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한 국은
여러분을 미소로
로
맞이합니다

‘K스마일 캠페인’은 우리의 친절과 미소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여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외국인들의 마음에 우리의 미소가 오래도록 기억되고,
대한민국의 곳곳이 추억이 되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K스마일 캠페인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
website >> k-smile.org

다양한 매력이 넘치
치는 곳
세계인이
이
다시 찾는 코리
리아!
(재)한국방문위원회는
‘세계인이 다시 찾는 코리아’라는 비전 아래,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에 부합하는 질적 발전 기반
확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문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ebsite >> vkc.or.kr
미소국가대표

#보고 또 봐도 대한
한민국
국
#즐거운 여행이 기다리
리는 대한민국

관광접점(출입국/세관/교통/식당/쇼핑/숙박/안내/
관광경찰 등)의 미소국가대표를 중심으로 친절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수사례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곳곳에 친절과 미소를
전파하겠습니다.
#미소 #친절 #환
환대 #다
다시 찾고
고 싶은 대한민국
국
#KOREEA SMILLES ON YOU #미
미소국가
가대표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 뿐 아니라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통역서비스입니다.
서비스언어 :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 영어 / 베트남어 / 태국어 /
말레이시아어 / 인도네시아어 / 러시아어
이용방법 : 국내 이용 1330 , 해외 이용 82-2-1330 (별도의 이용료 없음)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홍보대사 배우 이민호

#쇼핑 #관광 #한류 #다양한 분야
#놀라운 혜택 #매년 1~2월에 만나요

#교통 #관광편
편의 #할
할인혜택
택
#한국여
여행 필수아이
이템 #지
지하철 #버스 #택시

#수하물 보관 & 배송
송
#짐 걱정 끝 #가
가벼운
운 한국여행

#할인쿠폰 #가성
성비
#쇼핑홀릭 #없는
는게 없는 곳

아시아 대표 쇼핑문
문화관광축제!

카드 하나
나로 한국여행
행이 자유로
로워집
집니다
다!

두 손 가볍게 여행을 즐기세
세요!

더욱 알뜰한
한 여행을 도와드
드립니
니다!

코리아그
그랜드세
세일

코리아투어
어카드

핸즈프리
리서비스
스

온라인 할인 쿠폰
폰서비
비스

쇼핑을 매개로 문화와 관광이 융복합된 외국인 대상 쇼핑
문화관광축제입니다. 쇼핑뿐만 아니라, 교통, 숙박, 뷰티,
엔터테인먼트,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성한 혜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류체험과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도 열립니다. 홈페이지에서
통합쿠폰 다운로드로 이 모든 혜택을 지금 누리세요.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은 편리하고, 저렴하며, 깨끗하기로
유명합니다. 외국인 전용 교통관광카드 코리아투어카드로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쇼핑, 식음료, 공연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 할인 혜택도
담겨있는 한국 관광의 필수품, 코리아투어카드.
놓치지 마세요.

무거운 짐 때문에 스트레스는 그만! 두 손 가벼운 여행을
위해 대한민국이 당신의 손이 되어 드립니다.
핸즈프리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공항에서 호텔까지 여러분의
짐을 안전하게 배송해드립니다. 또한 서울역, 홍대입구역,
명동 등에 위치한 짐 보관 서비스도 있습니다.
두 손은 가볍게, 두 눈에는 가득히 대한민국을 담아가세요.

한국방문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년 365일
연중 상시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할인 쿠폰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관광지, 엔터테인먼트,
숙박, 식음료, 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가 제공하는
할인 쿠폰을 이용해 합리적으로 한국 여행을 즐겨보세요.
한국 여행이 더욱 풍성하고 즐거워집니다.

website >> koreagrandsale.co.kr

website >> koreatourcard.kr

website >> khandsfree.com

website >> vkc.or.kr/content/shopping_coup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