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2016-2018

(재)한국방문위원회(위원장 박삼구)는 정부의 행정력
과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한국관광산업
내 유일한 민관협력 공공기관으로, ‘세계인이 다시 찾
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외래관광객 2천만명 유
치와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
하는 외국인들에게 풍부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
해 여러 기업 및 유관기관과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VISIT
KOREA
YEAR

세계인이 다시 찾는
대한민국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초대합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진행되는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풍성한 즐거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친절한 미소와
편리한 관광 서비스, 다채로운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다시 찾고 싶은 즐거움이 있는 곳,
대한민국으로 오세요!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캠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문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세요.

www.vkc.or.kr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 뿐 아니라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통역서비스입니다.
서비스언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 용 방 법 국내 이용 1330, 해외 이용 82-2-1330
(별도의 이용료 없음)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홍보대사
배우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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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8
VISIT KOREA YEAR
한국을 찾아야 하는
5가지 이유

1. 한국은 여러분을 미소로 맞이합니다

3. 대한민국 곳곳을 편리하게 여행하세요

5. 두 손 가볍게 여행을 즐기세요!

K 스마일 캠페인

K-Travel Bus

Hands Free Service

대한민국은 따뜻한 친절과 환한 미소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
는 K스마일 캠페인을 통해 친절과 미소로 관광객을 맞이하여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교통시설, 식당, 쇼핑센터
등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기분 좋은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을 관광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면, K-Travel Bus를 이용하세
요. K-Travel Bus는 서울을 출발하여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등 한국 지방의 숨
은 관광명소를 1박 2일로 돌아볼 수 있는 버스여행상품입니다. 쾌적한 리무진
버스에 관광지 입장료, 체험료, 가이드, 숙박까지 이 모든 것들을 K-Travel Bus
를 통해 해결하세요. 자세한 여행상품 정보와 예약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무거운 짐 때문에 여행이 불편하신가요? 행복한 여행을 위해 대한민국이 당
신의 손이 되어 드립니다. 주요 쇼핑센터, 호텔, 지하철역에서 Hands Free
Service 이용을 통해 여러분의 짐을 안전하게 보관ㆍ배송하실 수 있습니다. 두
손은 가볍게, 두 눈에는 가득히 대한민국을 담아가세요.

www.k-travelbus.com

당신의 여행이
더 즐거워집니다!

2. 풍성한 혜택의 쇼핑관광축제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코리아그랜드세일

4. 카드 하나로 여행이 자유로워집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매개로 관광과 한류가
융복합된 쇼핑관광축제입니다. 유명 백화점, 면세점과 같은 쇼핑센터뿐만 아
니라 숙박, 교통,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혜택이 마련되며, 한류체
험과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도 열립니다.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잊지 마세요!

K-Tour Card

www.koreagrandsale.co.kr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은 편리하고, 저렴하며, 깨끗하기로 유명합니다. 외국인
전용 교통관광카드 K투어카드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한민국의 교통수단
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쇼핑, 식음료, 공연 등 다양한 관광 콘텐
츠 할인 혜택도 담겨있는 한국 관광의 필수품. 놓치지 마세요.

www.koreagrandsale.co.kr/ko/kTour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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