, 저녁 식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
에 객실에서 멀리 나가지 않고도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 여유롭게 술 한잔과 
함께 휴식을 즐기실 수 있는 아늑한 라운지 바가 있습니다. 이 호텔에는 52개의 객실이 있으며 
모든 객실에는 편안한 숙박을 위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관광지

탕갈루마/
페더데일 와일드 라이프 파크

*탕갈루마 참석 <탕갈루마리조트> 브리즈번에서 전용 페리로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모래섬인 모튼 섬의 유일한 리조트입니다. 리조트를 제외한 섬의 모든 공간이 국립공
원으로 지정된 야생의 섬에서 80여가지의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으며 특히, 해 질 녘 리조트 해
변을 찾아오는 야생돌고래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특별한 체험은 탕갈루마리조트 여행의 하이
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더데일 불참석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 & 블
루라인 크루즈 & 디스커버 저
비스 베이

*멀린 엔터테인먼트그룹 미운영
*블루라인 크루즈 운영
호주 크루즈 그룹은 1987년부터 30년간 500만명 이상의 손님들에게 세계 3대 미항으로 불
리는 시드니의 매력적인 스카이라인과 품격있는 코스요리, 환상적인 쇼를 제공해왔으며 전통의 
쇼보트 디너크루즈 뿐만 아니라 티크루즈와 런치뷔페 크루즈 등 시드니의 멋진 풍경과 시간을 
즐길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 저비스 베이 운영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1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해변
마을 저비스베이는 호주 최대의 돌고래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크루즈를 타고 저비스베이의 바다
로 나가면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과 야생의 돌고래 무리를 눈앞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드림월드&게잡이투어&
열대과일농장

*열대 과일농장 참석 <트로피컬월드> 트랙터를 타고 약 50여 종류의 다양항 열대 과일 농장
을 투어해보세요, 열대과일 시식도 즐기며, 앙증맞은 미니기차와 리버크루즈를 타고 정글탐험도 
즐기고 농장동물들에게 먹이주는 체험까지!
*캐치어 크랩 참석-리버크루즈를 타고 정글탐험도 즐기고 농장동물들에게 먹이주는 체험까
지!<캐치어크랩> 골드코스트에서 남쪽으로 30분거리에 있는 트위드 강은 머드크랩이 살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갖춘 곳으로 캐치어크랩투어는 이 강에서 펠리칸 먹이주기, 머드크랩 낚시, 민
물가재 잡기 등 신나는 자연체험 활동 등 골드코스트 여행의 새로운 재미를 더 하고 있습니다.
*드림월드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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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4WD R US/토부룩/ 
OZ JET Boating

*4WD R US 운영<4WD> 포트스테판 사막투어로 바다와 모래사막이 어우러진 시드니 북부
의 휴양지로 40KM의 끝없이 이어진 아니베이 바닷가와 퇴적현상에 의해 형성된 포트스테판
에서 4휠 지프 드라이빙으로 사막을 관광하고, 모래썰매로 짜릿함을 만끽하세요.
*토부룩 /OZ JET BOATING 미운영

사륜구동&문쉐도우 크루즈
사륜구동 & 문쉐도우 크루즈 문쉐도우 크루즈를 타고 포트스테판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야생 
돌고래를 만나보고 그림처럼 하얀 사막을 4WD차량과 모래썰매로 달리는 스릴넘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와이토모&나타후 투어리즘

와이토모 동굴 - WAITOMO CAVE 뉴질랜드 북섬의 와이카토 지방의 관광명소로, 반딧불처럼 
빛을 내는 개똥벌레의 유충 글로우웜이 서식하는 동굴입니다. 동굴안에 흐르는 냇물을 배를 타
고 지나며 어두운 동굴안에서 글로우웜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을 내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그로돔 - AGRODOME 뉴질랜드 로토루아 지역에 위치한 아그로돔 농장에서는 19가지 종
류의 양을 만나보고 양털깎기쇼, 양몰이쇼, 먹이주기 체험, 와인시음 등 다양한 체험을할 수 있
습니다. 레인보우 스프링스는 뉴질랜드의 국조인 키위새나, 투아타라 등 멸종위기의 토종 동물
들을 볼 수 있는 테마파크로, 자유롭게 새들이 날아 다니는 조류관을 관람하거나, 야생송어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등 희귀 야생동물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폴리네시안 스파&스카이라인 
&테푸이아

폴리네시안 스파 - Polynesian Spa 로토루아의 부글부글 거품을 내며 끓어 오르는 머드와 
간헐천, 맑은 광천수를 이용하여 지어진 폴리네시안 스파는 26개의 뜨거운 광천을 갖고 있으
며, 로토루아 호수를 내려다 보며 온천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친근육, 통증, 관절염, 류머티즘 
등을 가라앉혀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스카이라인 - Skyline Rotorua 로토루아 시내로부터 3km 떨어진 농고타하 산자락에 위치
해 있는 스카이라인 곤돌라는 해발 487m 에 있는 공원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곤돌라를 
타고 정상에 오르면 레스토랑, 기념품점, 카페와 스카이 스윙과 루지를 타는 곳이 있습니다. 곤
돌라를 타면 로토루아 시내의 전경, 로토루아 호수 및 주변 모두를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테푸이아 - Te Puia 로토루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지열지대이며 동시에 마오리 족의 문화 
공간입니다. 마오리 족 언어로 와카레와레와 입니다. 이곳에 있는 가장 멋진 간헐천은 포호투입
니다. 포호투 간헐천은 대개 한시간에 한번 꼴로 분출하는데 높게는 그 높이가 20-30미터에 
이르기도 합니다. 마오리 문화 공연을 관람하고, 살아있는 키위 새를 관찰하고, 끓어오르는 진
흙탕과 자생림을 지나고, 국립목공세공학교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랜드사

몰디브 웨스틴 미리안두 
(GRM)

*GRM (Global Resort Marketing) 소개 한국 최초의 몰디브 지역 홀세일러로서 2009년 
창립하였습니다. 몰디브 여행의 대중화를 목표로 50여 개의 리조트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몰디
브의 알려지지 않은 많은 리조트들을 한국에 최초로 소개해왔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박람회를 
다니며 신규 리조트의 정보를 받고, 몰디브 현지 인스펙션을 통해서 리조트의 숨겨진 가치를 찾
아내고, 이를 한국의 에이전트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몰디브 예약의 가장 빠른 길은 GRM과 함
께입니다.

인도/네팔/스리랑카
25년의 운영 노하우!! 다양한 문화와 30여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보유한 나라 인도, 장엄
한 히말라야 산맥을 품고 있는 나라 네팔, 인도양의 보석같은 찬란한 문화와 불교유적을 간직한 
스리랑카를 전문으로 하는 랜드사입니다.

기타
(와이파이,
고프로)

토마토 와이파이

토마토와이파이는 해외 포켓와이파이/유심/고프로 등 해외에서 필요한 통신기기를 렌탈 및 판
매를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국내최초 전세계 220여개국에 데이터/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5G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내기업/공공기관 해외출
장자들에게 해외로밍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자들에도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만에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많은 혜택으로 고객
님들에게 좋은 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부스업체 소개

AMERICA | 미주관

07
PART

관광청

하와이 관광청

하와이 아일랜드, 오아후, 마우이, 카우아이, 몰로카이, 라나이 등 주요 6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하와이는 완벽한 휴식을 꿈꿀 수 있는 곳입니다. 하와이는 태평양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풍부
한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시설 등 여행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
항공, 아시아나항공, 하와이안항공 그리고 진에어가 인천-호놀룰루 직항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
며, 서울에서 7시간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캘리포이나 관광청
캘리포니아 관광청 (Visit California)은 주의 여행 업계 파트너들과 함께, 최고의 여행지로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캘리포니아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관리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관광청

샌프란시스코 관광청(The San Francisco Travel Association)은 샌프란시스코를 레저, 
컨벤션 및 비즈니스 여행지로서 홍보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로, 미국 내 최대 규모인 1,300여개 
이상의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다. 할리디에 플라자(Hallidie Plaza)와 메이시스 유니언 스퀘어
(Macy’s Union Square) 1층에 여행객을 위한 관광 안내 인포메이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관광청 공식 홈페이지(www.sftrave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관광청

로스앤젤레스관광청(Los Angeles Tourism&Convention Board)은 비영리 기관으로, 
로스앤젤레스의 숙박시설 및 관광명소를 홍보하는 공식 지역마케팅 및 세일즈 기관이다. 로스
앤젤레스는 연중 300일 이상의 온화한 날씨, 120km 길이의 아름다운 해안선, 미국에서 가장 
많은 박물관, 영향력 있는 셰프들이 이끄는 독창적인 음식 문화를 자랑한다.

페루 관광청 

페루 관광분야의 홍보 및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는 페루무역관광부(MINCETUR) 산하의 독립 
기관입니다. 설립이래 현재까지 전 세계의 관광 업계 및 미디어와의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도모
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페루관광청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시애틀 관광청

시애틀 관광청은 민간비영리단체로 지난 50년간 시애틀과 킹 카운티의 공식적인 관광마케팅기
관 역할을 수행해왔다. 시애틀 관광청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
한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관광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www.visitseattle.kr

라스베이거스 관광청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의 도시로 초대합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호
텔을 비롯하여 다양한 쇼, 이벤트, 음식, 즐길거리 등을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나보세요.

미국관광청

브랜드 USA (미국관광청)는 미국 관광지를 홍보하고 미국의 관광정책 및 절차를 전 세계 여행
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여행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미국의 첫 민관협력기관이다. 당 기관의 
목표는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미
국을 향한 국제 방문객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항공사

아에로 멕시코

아시아에 취항하는 유일한 라틴계열 항공사로 현재 도쿄, 상하이에 이어 2017년 7월 3
일부터 인천에 주4회 취항하고 있습니다. 허브공항인 Mexico City Benito Juárez 
International T2를 통하여 상파울루, 리마, 산티아고, 부에노스 아에레스, 보고타, 산호세, 
아바나를 비롯한 중남미 15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라탐항공
남미 최대 항공사, 라탐항공은 현재 314대의 항공기로 승객들을 27개국 144개 이상의 도시로 
모시고 있습니다. 남미 내 90% 이상의 지역을 커버하는 독보적인 네트워크 및 다양한 수상경
력에 빛나는 고품격 기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라탐항공과 함께 중남미의 매력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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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힐튼 하와이
와이키키에서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광대한 리조트,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하와이 매거진에서 빅 아일랜드섬 최고의 인기호텔로 선정된 힐튼 와이콜로아 빌리지
비지니스부터 가족까지 최고의 실속, 힐튼 더블트리 알라나

하얏트 플레이스 와이키키 비
치

다이아몬드 헤드가 바라다 보이는 와이키키의 끝자락에 위치한 하얏트 플레이스 와이키키 비치 
호텔은 와이키키 비치의 금빛 해변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넓은 객실에는 편안하고 아
늑한 코너소파와 현대적인 욕실이 구비되어 있어 다음 날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습니
다. 매일 신선하게 무료로 제공되는 조식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와이파이, 야외 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즐겨보세요.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은 와이키키 비치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프린스 와이키키

프린스 와이키키 (Prince Waikiki)는 하와이 최대 골프 리조트 체인인 “프린스 리조트 하와이
(Prince Resorts Hawaii)”에서 운영하는 호텔로, 오아후 섬 와이키키 초입에 자리해 있다.지
난 2017년 전면 리노베이션을 완료하고 더욱 업그레이드된 고급스러움을 겸비한 호텔로 정평이 
나있다. 총 563개의 모던한 객실을 비롯하여 인피니티 풀, 시그니처 레스토랑과 웨딩 채플, 호놀
룰루 커피 컴퍼니 카페 등을 보유하고 있다. 프린스 와이키키의 큰 장점은 와이키키 일대에 위치
한 수많은 호텔들 중 유일하게 전 객실이 오션 프론트 뷰를 가지고 있다는 것. 특히 모든 객실은 
천장에서 바닥까지 한 면 전체를 통유리로 디자인해 아름다운 태평양의 푸른 바다와 하늘 위를 
그림 같이 수놓는 노을을 언제든지 조망할 수 있으며, 알라 와이 요트 하버에 가지런히 정박된 멋
스러운 요트들과 와이키키 비치, 그리고 알라모아나 비치 파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트럼프 호텔

트럼프 호텔은 미국의 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설립한 럭셔리 호텔 체인으로 차별화 된 서비
스를 제공하는 호텔이다. “고객의 만족감”을 우선시하여, 고객의 취향, 성향에 맞추어 준비하는 
아타셰 서비스 및 스파 서비스 등의 다양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 호텔은 밴쿠
버를 비롯하여 하와이의 와이키키 비치 워크, 뉴욕, 마이애미, 워싱턴 DC, 라스베가스 등 총 11
개 지역에서 만날 수 있다.

아웃리거 리조트

7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아웃리거 호스피탈리티 그룹은 아시아 퍼시픽 및 오세아니아, 인도양 
지역에서 최상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레저 및 호스피탈리티 전문 브랜드이며, 세계적으
로 분포되어 있는 아웃리거 호텔은, 각 호텔마다 현지 문화 특성에 맞는 최상급 서비스로 손님
을 맞이하고 있다. 아웃리거 리조트는 아웃리거 리조트, 오하나 호텔 & 리조트, 엠바시 스위트, 
베스트웨스턴, 윈담 베케이션 오너쉽과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등 다양한 호텔, 콘도미니엄 및 
휴양 리조트 멀티-브랜드를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아웃리거는 하와이, 괌, 피지, 
태국, 모리셔스, 몰디브 등 7,000여 객실에 달하는 38곳의 로케이션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PHR

괌, 사이판, 미국, 일본 등 총 31개의 리조트&호텔을 운영하는 프리미어 호텔 그룹 산하의 호텔
로 애너하임 마제스틱 가든 호텔은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가 인정한 굿 네이버 호텔이며 디즈니
랜드와 대형 컨벤션 센터에 인접하여 최적의 입지와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합니다. 웅대한 자연
에 둘러싸여 있는 레이크 타호 리조트 호텔은 스키, 하이킹 등 다양한 아웃도어 스포츠뿐만 아
니라 카지노, 콘서트 등 나이트 액티비티까지 즐길 수 있는 미서부 휴양 호텔입니다.

팔레스호텔

팔레스 리조트는 카리브해의 반짝이는 청록색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멕시코 칸쿤의 5개의 리
조트를 비롯해 코수멜, 이슬라 무헤레스, 자메이카, 로스카보스 등 멕시코와 자메이카 등지에 
10개의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5 성급 올 인클루시브 휴가를 위한 최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팔레스 리조트의 객실 내 더블 월풀 욕조, 밤에 펼쳐지는 다채로운 행사, 카리브해에서 가장 화
려한 스파 및 최고급 잭 니클라우스 (Jack Nicklaus) 시그니처 골프 코스는 고급스럽고 탁월
한 휴양 경험을 선사한다. 
팔레스 리조트 한국 사무소: 02-733-9033 https://www.palaceres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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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네시안 문화센터

남태평양 소재 섬을 모티브로 재현해 놓은 종합테마파크 폴리네시안 문화 센터 방문으로 진정한 
하와이 관광의 대미를 장식하세요. 와이키키에서 1시간 거리에 열대 야자수가 우거진 16만 8천
평방미터의 광대한 부지에 사모아, 통가, 뉴질랜드, 마르케사스, 타이티, 피지, 하와이 등 6개섬
의 전통 생활양식과 문화를 집대성해 놓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전쟁춤과 불꽃춤, 전통 혼례식, 
태초에 불을 지피는 방법. 나무를 쪼아 만드는 티키상, 화려한 하와이안 훌라댄스 배우기, 하늘높
이 솟아오른 야자수에 맨발로 오르기, 원시사회부터 전해 내려온 문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등 이들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로 이국적인 폴리네시안 문화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쿠알로아 랜치

오아후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성한 장소 중 하나인 쿠알로아 랜치는 게리트 저드 박사가 1850
년 카메하메하 3세로부터 취득한 이후 그의 후손들의 관리를 통해 다양한 개발로부터 보존 보
호받고 있습니다. 한때 왕들이 거주했던 쿠알로아는 바다에서 산맥에 이르기까지 3개의 계곡
을 아우르는 목장입니다. 쿠알로아는 미국 국립 역사 유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오아후에서 가
장 신성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4천에이커(약 490만평)에 이르는 쿠알로아는 쥬라기 
공원, 윈드토커, 배틀쉽, 첫키스만 50번째, 로스트와 하와이 파이브-오 같은 유명 TV 드라마와 
할리우드 영화의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쿠알로아 랜치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결정한다면 진정한 
하와이의 아름다움과 문화, 그리고 정신을 느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돌핀앤유

하와이의 맑은 바다에서 돌고래와 헤엄치며 환상적인 경험을 해보세요!  돌핀 앤유는 2017년
에 이어 2019년 하와이 여행자들이 뽑은 하와이 베스트 옵션투어로 선정되었으며, 30년동안
20만명이 넘는 게스트들이 체험한 하와이 대표 해양액티비티 입니다. 돌고래와의 수영뿐만 아
니라 스노클링, 패들보드, 카누, 워터슬라이드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와이키키에서부터의 왕복 무상 셔틀이 제공됩니다. 선상에서 크루의 멋진 훌라공연을 보며 맛
있는 타로 치즈 번 버거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돌핀앤유에서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
들어 보세요.

와이키키 트롤리 와이키키의 곳곳을 여행할 수 있는 트롤리 버스입니다.

전함 미주리 기념관
6.25 한국전쟁에 가장 먼저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구해준 숨겨진 영웅이자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서명식이 거행된 2차 세계대전 종결의 무대인 전함 미주리 기념관. 하와이 진주만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랜드

멕시코 / 쿠바 핫한 여행지인 칸쿤과 멕시코시티의  현지직영 랜드사. 아울러 카리브의 보석 쿠바까지.
허니문, 패키지와 인센티브 국내 최고로 진행 가능한 팍스투어입니다

칠레

칠레 산티아고에 위치한 원더칠레는 연간 방문객 약 1,600명을 보유한 칠레 최대 한인 인바운
드 여행사로서 칠레 관광부로 부터 Q마크를 획득한 공인 업체입니다. 일반적인 산티아고 시내 투
어, 유네스코문화 유산인 발파라이소 투어, 와이너리 투어 뿐만 아니라 북부 아타카마 사막, 남부 
스코피오스 파타고니아 빙하탐사 크루즈 등 칠레 전역의 특화 상품을 보유한 전문 여행사입니다.

미국 서부투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한인 최초의 여행사로 창사 후 36년간의 노하우로 한번의 사고없
이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감동을 위한 명품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서부 대표 여
행사 유에스 아주투어와 함께 지금부터 미서부 감동여행을 함께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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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정부관광청

유럽 중앙에 위치한 스위스는 우리나라 여행자분들에게는 알프스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독일
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로망슈어 총 4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만큼 각 언어권별마다 고
유의 전통과 문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위스정부관광청 한국 사무소에서는 다채로운 스위스
의 매력과 그 곳에서의 경험을 한국 여행자분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
한 정보는 www.myswitzerlan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레주

4000미터급 고봉이 40개 이상 모여있는 발레주는 스위스 알프스의 정수를 즐길 수 있는 곳
으로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최근 마테호른으로 더욱 친근해진 여행지입니다. 체르마트에서 출발
하여 산악열차로 오는 고르너그라트는 마테호른의 얼짱 각도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며, 
알레치아레나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를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병풍처럼 둘러쳐진 알프
스를 배경으로 로이커바드에서 즐기는 온천과, 한여름 사스페에서 즐기는 스키/스노보드 등의 
스노우 액티비티 등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하기에 충분합니다. 생모리츠에서 시작해 체르
마트까지 이어지는 빙하특급 열차와 더불어 아직은 낯선 베르비에 그리고 발레주의 교통 요충
지라 할 수 있는 브리그까지, 발레주에는 가장 스위스 다운 여행 컨텐츠가 가득합니다.

루체른

중부 스위스의 관문인 루체른은 백조가 떠다니는 로이스강,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건축물들이 
그림처럼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활기찬 루체른 도심에서 아름다운 자연까지는 그리 멀
지 않습니다.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을 타고 산들의 여왕이라 불리는 리기산(1,797m), 스위스 중
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만년설과 독특한 빙하를 자랑하는 티틀리스산(3,602m), 용과 유령
이 산다고 전해지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기찻길이 있는 필라투스산(2,132m), 루체른 호수를 
내려다보며 걷는 릿지 하이킹 스팟으로 유명한 숨은 보석 슈토스로 향해보시길 권합니다. 증기 외
륜선과 동력선 등 다양한 유람선을 타고 루체른 호수로의 여행도 떠날 수 있습니다. 

두바이관광청

세계 유일의 액자 모양의 전망대, 신비한 사막, 신나는 쇼핑, 세계 최고 수준의 요리, 로맨틱한 
분수쇼 등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두바이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두바이
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두바이관광청 웹사이트(www.visitdubai.com/ko) 및 두바이관
광청 블로그(http://dubaiblog.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부다비관광청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와 예술의 여행지로 새롭
게 부상하고 있는 관광 도시입니다. 특히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회교 사원으로 꼽히는 셰이
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는 아부다비를 꼭 방문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아부다비에 관
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부다비 관광청 웹사이트(www.visitabudhabi.ae)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이셸 관광청

지상 최후의 낙원으로 불리는 세이셸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과 자연 환
경을 자랑하는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 입니다. 세이셀은 영국BBC, 내셔널지오그래픽, 미국 
NBC 등 세계 유수의 방송사들이 선정한 최고의 해변을 보유한 곳으로 영국 윌리엄 왕세손, 축
구스타 베컴부부, 미국 오바마 대통령 등이 즐겨 찾는 휴양지입니다. 세이셸관광청은 세이셸이 
가진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과 관광 정보를 여행 관련사들과 한국여행객들에게 제공하고자 다
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visitseychelles.kr 와 
https://www.seychelles.trave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핀란드 관광청

BUSINESS FINLAND 주한핀란드무역대표부는 핀란드경제부 산하 외국 공공기관입니다. 양
국간 비즈니스 교류활성화를 위해 핀란드 기업의 한국진출에 도움을 주는 무역청, 관광청(Visit 
Finland), 투자청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핀란드 여행의 인지도 높이기 및 여행산업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관광업무의 주요 목표이며 여행정보, 추천코스, 등 핀란드 여행 관련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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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브룩관광청

인스브룩은 알프스의 수도로 불리는 오스트리아 티롤주의 주도입니다. 막시밀리안 황제가 홉스부
르크 왕가의 수도로 삼았던 곳으로 찬란한 역사와 모던한 문화가 공존하는 전형적인 유럽의 전통 
도시입니다. 특히, 환상적인 알프스의 절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경관은 감탄을 자아 내
게 합니다. 동계 올림픽을 두 번이나 치러낸 스포츠의 중심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와로브스키
의 크리스털 월드 뮤지엄과 알프스 산정을 3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노르트케테 케이블 카는 필
수 여행 코스로 손꼽힙니다. 유럽의 멋과 낭만을 찾는 이들에게 추천 1순위의 여행지 입니다.

헝가리 관광청

헝가리 관광청은 헝가리 관광 개발과 공공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관광 개발 전략 수
립, EU 기금 활용과 헝가리 관광 브랜드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광 목적지로서 헝가
리의 경쟁력 확보와 국내외 그리고 비즈니스 여행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르투갈 관광청

포르투갈관광청은 유럽의 감성 여행지, 포르투갈의 지역 홍보 및 여행상품 개발을  통해 가깝고 
친숙한 여행지로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리스본, 포르투를 중심으로  와인, 음식, 골프, 
트레킹 등 다양한 테마 상품 개발 및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뿐 아니라 미디어 지원 
등 다양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LOT 폴란드항공

2019년에 90주년을 맞은 LOT 폴란드항공은 바르샤바를 경유하는 100개 이상의 노선을 운
항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도시로의 편안한 여행을 제공합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LOT 폴란드항
공은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투자하며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 허브공항인 쇼팽공항은 폴란드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편안한 공항으로, 빠
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호텔 타이타닉 호텔스

타이타닉 호텔 그룹은 터키내 이스탄불, 안탈리아, 보드럼과 독이 베를린 등에 16개 이상의 5
성급 호텔들을 소유하고 있는 호텔 그룹입니다. 특히, 거대한 산맥과 지중해를 마주한 휴양지 안
탈리아에는 27홀 골프장과 터키식 디자인이 가미된 거대한 리조트 2개와 최근에 문을 연 7성
급의 마르단 팰리스 호텔 등 총 3개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박과 모든 식사, 미니바와 
리조트내 시설과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된 합리적인 요금으로 지중해의 멋진 리조트를 즐길 수 
있으며, 리조트내 골프장에서 라운딩 하거나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어 주요 골프장에서 골프
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교통 레일유럽

프랑스 국영 철도청(SNCF)와 스위스 연방 철도청(SBB)의 지분이 투자되어 설립된 레일유럽
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호주와 뉴질랜드, 미주,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럽 철도 상품의 홍보 
및 프로모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레일유럽은 전세계에 약 160개 총판 대리점(GSA) 통해 전
세계 45개국 이상에서 유럽 열차 티켓 및 패스를 배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총판 대리점들은 레
일유럽 특유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또한 실시간 예약 웹사이트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레일유럽 한국사무소는 2005년 4월 문을 연 이래 한국의 레일유럽 파트너들
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랜드 로뎀투어 로뎀투어는 18년 전통의 전문 인력으로 성지순례(개신교/가톨릭) 패키지 및 인센티브 전문 업체입
니다. 이스라엘 현지 직영 시스템으로 감동있는 성지순례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머큐리투어(이집트)

주식회사 머큐리 투어는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지중해(스페인,그리스,터키)와 유럽(서유럽, 
동&발칸,북유럽)에  직영 사무소를 설립하여, 빠르게 변해가는 한국 여행시장에 발맞추어 차별
화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머큐리
투어 서울 사무소를 오픈하여 업무 시간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니즈와 트렌드에 맞게 합리적이
고 타당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머큐리 홀딩스 창단으로 TV홈쇼핑 
지원의 사업확장 등 더 나은 미래사업을 준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약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 
사무소 운영을 목표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양적성장 보다는 질적성장을 통해 최고의 
파트너로 거듭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
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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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원더풀투어(스페인)

원더풀 투어는 유럽 LAND OPERATOR 중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since 1975)을 자랑합
니다.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의 유럽 전문 랜드사”로 꾸준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무
엇보다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는 신념과 정직을 바탕으로 저희 임직원들의 높은 책임감과 서
비스 정신의 결과이며,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신 여행사 제위 여러분들의 격려 덕택입
니다. 당사는 한국 여행 업계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월등한 노
하우와 실력을 바탕으로 예약을 하여 주신 여행사의 입장에서 참된 가치 창조를 위하여 꾸준히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리자드 DMC

LIZARD DMC 는 2014년 창립한 마드리드소재 여행사입니다. 저희 LIZARD DMC에서는 스
페인의 전통・문화・자연・역사・음식 등 현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직원
들과 가이드들이 고객들의 여행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LIZARD DMC를 이용해 주시
는 고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새롭게 찾아주시는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고객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여행사로써 고객님께 「안심」과「쾌적함」그
리고「설렘」을 선사합니다.항상 새로운 트랜드를 추구하며, 지식과 꾸준한 스킬의 상향으로 스페
인 최고의 여행사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머큐리투어(스페인)

주식회사 머큐리 투어는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지중해(스페인,그리스,터키)와 유럽(서유럽, 
동&발칸,북유럽)에  직영 사무소를 설립하여, 빠르게 변해가는 한국 여행시장에 발맞추어 차별
화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한국에 ㈜머큐리
투어 서울 사무소를 오픈하여 업무 시간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니즈와 트렌드에 맞게 합리적이
고 타당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머큐리 홀딩스 창단으로 TV홈쇼핑 
지원의 사업확장 등 더 나은 미래사업을 준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약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 
사무소 운영을 목표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양적성장 보다는 질적성장을 통해 최고의 
파트너로 거듭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
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루투어

마루투어는 두바이 최초의 한국인 Tourism LLC 회사로서 기업 여행, 고품격 여행 및 MICE산
업에 특화되어 있는 여행사입니다. 정식으로 두바이 관광청(DTCM)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Maru Event Tourism LLC)로써 3억 2천만원의 현지 여행자 보험도 들고 있습니다. 두바
이뿐만 아니라, 브루나이,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 이란, 오만 등 아랍권 지역에 특화
된 현지 여행사로서 현지 합법적 법인 운영을 통한 고객님의 안전한 여행과 아랍학과를 졸업한 
마루투어 소속 가이드와 함께하는 최고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머큐리투어(터키)

주식회사 머큐리 투어는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지중해(스페인,그리스,터키)와 유럽(서유럽, 
동&발칸,북유럽)에  직영 사무소를 설립하여, 빠르게 변해가는 한국 여행시장에 발맞추어 차별
화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머큐리
투어 서울 사무소를 오픈하여 업무 시간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니즈와 트렌드에 맞게 합리적이
고 타당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머큐리 홀딩스 창단으로 TV홈쇼핑 
지원의 사업확장 등 더 나은 미래사업을 준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약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 
사무소 운영을 목표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양적성장 보다는 질적성장을 통해 최고의 
파트너로 거듭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
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림뚜르

㈜태림뚜르는 러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러시아지역 및 북유럽, 발트 
3국, 중앙아시아 랜드업무와 항공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에 직영 사무소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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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콘돌버케이션

콘돌투어는 창립 20주년을 보낸 오랜 전통과 노하우가 있는 랜드입니다.북유럽 현지 직영지사
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2019년 현재”까지 북유럽 최다 송출 랜드입니다. 유럽 전 지
역과 특수지역 인센티브 지상 수배 전문으로 각종 연합 상품을 개발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에
티하드항공(EY) 이집트일주, 동・남부 아프리카, 프랑스일주 연합 공식 랜드사 연중 러시아항공
(SU) 하드 블록을 운용하고 있어서 성수기 항공 좌석 확보에 유리합니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노하우로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

크리스탈쥬투어 서울

서울브릿지컴퍼니는 탄자니아 킬리만자로-모시 한국대표로서, 양국간의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
를 위해 도시간  교류, 학교간 교류, 기업간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모델들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이와 함께, 크리스탈쥬투어 서울사무소로서 탄자니아 여행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
학교/기업 상호간의 문화/교육/비즈니스 컨텐츠를 여행이라는 주제에 담아 세렝게티 및 킬리만
자로 여행정보, 추천코스 등 탄자니아의 주요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프릭코리아

아프릭코리아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아프리카 및 중남미 전문 랜드사로서, 최고의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전문업체입니다. 20년 이상 경력의 Operator와 Sales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
며, 케냐 및 남아공의 한국인 현지 사무소와 행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현지 문화 체험, 아
프리카 관광의 핵심인 정통 사파리 투어를 포함한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드
컵, IOC총회 등 다수의 대형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탄탄한 현지 Network System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의 요금 경쟁력 및 양질의 FIT Service로 새로운 랜드 문화를 열어가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원더풀투어(북유럽)

원더풀 투어는 유럽 LAND OPERATOR 중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since 1975)을 자랑합
니다.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의 유럽 전문 랜드사”로 꾸준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무
엇보다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는 신념과 정직을 바탕으로 저희 임직원들의 높은 책임감과 서
비스 정신의 결과이며,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신 여행사 제위 여러분들의 격려 덕택입
니다. 당사는 한국 여행 업계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월등한 노
하우와 실력을 바탕으로 예약을 하여 주신 여행사의 입장에서 참된 가치 창조를 위하여 꾸준히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유럽이노베이션㈜ 중부 유럽/동유럽/발칸 전문 현지 법인 여행사로 FIT/비지니스/인센티브/팩케지 등 종류 불문
하고 다양한 성격의 개인, 단체 여행을 알선해 주고 있는 전문 여행사입니다 

현지 여행사

페닌슐라 투어스

지난 1988년에 설립되어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터키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신뢰받고 있는 
여행사로, 터키 전역에 8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호
텔 예약 시스템은 모든 터키 호텔에 대한 가장 경쟁적인 요금을 제공합니다. 호텔과 교통, 현지 
투어, 렌터카, 배, 가이드, 식당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키내에 7호텔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분야에서 오랫동안 쌓
은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탕으로, 터키의 골프 수도인 안탈리아를 골프 여행지로 마케팅하고 있
으며, 안탈리아의 모든 골프 리조트를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라운딩할 수 있는 요금과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인피니티 글로벌 투어

인피니티 글로벌 투어는 안탈리야에 위치하여 럭셔리 리조트여행, 골프 여행 및 골프 이벤트 등
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터키현지 여행사입니다.  리조트 및 호텔 예약, 티타임예약, 트랜스퍼 
서비스, 관광 및 가이드 서비스, 갈라 및 시상식 주최, 등 다양한 서비스와 아시아퍼시픽, CIS, 
ME-GCC 인커밍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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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션

쉴트호른

스위스 인터라켄에서의 조망을 즐길 수 있는 2,970m 전망대로서 아이거, 뮌히, 융프라우에서 
몽블랑을 거쳐 슈바르츠발트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올해 50주년이 된 007 여왕페하 대작전의 
촬영지였기도 한 쉴트호른은 정상의 피츠 글로리아(Piz Gloria), 360도 회전식당에서 스위스
식 브런치와 코스 음식도 즐기면서 알프스의 200여개의 스카이 라인을 파노라마로 감상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케이블카로 이동 도중, 비르그(Birg)의 깎아지는 절벽 꼭대기에서의 스카이
라인워크(Skyline Walk)나, 절벽을 따라 걷는 스릴워크(Thrill Walk)로 가장 짜릿한 산악체
험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트래블패스 소지자에게는 왕복 케이블카를 무료로 이용할 수 
혜택이 있으니 더더욱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제네바 하이라이트

제네바 하이라이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2개의 산 정상을 잇는 서스팬션 브릿지가 있는 글레이
셔3000, 스위스의 가장 목가적인 풍광을 즐기는 기차 여행을 선사하는 골든패스라인, 스위스
를 대표하는 몽트뢰 시옹성, 스포츠의 꿈을 간직한 로잔 올림픽박물관, 벨에포크 스타일의 제네
바호수유람선 등 제네바 호수 지역의 주요 지역 및 관광의 방법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쇼핑

더 비스터 빌리지 쇼핑 컬렉션 -

맥아더글렌 디자이너 아웃렛

맥아더글렌은 유럽 및 캐나다 밴쿠버에 총 24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 최대의 아웃렛 그
룹입니다. 연중 30-70%할인율을 자랑하며 유명 관광명소 근교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
우 편리합니다. 무료 와이파이, 어린이 놀이시설, 한국어 지도 등 다양한 고객 편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이외 국가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택스리펀 쇼핑을 즐길 수 있어 최고의 
럭셔리 디자이너 브랜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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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청

홍콩관광청
마카오정부관광청

홍콩관광청(HKTB)은 홍콩의  매력을 전파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시즌별 트랜드에 맞
는 홍콩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홍콩의 모든것을 홍보하고있습니다. 마카오정부관광청
(MGTO) 한국 사무소는 마카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마카오의 
관광 및 이미지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거
신선거라는 이름의 유래는 북송의 진종 황제가 다녀간 뒤 아름다운 풍경구에 반해 용안이라는 
기존 지명 대신 신선이 사는 곳이라하여 신서거로 이름을 바뀌어 불려짐. 2013년에 정식으로 
A+급 풍경구로 지정되었음.

황산 서하객유기중 “세계에서 황산 만한 곳은 없다. 황산에 등산하니 천하에 산이 없구나.” 유네스
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 된 천하제일경으로 불리는 황산.

항공사

동방항공 중국 경제의 중심지인 상해를 허브공항으로 전세계 177개국, 1074 노선을 운항하며, 66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스카이팀 회원 소속 중국 민항 최대 항공사

중국국제항공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인 에어차이나는 유일하게 중국 국기를 탑재한 중국 대표 항공사입니다. 
2019년 5월 말 기준 에어차이나는 항공기를 약 68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08개 국제 노선, 
16개 지역 노선과  334개 중국 국내 노선을 통해  43개국(지역)의  192개 도시에 승객을 운
송하고 있습니다.

선박사 위동훼리 인천-청도/위해간 운항하는 대형 카페리사

호텔

실카츈완 호텔 구룡반도 추엔완역 주변의 가성비 좋은 일급호텔. 호텔 주변 많은 식당, 무료 와이파이/휴대폰 
제공, 칭이역/침사추이 무료셔틀 운행 등 에어텔 호텔로도 적합.

돌셋완차이호텔 홍콩섬의 쇼핑과 먹거리 스팟 코즈웨이베이에  위치한 가성비 좋은 호텔. 이동이 편리한 위치 
및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 초특급호텔 못지않는 서비스로 인기있는 호텔

관광지/호텔

하이난 하이난성여유발전위원회, 맹글로브 트리 리조트 월드 싼야 베이, 풀만 오션뷰 싼야 베이 리조트 
앤 스파, 쉐라톤 싼야 하이탕베이 리조트, 르네상스 리조트 앤 스파

북경

북경은 현재 중국의 정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도시이며, 과거 명/청나라 시대의 유적이 잘 보
존되어 있는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이다. 자금성, 만리장성, 이화원 등 북경을 대표하는 역사 유
적지 외에 백석산, 흥룡산 등 훌륭한 풍경과 편리한 시설을 갖춘 자연 관광지가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황홀한 야경과 낭만이 가득한 고북수진도 가족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산동성

한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산동성은 풍부한 항공 노선과 훌륭한 호텔들, 그리고 각양각
색의 관광지들로 중국의 새로운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다. 자연문화유산과 역사문화유산에 
동시 등재된 태산, 중국 대표 먹거리로 자리잡은 양꼬치와 칭다오 맥주, 깨끗한 해안과 수려한 
산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자연 경관까지, 실속있고 알찬 여행을 제공한다.

백두산

중국의 동북 3성에는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뿐 아니라 오녀산성, 광개토 대왕비와 릉, 장수왕릉 
등 고구려 유적지, 그리고 수 많은 항일 유적지 등 우리 민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겨진 곳이 많
다. 아울러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온전히 보전된 수려한 풍경구들로 타 지역이 따라올 수 없는 
감동과 만족을 준다.

관광지 장가계 억만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절경 장가계. 기이한 봉우리와 깊은협곡 대자연
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장가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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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샤먼(하문) 유럽풍 건물과 깔끔한 거리, 가성비 넘치는 미식천국 샤먼, 최근 매체등을 통해 중국의 핫플레이
스로 등극한 관광지 입니다. 가을-겨울-봄까지 따뜻하고 편안한 여행을 원하는분들께 적극추천.

계림 천하제일의 산수를 자랑하는 계림/양삭/용승의 핵심관광지에대한 소개

상해
중국과 유럽의 문화가 묘하게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상하이. 낮에는 젊은 에너지가 느껴지고 밤
에는 화려한 네온조명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인근에는 항주, 소주, 황산, 영파등이 
위치하고 있어 멀티관광지의 허브 역할을 한다.

몽골
19년 신규참여 지역! 비행시간 3시간 30분의 거리로 닿을 수 있는 청정지역으로 급부상하는 
몽골!  현재의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아름다움 풍경을 경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유목민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스카이100
홍콩 최고높이의 빌딩에 위치한 전망대로, 날씨에 상관없이 홍콩의 아름다운 360도 전경을 즐
길 수 있는곳. 다양한 즐길거리와 카페테리아도 있어 편안히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기에 최적
의장소

화교성검문관 한국사무소 화교성검문관 한국사무소 삼국지의 천혜요새 천하제일관 검문관과 2000년전의 숨결이 살아
있는 측백나무 숲

귀주성 만봉림, 마령하대협곡, 만봉호 소개 및 귀주성 관광지 소개

연길공룡왕국진두환락원

19년 신규참여 테마파크!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2020년8월 신규오픈예정인 복합리조트, 과
거, 현재, 미래를 시간의 흐름에따라 여행하고 탐험하는 컨셉의 실내외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버라이어티 뮤지컬쇼를 보여줄 예술극장, 테마파크내 무료관람 돌고래쇼와 실내동물원, 대형야
외 동물원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운남성 (곤명&리장)

운남성은 32개곳의 국가중점보호문화재가 있으며 천하제일의 비경으로 손꼽히는곳이 많습니
다. 대표적으로는 태고의신비를 간직한 석림,설산과 깊은계곡의 경관이 아름다운 여강, 끝없는 
절경이 이어 지는 대리 등이 있으며 운남성은 연중 온화한 기후로 “봄의도시” “꽃의도시”로 불
리웁니다.

태항산
중국산서성과 하남성경계에 있는 태항산은 “동양의 그랜드캐년”으로 불리며 남북으로 
600km,동서로 250km에 달하는 광대한 협곡을 지니고 있으며 주요관광포인트로 대협곡,팔
천협,왕망령,천계산등이 있다.

서안 주나라부터 당나라까지 중국 13개의 왕조를 거친 역사적인 도시로 진시왕릉,병마용,대안탑등의 
세계적인 문화유적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고대 실크로드의 시발점이기도 함.

랜드사 사천성 황룡 및 구채구 관광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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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하동군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군 - 세계중요농업유산 하동 야생차

광주광역시 민주평화의 도시 광주 - 인문학이 살아숨쉬는 도시

고흥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고흥”

단양군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한국관광 100선 4회 연속 선정 단양8경

당진시 서해안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간직한 당진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군 - 세계중요농업유산 하동 야생차

호텔

에코그린리조트&호텔&
풀빌라

루프탑수영장, 대형세미나실, 실내외 바비큐장, 카페, 펍, 공방 등 각종 부대시설을 겸비한 복합
형 테마숙박시설(호텔, 리조트, 풀빌라, 펜션)

리벤시아 호텔&풀빌라

“자연과 함께 조용히 쉬어가는 느림의 미학(美學), 리벤시아”
시원하게 나를 스쳐가는 바람, 거침없이 쉬어지는 맑음 숨, 조용히 들려오는 자연 소리로 치유되
는 REFRESHING THERE. 그 어느 제주보다 제주스러운 신비를 품은 리벤시아 호텔&풀빌라
입니다.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은 국내 최초의 해변 호텔입니다. 인터내셔널 체인호텔인 윈덤그룹 라마
다 계열의 최고 등급으로 제주 유일의 라마다 프라자 등급 입니다.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에
서 객실은 물론, 레스토랑, 수영장, 연회장 등의 다양한 시설을 통해 호텔 어디에서나 바다를 바
라보며 휴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주오리엔탈호텔 제주공항 10분 거리의 탑동 해변가에 위치한 321개의 객실, 5개의 연회장을 보유한 5성 등급
의 호텔

관광지

수목원테마파크, 제주제트,
본초족욕

3가지 테마(아이스뮤지엄/3D착시아트/5D영상관) 속 색다른 재미를 느껴보세요.
제주 족욕체험 카페, 주상절리 앞바다에서 즐기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짜리한 해상 레포츠!

카멜리아힐

동양 최대 동백 수목원(6만평, 관람 시간 1시간 소요), 사계절 다른 모습으로 재방문율 높은 동
백 수목원(봄-동백꽃, 참꽃, 철쭉, 유채꽃, 벚꽃 등/여름-수국축제/가을-핑크뮬리, 국화, 천일
홍, 동백꽃/겨울-동백축제), 마음의 안정, 힐링할 수있는 수목원, 가족, 연인, 친구와 추억을 쌓
을수있는 관광지

관광업

제주호텔난타&난타공연 신비의섬 제주 한라산 자락에 위치한 호텔난타와 두드림과 흥이 넘치는 대한민국 대표공연 난타!

㈜투어디지탈/㈜드림렌트카 제주여행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렌트카 운영 및 알뜰에서 럭셔리까지 다향한 버스팩 제공

테마캠프 홍익여행사 행복충전소! 국내 버스 테마여행 전문 여행사(국내 패키지여행, 단체행사, 전세버스 대절, 지자
체 지원사업), 35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기차여행 전문 여행사

제주 퍼시픽랜드 퍼시픽랜드 한곳에서 먹고 ,보고, 즐길수 있는 종합 해양 관광지(요트투어,비바제트보트,마린스
테이지,엘마리노 뷔페)

농촌체험 하효살롱협동조합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감귤과즐ㆍ오메기떡체험ㆍ제주전통밥상을 하효살롱에서 하효맘들과 경
험하면서 제주를 담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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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제이지투어(MODE GOLF) 
저희는 일본 골프를 전문으로 하는 일본 골프 전문 랜드 입니다.  북해도부터 오키나와, 나고야
와 후쿠오카 오사카등 원하시는 지역의 페키지, 인센티브, 개별 견적및 진행이 가능하오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비씨투어(MODE GOLF) 

비씨모두투어는 1993년에 오픈하여 현재까지 꾸준하게 여행사의 동반자로 신뢰를 최우선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클락내 가장오래된 여행사중의 하나로 현지호텔 및 골프장
들과의 오랜시간 지속적인 신용을쌓은결과로 저렴한 요금체결과 골프티업타임확보등의 경쟁력
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지 가이드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전문성을 중심으
로 거품없는 여행상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골프

깔라따간 필리핀 골프 소개

베버리CC 클락 필리핀 골프 소개

그레이스투어 클락 필리핀 골프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