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간관광동향
10월 첫째 주(2020.09.28.~10.04.)

대구관광뷰로 국내관광팀

■ 한국관광공사, 추석 연휴 고향 못 가는 아쉬움... 랜선여행 이벤트 진행
출

처

일

시

2020.09.28.

⦁ 한국관광공사는 한가위에도 불구, 귀향이나 국내여행을 자제하는 집콕족을
달래기 위한 랜선여행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거리는 늘리고
마음은 나누는 한가위’와 ‘지역명사 문화여행 랜선 취향여행 이벤트’ 등
2가지다.
- ‘거리는 늘리고 마음은 나누는 한가위’ 이벤트는 9월 25일부터 10월 11일
주요 내용

까지 온라인 특집관에서 실시되며, 풀코스 집콕여행, 전통시장 온라인 장
보기, 안전여행 가이드, 가을여행 게임 등 흥미로운 콘텐츠들이 펼쳐진다.
- ‘지역명사 문화여행 랜선 취향여행 이벤트’는 전국 지역명사의 영상과 소개
글을 본 후 코로나 진정 후 방문하기를 원하는 가상상품을 선택해 온라인
예약을하고 선택한 이유 등 후기를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75명에게 무선이어폰(5명), 치킨(20명), 편의점
상품권(50명)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 대전,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언택트 투어 인 대전’ 운영
출

처

일

시

2020.09.29.

⦁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어느
곳에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전 관광명소를 즐기며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형 여행프로그램인 ‘언택트 투어 인(in) 대전’을 운영한다.
- ‘대전 탐구생활’을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2050년
미래의 학생이 되어 2020년 대전 관광명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단계별로
미션을 해결하면서 대전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 떠나는 랜선여행이다.
- 참가방법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12월13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주요 내용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조인나우’를 다운한 후
실행해 ‘2020년으로의 시간여행, 대전 탐구생활’에 접속하여 미션을 수행
하면 되고, 우수 참가자에게는 실제로 대전을 여행할 수 있는 대전 투어
패스를 선물로 증정한다.
- 게임형 여행프로그램은 단순한 관람형 여행을 벗어나 증강현실(AR), 큐알
(QR) 코드를 활용해 관광명소에 관한 퀴즈 등 다양한 미션을 해결하는
모험의 공간을 만들어 신나게 즐길 수 있어 여행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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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언택트 힐링 여행 ‘추캉스’ 열풍에 들썩
출

처

일

시

2020.09.30.

⦁ 올 추석 호텔에서 연휴를 보내는 ‘추캉스’가 인기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해소하려는 소비자들이 자연을 가깝게 누릴 수 있는 강원도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기간(9월 30일~10월 4일) 강원도와 제주도의 호텔 평균 예약률은 각
각 94.9%, 56%를 나타났다. 이는 ‘언택트 명절’을 맞아 고향 방문이나 여행
대신, 독립된 호텔룸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주요 내용

풀이된다.
- 실제 호텔 업계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켄싱턴 리조트 ‘설악
밸리’는 추석 기간 전 객실 만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켄싱턴 호텔 평창은
전 객실 306개 중 90%가 이미 예약됐으며, 롯데 리조트 속초 역시 현재
75%의 예약율을 보이고 있다.
-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마음을 달래려는 수요자들이
언택트 힐링이 가능한 강원도를 찾고 있다”라며 “특히 독립적이지만 이
색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강원도 내 호텔들은 사회적 거리를 준수
하면서 휴식까지 즐길 수 있어 인기다”라고 전했다.

■ 대구,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23일 개막
출

처

일

시

2020.10.02.

⦁ 제14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이 오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된다.
- 지난 2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큰 피해를 입은 대구시의 취약 계층을
비롯한 민생안정과 상황 회복에 협력하고자 DIMF는 일부 예산을 반납하고
하반기로 축제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 DIMF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매년 야외에서 대규모로 개최된 개막축하
공연은 제14회 DIMF 개막콘서트 DIMF ON-TACT라는 제목으로 개막일인
주요 내용

오는 23일 오후 7시부터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다.
- 코로나19로 지친 뮤지컬 팬과 모두를 위로할 이번 콘서트는 마이클리,
이지훈, 손준호, 정선아, 박강현, 민경아를 비롯해 국내 최정상 뮤지컬
배우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무대로 구성되며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된다.
- 특히 DIMF는 언택트(Untact 비대면) 형태의 새로운 마켓이 형성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티켓 피아(일본), PRESENTED LIVE(중국,
인도네시아) 등 OTT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