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범 기자의 투얼로지｜“긴 여행 NO” 도심 속 작은 여행이 대세

경제

‘스몰 트립족’ 모시기 나선 고급 호텔들
<도심 호텔 등에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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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트립(small trip)을 아시나요. 집에
서 멀리 떠나 긴 일정을 소화하는 여행 대
신 혼자 또는 지인끼리 집 가까운 도심 호
텔 등에서 쉬면서 부대시설을 이용한 여가
를 즐기는 여가 패턴이다. 2,3년 전부터 붐
이 불고 있는 ‘소확행’ 트렌드의 여행 버전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
고 빡빡한 일정보다는 스파나 미식 등 여
유있게 개인적인 체험을 즐기는 것이 특
징. 경제적 여유가 있고, 여가 투자에 과감
한 젊은 여성들에게 스몰 트립의 인기가 높
다. 요즘 서울 도심 호텔은 개성있는 객실
인테리어와 맞춤형 서비스, 차별화된 부대
시설로 스몰 트립족을 겨냥하고 있다.

펫츠고트래블, 딸기체험 상품 출시
포시즌스호텔 네일바·스파 입소문
웨스틴조선 ‘레이디스데이’ 이벤트
클룩, 인생샷 액티비티로 추억 선사

뀫쉬코노미에 주목하는 호텔들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서울은 2015
년 오픈할 때부터 ‘골드미스’들의 주목을 받
았다. 호텔판 미쉐린 가이드라고 불리는 ‘포
브스 트래블 가이드’에서 국내에서 유일하
게 4성급 평가를 받은 스타와 네일바 등 럭
셔리한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 이런 장점
을 살려 포시즌스는 스몰 트립에 좋은 독보
적인 스파 프로그램을 자랑한다.
7개의 스파룸을 갖추고 있는데, 그중에
는 커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커플 스위트
도 있다. 특히 국내 호텔 최초로 스파 내에
서 운영하는 네일바가 자랑이다. 세련된 분
위기 속에서 전문 네일 아티스트가 매니큐
어 및 페디큐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은 맞춤형
식음료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 뷔페 아
리아에서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레이디

네일 서비스를 받으면서 와인이나 샴페인을 즐길 수 있어 여성고객 취적(취향저격) 서비스로 꼽히는 포시즌스호텔서울의 네일바, 쉬코노미에 맞춘 맞춤형 이벤
트인 서울웨스틴조선의 ‘레이디스 데이 프로모션’, 뻔한 사진이 아닌 나만의 인생샷을 원하는 고객을 겨냥한 클룩의 마카오 치파오 체험 사진.(위 사진부터 시
계방향)
사진제공꺠｜꺠포시즌스호텔서울·서울웨스틴조선·클룩

스 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주중 점
심 때 여성 4인 이상이면 바닷가재와 안심
스테이크 플레이트 1개를 무료로 제공한
다. 웨스틴조선 이희종 식음팀 팀장은 “쉬
코노미(sheconomy)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
큼 여성 고객이 크게 늘어 올해 처음 여성
단체고객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대륙 화이트 와인
을 즐길 수 있도록 ‘펄링 인 화이트 뉴 월
드’ 프로모션도 3월부터 시작한다.
서울 홍대 지역에 문을 연 라이즈 오토
그래프 컬렉션 호텔도 부티크 호텔 특유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홍대 고유의 스트리트
컬쳐가 어우러지면서 요즘 스몰 트립의 명
소로 주목받고 있다. 규모는 특급 럭셔리 호
텔들에 비해 작지만 미니멀한 디자인의 객
실과 캐주얼 레스토랑 롱침, 루프탑 바, 라
운지 사이드 노트 클럽 등이 입소문을 타

안영배 관광공사 사장 “올 외래 관광객 1800만 명 유치”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2019년 외
래 관광객 1800만 명과 국내여행 3억 회를
이루겠다는 사업목표를 밝혔다.
안영배 사장은 19일 출입기자단과 진행
한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 1570만 명이

한국을 찾았는데 올해는 230만 명 늘어난
18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
혔다. 안 사장은 “중국이 규제를 풀었다지
만 아직 현장에서 체감할 수준은 아니다”
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1800만 명은 보

고 유명해졌다. 호텔에 스트리트 패션 편집
숍이 있어 유명 스트리트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뀫나만의 체험을 원한다
해외여행에서도 스몰 트립의 영향을 받
은 상품들이 인기다. 이미 혼자 여행을 떠
나는 ‘혼행’이 해외여행의 주류 트렌드 중
하나가 된 상황에서 현지투어도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 즐기고 싶은 테마
들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액티비티 플랫폼 클룩(K
LOOK)이 올해 내놓은 상품들을 보면 남과
다른 나만의 경험이나 기억에 남을 가심비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 높은 아이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클룩코리아의 송지영
씨는 “사진도 셀카를 넘어 인생샷을 건지
기 위해 전문 사진가와 함께 하는 ‘사진 촬

영 액티비티’ 수요가 늘고 있다”며 “전문작
가가 찍어주는 발리 촬영, 푸켓 해변 단독
촬영, 교토 기모노 사진, 마카오 치파오 체
험 등이 인기가 높다”고 소개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인증용 액티비
티도 인기다. 분위기만 느끼는 관광객용 체
험이 아닌 현지인들과 함께 하는 제대로
된 ‘클래스’에 참여하는 ‘현지 DIY’ 액티비
티들로 홍콩 기화병과 쿠키 클래스, 로마
피자쿠킹 클래스, 방콕 솜퐁, 도쿄 수건 염
색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짜릿한 스릴을 원하는 이들을 위
한 시드니 스카이다이빙이나 악어 케이지
체험, 발리 정글 그네 등 ‘익스트림 액티비
티’ 들도 요즘 주목받고 있다. 또한 어린 시
절 추억을 되살리는 동심 체험으로 인어공
주 사진촬영과 수영 강습도 이색 액티비티
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oldfield@donga.com

수적인 목표가 아닌 적극
적인 마케팅을 하겠다는 의
지”라고 설명했다.
국민 여행복지와 국내여
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
안영배 사장
로자 휴가지원제와 여행주
간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
이다. 특히 정부가 기업과 함께 휴가비를 지

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를 적극 활용하
기 위해 올해 지원규모를 8만 명으로 늘렸
다. 이런 정책을 통해 한국관광공사는 2억
9000만 회 정도인 국민 국내여행 횟수를 올
해 3억 회로 높인다는 목표이다. 한편, 한
국관광공사는 20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에 신청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가
4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펫츠고트래블이 3월
1일부터 3일까지 경기
도 양평으로 떠나는 당
일치기 패키지여행을
연속 운영한다. 경기도
양평 딸기체험농장에
안전 울타리로 둘러싸
인 전용 체험 공간을 조성해 반려견의 목
줄을 풀어 놓은 상태에서 함께 딸기 따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딸기체험농장 한쪽에
는 천연 잔디가 있는 애견운동장에서 참가
자들과 반려견이 함께하는 미니 운동회도
진행한다. 돌아오는 길에는 양평 두물머리
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도 즐기면 펫가이
더들이 이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준다. 투
어는 펫츠고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딸기체험 농장의 이
용 티켓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다.

대명리조트 ‘살아보기 패키지’ 선봬
대명리조트가 장기체류형 상품 ‘살아보기’
패키지를 내놓았다. 체류일수에 따라 7박,
15박, 30박 등 세 종류이다. 가능한 리조트
는 대명 샤인빌 리조트, 델피노 골프앤리조
트, 대명리조트 경주, 대명리조트 단양, 대
명리조트 청송 등 5개다. 패키지 구성은 스
위트 객실, 사우나 2인 무제한 이용, 아메리
카노 커피 하루 2잔 제공, 식음료 15% 할
인, 친환경 브랜드 몰튼브라운 어매니티 5종
세트, 교보문고 추천 도서 1권, 귀가 선물 등
으로 이루어졌다.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가
진 고객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김재범 기자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