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개별관광객 대상 지역우수 관광상품 공모전
선정 결과 알림
외국인 개별관광객(FIT) 대상 지역 우수 관광 상품 발굴 및 홍보 지원을 통한 한국
인바운드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실시한‘외국인 FIT 대상 지역우수 관광상품
공모전’우수 상품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8년 12월
한국관광공사 사장

□ 선정 상품 내역

상품명

경주 벚꽃 1박2일 여행
남북 비무장평화지대 및 두타연트렉킹 투어
대한민국 최북단 DMZ고성통일전망대
투어, 통일의 길목, 금강산 보이는
동부산 반일 DAY 투어
바다파도소리길 천년의 경주 맛기행
별이 빛나는 밤으로 가는 1박2일 웰니스&힐링 투어
부산 원도심 NIGHT 투어
부산출발 경주 ONE-DAY 투어
삼국시대 역사와 문화의 향기, 부여와 전통주 체험
세계적인 한국의 골프 프로들이 케어받는 첨단 시설 체험
여행의 시작은 서울에서 아쉬움은 남해에서
오직 나만을 위한 색다른 투어
자연과 감성이 머무는 K-힐링 여행 (남원, 임실)
제주 무슬림 관광
천연화장품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철원 비무장평화지대 투어
추억에 나만의 향을 더하는, 펀펀(分芬)한 시그니처 투어
충주 '쉼' 과 함께
코리아 유니크& 온리 액티비티 1박2일 투어
한국속의 한국을 찾아라~ 전북 시간 여행
한국의 정신 태권도 & 진안 스파 여행
화끈한 야한 여수 해양관광
11D10N KOREA Tour (한국전국투어)
14D13N KOREA Tour (한국전국투어)
Andong Hahoe Wil age Daily Tour
Do Dream Danyang (두드림 단양)
Hello Culture Andong (헬로 컬처 안동)
History및and백제(공주,
Culture of부여)
Baekj역사
e peri문화
od day
tour
(전주
당일관광)
INCHEON Healing Island, Ganghwa
K-Drama A beautiful autumn trip
K-Drama II + K-Taste Tour
K-DRAMA TOUR Busan
Ladies Chuncheon (여자들끼리 춘천)
Nami Island Full Day Tour (남이섬 전일관광)
PyeongChang & MT. Seorak
day tour (평창 및 설악산
당일관광)

업체명

TK트래블
㈜중앙고속
(주)코스모진여행사
부산메이트
(주)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주)디엠지스파이투어
부산메이트
부산메이트
(주)코스모진여행사
(주)코스모진여행사
동이투어
파라다이스 투어
(주)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보라여행사
농업회사법인(주)하늘호수
㈜중앙고속
파라다이스 투어
코트립
(주)디엠지스파이투어
(주)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주)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주)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주)컴퍼투어
(주)컴퍼투어
(주)브이아이피트래블
(주)플러스플래너
(주)플러스플래너
(주) 유에스여행
(주)플러스플래너
DOJC KOREA
DOJC KOREA
DOJC KOREA
(주)플러스플래너
(주)브이아이피트래블
(주) 유에스여행

□ 선정 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안내
○ 일시 및 장소 : 2018.12.26(목) 15:00 / 서울 예정 (*장소 추후개별 통지)
○ 내

용

- 공모전 선정 결과 및 향후 지원 계획 안내
- FIT 포털 사이트 소개, 상품 등재 방법, 회원사 이용 방법 소개
- 상품 상시 모니터링 등 품질 관리를 위한 서비스 매뉴얼 소개 등
○ 회신방법 : 참석자 소속업체,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를 기입하여
이메일 fit@knto.or.kr 로

12.21(금) 11:00 까지 회신

(* 업체별 최대 3명까지 참석 가능)
○ 문 의 처 : 한국관광공사 개별관광사업팀 (Tel : 033-738-3315)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