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간관광동향
12월 셋째주(12.09~12.15)

대구관광뷰로 해외관광팀

■ 싱가포르관광청 "싱가포르에서 한국 드라마 촬영"
출

처

일

시

2020.12.09

- 싱가포르관광청은 한국 대표 드라마 제작 배급사인 스튜디오
드래곤과 싱가포르 배경의 한국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업무협
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 스튜디오드래곤은 글로벌 히트작인 '사랑의 불시착'과 '도깨비'
등을 제작한 곳으로, 해외 정부 관광 기구와 업무협약을 한 것
주요 내용

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스튜디오드래곤은 여행 규제
가 완화되는 시점부터 3년간 싱가포르에서 드라마 등을 제작하
게 된다.
- 또 싱가포르관광청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싱가포르 관광지, 상
품, 문화 등의 소개와 결정 등에 관해 스튜디오드래곤과 긴밀
히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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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다음달부터 단기 출장자 격리 면제
출

처

일

시

2020.12.15

- 싱가포르 정부는 내년 1월 중·하순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14일
미만 단기 출장자들에게 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적용 대상 단기 출장자들은 입국 전과 직후에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정된 전용
숙소에 머무르며 체류하는 동안 격일로 코로나19 검사를 계속
받게 된다.
또 싱가포르에 거주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온 사업 파트너를
만날 경우 양쪽을 투명 가림막으로 완전히 차단한 별도의 공간
을 이용해야 한다.
당국은 이 같은 특별 입국 절차를 의료나 가족 방문 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이에 앞서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호주
주요 내용

에서 오는 방문객의 경우 공항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하고 그 결과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자가격리 없이 활
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단기 출장자를 위한 특별 입국 신청은 내년부터 받는다.
단기 출장자 지정 숙소는 창이 국제공항에서 승용차로 5분 거
리인 싱가포르 엑스포에 마련된다.
우선 670개 객실에 4명부터 22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총 170
개의 회의실을 갖추고, 2021년 중반까지 객실은 1천300개, 회
의실은 340개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이 시설을 활용해 각종 국
제회의나 전시회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세계경제포럼도 매년 열리는 다보스 포럼을 싱가포르에서 개
최하는 방안을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이달초 논의한 것으로 알
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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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관광청, 페루 전문가 양성 이러닝 플랫폼 재단장
출

처

일

시

2020.12.15

- 페루관광청은 페루 여행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이러닝(E-learning) 플랫폼 '페루 트래블 트레이닝'(Peru travel
training)을 재단장했다고 15일 밝혔다.
- 페루관광청의 이러닝 플랫폼은 페루 여행에 관해 관심 있는
사람들과 여행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 페루관광청은 또 내년 상반기 다양한 페루 여행 상품 개발과
판매 촉진을 독려하기 위해 이러닝을 이용하는 국내 여행업계
주요 내용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 페루 여행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흥미롭게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업계 실무자라면 누구나 가입 후 해당
플랫폼(www.perutraveltraining.co.kr)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페루관광청은 내년 1월 중 여행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열고, 페루 여행지와
이러닝 플랫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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