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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을 위한 비엔나 관광청의
서비스 포털: 여러분의 고객을 더욱
만족시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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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독점 툴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사업활동을 지원합니다:

여행 목적지
가이드.
destination-guide.vienna.info
여러분의 성공에 기여!
비엔나를 알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눈에 보기:
• 비엔나에 관하여
• 이동 계획에 대한 유용한 조언
• 여행 및 숙박시설
• 여행 일정에 대한 아이디어
• 음악, 박물관 및 관광명소
• 쇼핑, 식사 및 음료
• 비엔나 자체 소개
• 연락처

판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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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는 여러분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풍부한 판촉물을 이용하세요:
• 시내 지도
• 브로셔
• 장식품
• 초대장과 편지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www.b2b.vienna.info/en/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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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및
시장 조사.

버스 기사
가이드.

정확한 최신 정보!
비엔나에 대한 모든 시장 조사 통계를 다운로드하
세요:
• 도착 및 1일 숙박 비용
• 숙박시설 회전율
• 원천 시장
• 일반적인 비엔나 투숙객에 대한 정보
• 비엔나 사람들 사이의 관광에 대한 인식

bus.vienna.info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
•
•
•

비엔나 최고 관광명소의 승하차 지점
버스 주차 공간
교통 정보
버스 기사에 대한 필수 정보

입국
여행사.

비엔나 가이드
서비스.

모든 것을 한 페이지에:
www.b2b.vienna.info/en/destination-guide/
travelagencies

www.guides-in-vienna.at
비엔나 상세히 보기!

특별한 비엔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비엔나의 다양한 입국 여행사.

호텔 가이드.

비엔나 유면허 가이드 협회는 다음을 포함하는
신속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400여 명의 유면허 관광 가이드
• 30여 개의 언어로 고객 지원
• 유익하고, 전문적이고, 즐거움을 주는 비엔나
관광
• 올해의 주제에 맞춘 특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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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vienna.info/en/hotel/search
이상적으로 선택된 숙박 시설.
저희 웹사이트에 게시된 새 숙박 시설 목록은 다음
의 특징을 제공합니다:
• 고객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선택, 검색 및 분류
옵션
• 최신, 이동성 및 즉시 이용 가능
• 숙박 시설 및 예약 부서로 직접 연결
• 인쇄 가능한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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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vent

비엔나
컨벤션
뷰로.
www.vienna.convention.at
다음의 서비스들은 무료입니다:
• 행사에 대한 호텔 및 장소 조언
(50명 이상의 그룹에 해당)
• 필수 호텔 할당량에 대한 예약
• 비엔나 서비스 제공자로 연결
• 상세한 유치 신청과 발표 자료 준비
• 현장 점검 조직
• 브로셔, 광고, 사진 및 시내 지도
• 온라인 비엔나 회의 일정표 발행

사진 자료실.
www.viennaphoto.com
비엔나 관광청의 온라인 사진 데이터베이스는
미술, 라이프스타일, 관광, 건축, 엔터테인먼트,
음악, 그리고 회의 분야의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사진:
• 비엔나를 주제로 한 최고의 선택
• 간단한 키워드 검색
• 레이아웃 파일에 대한 무료 다운로드
• 인쇄 가능 사진 파일에 대한 직접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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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엔나 전문가
클럽.
experts.vienna.info
비엔나 전문가가 되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국제 여행사와
관광 운영자로서,
• 항공사,
• 여행사,
• 온라인 여행 포털
• PEP 제안에 대한 제공자
마케팅 또는 영업 부서에서 일하고,
비엔나에 대한 관광을 제공하는 경우,
국제 비엔나 전문가 클럽으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비엔나 여행에서 수
많은 독점적인 혜택을 즐기게 되고, 국제 비엔나 전
문가 클럽에서만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최상의 조건을 자랑하는 비엔나 호텔
• 비엔나의 박물관과 연주회, 식사 및 관광 제안,
그리고 최고의 이벤트에 대한 할인 또는 무료
입장을 제공하는 클럽 카드
• 210가지가 넘는 할인을 받고 비네르 리니엔으로
무료 이동할 수 있는 24, 48 또는 72시간 할인
카드인 Vienna City Card

저희의 독점적인 제안을 활용하여 비엔나
전문가가 되세요. 그러면...
• 비엔나를 더 잘 알게 됩니다.
• 비엔나를 더 잘 홍보할 수 있습니다.
• 고객들을 더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의 여행 동반자도
이러한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활동적인 클럽 회원이 되고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세요.
• 비엔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
뉴스레터,
• 매력적인 경쟁,
• 이벤트에 대한 초대, 그리고
• 내부적인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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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국제 비엔나 전문가 클럽의 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정보와 등록:
experts.vienn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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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nna City Card
Vienna City Card를 이용해 이동성은 물론 다양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
•
•
•
•

비엔나 대중 교통 무료 이용
공항 셔틀 + City Check-In 서비스
Hop-On Hop-Oﬀ
체류 기간 동안 유효(최대 7일)
만 15세까지 무료

무료 앱 제공
• iOS와 안드로이드용
• 인앱 구매
• 관광 명소에 대한 정보
구매 장소
대부분의 비엔나 소재 호텔, 공항 관광 안내소
(매일 07–22시), 알베르티나 광장, 우편번호
1010 비엔나 지역(매일 09–19시), 비엔나 중앙역,
우편번호 1100 비엔나 지역, 앱과
shop.vienna.info에서 구매 가능

혜택

VIENNA CITY CARD
VIENNA CITY CARD TRANSFER
VIENNA CITY CARD TOUR
VIENNA CITY CARD TRANSFER+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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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교통

공항 셔틀

Hop-On
Hop-Oﬀ

제휴 파트너를 위한 중개 수수료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티 카드 중 하나의 혜택을 누리세요.
제휴 파트너의 웹사이트 방문자가 Vienna City Card
온라인 숍에서 공식적인 Vienna City Card를 구입
할 경우, 제휴 파트너는 이렇게 판매된 카드 각 1매

Vienna City Card를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링크 연결을
이용해 홍보합니다.

당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affiliate.vienna.inf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들은 온라인 숍으로 이동해
Vienna City Card를 구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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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파트너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 Vienna City Card
구매량이 기록됩니다.

비엔나 관광객들은 Vienna City Card를 그리고 제휴 파트너는
해당 판매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유통업체를 위한 중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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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체 또는 호텔업체의 경우 Vienna City Card를 판매함으로써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영업 파트너인 DocLX 에서 주문하실 경우 중개 수수료를 제한 금액으로
Vienna City Card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유명한 제휴 및 영업 파트너들은 Vienna City
Card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효과적으로 홍보
할 수 있도록 종합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물
• 다양한 사이즈의 광고 배너
• Vienna City Card Spot

광고물 및 판매 지원
• 안내 책자
• 스티커
• 포스터
• 판매 자료
• Vienna City Card Spot

연락처
DocLX Travel Events GmbH
Renngasse 4 / Freyung
1010 Vienna
Tel. +43-1-370 7000-22
info@viennacitycard.at

11

비엔나 관광청
시장 관리팀.

비엔나의
소셜 네트워크.

비엔나 관광산업과의 접촉점!

www.twitter.com/ViennaInfoB2B
www.facebook.com/ViennaTouristBoard
www.facebook.com/LGBTVienna
www.instagram.com/viennatouristboard
www.youtube.com/Vienna

호텔, 관광 운영자, 식당, 입국 여행사, 문화 서비스
제공자 또는 다른 관광 제공자와 협업하는 데 관심
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다음 사항에 대해 여러분을 지원할 수 있
습니다:
• 서비스 및 판매 디스플레이
• 비엔나의 관광 상품에 대한 정보
• 교육 여행 및 실습 기간 조직
• 개별적인 조언
저희는 여러분의 연락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markets@vienna.info

비엔나 관광청은 다양성과 평등한 대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텍스트의 더 나은 읽힘성을 위해 여성형 명사
또는 남성형 명사 중 한 가지만 사용했습니다. 이는 다른 성별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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