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개최기념 50쌍의 프로포즈 이벤트

“1박 2일 로맨틱 투어 ”
『바다, 불·빛 그리고 사랑』 이라는 주제로 대천겨울바다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불·빛과 함게 부부, 연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2019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를
개최합니다.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개최를 기념하여 부부·연인들을 대상으로
1박2일 로맨틱투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 겨울바다와 함께하는 나만의 프로포즈로
잊을 수 없는 1박 2일의 추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투어기간: 2019.12.24.(화) ~ 12.25.(수) / 1박2일
○ 투어장소: 대천해수욕장 일원
○ 신청대상: 만 20세 이상 부부·연인 50커플 (선착순 모집)
※ 모집인원이 조기마감 될 경우 신청하시더라도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참가비용: 1커플 당 120,000원 (바닷가 오션뷰호텔 숙박비 포함)
※ 숙소 및 투어장소까지 개별 이동하셔야 합니다.
※ 식사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접수기한: 12.20.(금)17:00
○ 접 수 처: winterfestival@nate.com
※ 메일 제목은 “로멘틱투어신청-(성명)”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발표: 1차: 12.16.(월) 2차: 12.20.(금) 홈페이지공지 및 개별연락
※ 홈페이지 www.mudfestival.or.kr
○ 기타문의: (041)930-0891
○ 내

(문의시간 : 주중 10:00~17:00)

용: 주요일정 참조

○ 접수취소: 신청 후(입금완료) 접수를 취소하실 경우 수수료 발생
- 환불수수료 : 5일전 0%, 4일전 10%, 3일전 30%, 2일전 50%, 1일전 및 당일 환불불가
- (041)930-0891로 환불요청 (문의시간 : 주중 10:00~17:00)

▣ 주요일정
☆ 1박2일 로맨틱 투어 포인트 (참가자 혜택)
스카이바이크 체험 : 바다를 가르는 국내 유일 스카이 바이크로 추억을 남기세요
대천짚트랙 체험 : 가슴 설레는 해상 짚트랙 체험 50% 할인권 제공(커플용)
바다전경 스케이트 및 눈썰매 체험 : 바다를 보면서 스케이트와 눈썰매 즐기기
고구마&알밤 구어먹기 체험 : 대형화로에서 직접 구어먹기 체험
‘이브의 밤’ 공연 : 무대에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감성적인 공연 관람
크리스마스 불꽃놀이: 12월 24일 겨울바다에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불꽃놀이
빛의 로맨스 : 빛으로 그려낸 해변거리에서 나만의 로맨스 추억만들기
하트터널, 러브프로포즈, 불화로거리, 초대형타워트리, 약속의 반지,
성탄트리전시, 하트뿅뿅, 내사랑프로포즈, 소나무일루미네이션,
천사날개 등 사랑을 테마로 한 빛의 향연
머드광장일원 호텔 : 겨울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최적의 오션뷰 호텔룸 제공
※ 6개의 호텔 중 선착순으로 임의 배정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

☆ 나만의 프로포즈
신청서 사연 중 선정된 커플에게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나만의 프로포즈를
제공해 드립니다.
※ 프로포즈의 특성 상 선정된 분을 대상으로 별도 통보

☆ 여행 TIP
먹 거 리 : 대천겨울바다의 별미, 조개구이와 굴구이찜. 그리고 다양한 해산물
체험거리 : 스카이바이크와 쌍벽을 이루는 아찔한 바다위 짚트랙 체험
볼 거 리 :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는 12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개최됩니다.
빛의 로맨스 거리는 12월 20일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열립니다.
크리스마스 불꽃놀이는 12월 24일 개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