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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온천서 힐링할까, 인천서 섬마을 체험할까?
5월 1∼14일 봄 관광주간, 어디로 갈까

충청북도에서는 열차를 타고 떠나는 생생
한 농촌체험과 지친 몸을 활기를 불어넣을 스

전주한옥마을 ‘아날로그 생생장터’ 마련

파 투어를 내놓았다. 관광주간 기간 동안 충

대구, 김광석길 등 주요명소 ‘스탬프투어’

북 관할 철도역을 이용하여 농촌 체험을 즐기
면 체험비를 50% 할인 받을 수 있다. 대전은

부산, 광복동 일대 ‘관광주간 거리’ 지정

유성구의 특화 관광자원 온천을 활용한 야외
온천 족욕체험 등 힐링온천 가족체험여행을
마련했다.

전국 17개 시·도별 ‘투어 프로그램’ 선봬

대구에는 시티투어와 모노레일을 연계한
스탬프투어가 있다. 김광석길, 앞산전망대 등
대구의 주요명소를 구석구석 둘러보며 스탬
프를 찍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
인천에서는 섬마을 체험 프로그램 ‘삼시세

“황금연휴다. 가족과 함께 떠나자.”
5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봄 관광주간이다.

끼’와 인천 대표 섬을 탐방할 수 있는 ‘10島

내수경제를 키우고,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킨

10色’, 대한민국 최초의 등대, 팔미도 등대에

다는 목표로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

서 가족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아빠와 등

다. 하지만 꼭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화창

대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한 날씨와 꽃향기가 어우러진 요즘은 여행을

스폰지밥 캐릭터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의 어린이날 이벤트 ‘스폰지밥 어드벤처 패
키지’.
사진제공꺠｜꺠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 캐릭터가 온다

떠나기 좋은 시기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

뀫부산, 중국 광복로 일대 ‘관광주간 거리’로 선포

자치단체에서 관광주간에 맞춘 투어 프로그

그런가 하면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와 함

특급호텔, 각종 어린이날 이벤트 마련

램을 내놓았다. 지역 향토문화 체험부터 힐링

께 5월1일 중국 광복동 일대를 전국 최초로

스폰지밥·뽀로로 등 패키지 상품 판매

자연투어까지 다양해 취향 따라 ‘골라서 떠나

관광주간 거리로 지정, 선포한다. 관광주간

는’ 여행이 가능하다.

거리는 중구 광복로 약 1.4km 구간으로 광복
로에서 한성족발(1.007Km)과 시티스폿에서

‘스폰지밥부터 뽀로로, 태권V까지…’ 5월5일 어

뀫아날로그 생생장터·한복달빛기행부터 김광석

신라정(371m)까지다. 부산시와 공사는 관광

린이날 특수를 겨냥한 호텔들의 이벤트 경쟁이 뜨

향수 느낄 시티투어까지

주간 기간 동안 88개 지역 업체와 협력해 할

겁다.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은 ‘스폰지

인 행사를 연다.

한옥 800여 채가 옛 정취를 간직한 전주한
옥마을 경기전 광장 일대에서는 5월 2일부터

특히 ‘빅3 통근 할인’을 기획해 관광객 대상

밥 어드벤처 패키지’ 이용객을 위한 ‘스폰지밥 하

8일까지 ‘아날로그 생생장터’가 열린다. 다양

음식, 숙박, 공연체험 등에서 최대 70%까지

우스’를 지하 1층에 마련한다. 아이들이 스폰지밥

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전북 14개

할인을 제공한다. 관광주간 할인쿠폰은 부산

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가

시.군의 로컬 푸드 및 지역 특산품을 구입할

관광공사 홈페이지(www.bto.or.kr)에서 다

족 전용 플레이 라운지다. 체크인 시 ‘룸 어택’ 이

수 있다. 5월 2일 보름 전날에는 한옥마을 고

운받을 수 있다. ‘부산 최고의 관광지를 찾아

벤트를 예약하면 약속한 시간에 스폰지밥이 객실

택의 운치를 느끼며 야간관광과 역사투어를

라’ 이벤트와 지역 어묵업체(고래사, 해참부

을 방문하는 깜짝 이벤트도 있다.

함께 할 수 있는 ‘한옥마을 달빛기행’ 프로그

산미도어묵) 공동으로 실시하는 어묵시식회

램을 실시한다. 한지로 만든 등을 들고 달빛

(5월 1일, 3일, 10일)도 있다.

아래 경기전 경내와 한옥마을 구석구석을 둘
러보는 행사로 한복을 입은 사람들만 참여를
할 수 있고 사전신청 해야 한다.

봄 관광주간에 맞춰 지자체들이 가족여행객을 위해 내놓은 특별 프로그램. (위부터)서해안 대표 섬을 돌아보는
인천의 ‘10島10色’, 한복을 입고 한옥 고택의 고즈넉한 정취를 느껴보는 전주한옥마을의 체험 프로그램, 대구
시티투어의 스탬프 프로그램 코스인 ‘김광석 길’.
사진제공꺠｜꺠한국관광공사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는 ‘뉴 뽀통령 뽀로로
패키지’를 내놓았다. 뽀로로 파크 4시간 이용권

각 지역별 프로그램과 할인혜택은 관광주간

2매(성인 1, 어린이 1)를 포함한 패키지 혜택이 있

홈페이지(spring.visitkorea.or.kr)에서 확인

다. 5월 31일까지 8만원 추가 시 대형 뽀로로 인형

할 수 있다.

과 15가지 캐릭터 상품으로 꾸며진 뽀로로 캐릭터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룸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서울 외발산동 메이필드 호텔은 5월 1일부터
5일까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아빠, 엄마!

인천국제공항, 서비스평가 10년 연속 1위

전남 순천시꺠-꺠부산 영도구, ‘순천만 테마송’ 함께 부른다

함께 놀아요’ 패키지를 출시했다. 추억의 애니메

인천국제공항(이

이션 캐릭터 태권V를 영화로 다시 볼 수 있다. 서

하 인천공항)이 세

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는 시크릿 쥬쥬 캐

화합 상징 ‘순천만 노래’ 6곡 발표

6명이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 ‘더 브릿지’가 재

순천만 정원에는 83만 7000그루의 나무와

계 공항서비스평

릭터를 패키지와 뮤지컬 이벤트로 만나볼 수 있

작곡가 김인효·작사가 정준 헌정

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순천 아리랑’, ‘흑두

33만 포기의 봄꽃으로 조성한 23개국 82개 정

가(ASQ)에서

다. 서울 태평로 호텔 더 플라자는 글로벌 캐릭터

루미’, ‘순천만의 꿈’, ‘순천 아가씨’ 등 순천만

원을 갖추고 있다.

10년 연속 1위에

‘바비’와 ‘토마스와 친구들’을 지하2층 그랜드볼

을 테마로 한 노래 6곡을 발표했다. 이들 순천

순천시는 코레일과 함께 ‘국가정원 1호 지

올랐다. 인천공항은 28일 오후 7시(현지 시

룸에서 진행하는 ‘더 플라자, 키즈 파티’에서 선보

전남 순천만 갈대숲의 ‘국가 정원 제1호 지

만 테마의 노래 6곡은 부산아시안게임 오프

정’을 기념해 6월부터 7월 말까지 매주 금요

간) 요르단 킹 후세인 빈 탈랄 컨벤션센터에

인다.

정’을 축하하고 한국의 생태관광자원을 알리

닝을 작곡해 부산과 인연이 깊은 중견 작곡가

일과 토요일 1박2일에 걸쳐 ‘순천만 음악힐링

서 열린 국제공항협의회(ACI) 주관 2014년도

쉐라톤그랜드워커힐은 일본의 인기 TV 애니메

기 위해 전남 순천시와 부산 영도구가 손을

김인효 씨와 부산이 고향인 작사가 정준 씨가

열차’를 운행한다. 부산-순천 코스와 서울-순

세계 공항서비스평가(ASQ) 시상식에서 1위

이션 시리즈 ‘요괴워치 스페셜 에피소드’를 국내

잡았다.

함께 만들어 동서화합과 순천의 발전을 위해

천 두 코스로 운영하는 음악힐링 열차에서는

를 차지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최초로 상영한다. 어린이날 당일에 연회장 비스타

헌정한 것이다.

‘정준 작사가의 음악 토크쇼’가 열린다. 특히

동안 1위를 한 최초의 공항으로 이전 최고 기

홀에서 2회에 걸쳐 상영하며, 호텔 조리장이 선보

국회의원회관에서 두 지자체의 화합을 다짐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던

음악힐링 열차의 첫 운행일인 5월29일에는

록은 두바이 공항의 3연패(2001∼2003년)이

이는 스페셜 코스 메뉴와 요괴워치 캐릭터 인형 선

하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화합을 상징하

순천만 정원은 7월21일 ‘수목원 정원 조성 및

그룹 더 브릿지의 가수 6명이 열차를 타고 함

다. 인천공항은 또한 ‘아시아-태평양 최고 공

물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는 ‘순천만 노래’ 6곡의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진흥에 관한 개정 법률’에 의거해 국가정원

께 순천까지 이동해 순천만 정원에서 라이브

항’과 ‘대형공항(여객 4000만명 이상) 최고 공

행사에는 김연숙, 나현, 목비 등 성인가요 가수

1호로 지정된다. 111만m²의 부지에 조성된

공연을 펼친다.

항’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순천시와 영도구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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