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RELEASE

FIT Ruums, RailEurope 과 파트너쉽 체결로 레일 B2B 공급
•

유럽 최고의 레일 티켓팅 회사와 아시아 기반 B2B 홀세일러의 파트너쉽 체결

•

주요 아시아 지사를 통해 여행업계에 레일예약서비스 런칭

•

타 아시아 마켓으로의 순차적 확대예정

(Singapore, 10th July 2017): Webjet Group 의 아시아 지역 대상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B2B 여행
홀세일러인 FIT Ruums 는 본 레일유럽과의 파트너쉽 제휴를 통해, 전 유럽지역에 대한 레일 여행서비스를
여행업계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제휴는 아시아 주요마켓- 한국, 태국, 홍콩, 대만-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유럽 전역의 35 개 레일
네트워트를 기반으로 열차티켓과 레일패스를 여행업계 고객사에게 공급한다. 파트너쉽의 두번째
단계부터는,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인도에서 여행업계 내 레일예약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레일유럽의 주요 아시아 시장별 전략적 고려하에, 순차적으로 한국,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태국순으로 서비스를 오픈 및 운영하는 것으로 고안되었다.
열차를 통한 여행은 종종 유럽을 여행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자 가장 안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지리와 놀라운 장관은 종종 열차로만 접할 수 있는 바, 유럽대륙을 여행하는 데에 있어 가장 편리하고도
유리한 선택이라 하겠다.
레일 유럽은 유럽의 가장 큰 열차회사들인 프랑스의 SNCF 독일 DB, 이탈리아의 TrenItalia 영국의 Virgin
Trains 와 Eurostar 를 비롯한 회사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편도,왕복티켓과 내셔널, 리즈널 레일 패스, 그리고
야간열차, 초고속 열차와 모두 취급하고 있다.
사전 예약이 매우 권장되며, 유럽 레일 오퍼레이터들은 정기적으로 출발일 몇주 혹은 몇달전 구매시 할인
혜택 및 사전예약시 광범위한 할인혜택으로 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따라서,
마음이 이끄는 어느곳이든 자유럽게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레일패스 예약을 사전에 진행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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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를 통한 유럽여행은 아시아 여행객들에게 매우 주목을 받고 큰 성장을 이뤄오고 있는 분야이다.
레일유럽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유럽열차로 여행하는 아시아인의 수는 2017 년 1-5 월까지 기준 약
1.05 백만에 이르며, 작년 동기 대비 9.6% 이상 증가한 수치라 볼수 있다.
아시아 여행객에 있어 가장 인기 레일여행 지역은 스위스,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순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스위스관광청은 자국내 여행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아시아 여행객을 타겟팅한
여러 노력들을 진행함을 밝히고 있다. "푸른 계속의 울창한 삼림과 눈으로 뒤덮인 산들, 스위스는
열차여행에 있어 마법과도 같은 매력을 전하는 여행지입니다. 베르니나 익스프레스와 같은 열차를 타고
알프스를 가로지르는 풍광을 만끽하며, Glacier 익스프레스와 같이, 교통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그
자체로 관광의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라고 스위스정부관광청의 Ivan Breiter 는 말한다.
"우리는 레일 여행을 통해 유럽을 여행하는 아시아 방문객들의 숫자가 가파른 성장을 보이는 것을
목격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FIT Ruums 와 Rail Europe 간의 새로운 컬래보레이션을 환영합니다. 더 많은
아시아 여행객들이 향우 열차를 통한 스위스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Ivan Breiter
는 덧붙였다.
FIT Ruums 의 모기업인 WebBeds FZ 의 Director 인 Daryl Lee 는 FIT Ruums 가 여행컨텐츠에 새로이
급성장하는 레일 부문을 포함 확장하는 데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모던한 열차와 광범위한 국가간, 경계를 넘는 네트워크를 통해, 유럽의 열차는 유럽대륙을 여행하는 가장
멋진 방법입니다. 더욱 더 많은 아시아 여행객들이 유럽열차여행의 즐거움을 발견해가고 있으므로, Rail
Europe 과의 파트너쉽에 가장 적합한 시기로 생각됩니다"라고 말하며, 또한 "Rail Europe 과 비즈니스를
함께함을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성장가능하고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설립함으로서, 유럽 여행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수요를 더욱 흡수해나갈 것입니다. 이로서, FIT Ruums 는 모든 주요 마켓을 통해 Rail
Europe 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2017 년 7 월 10 일부로, 한국, 태국, 홍콩, 대만의 Rail Europe 상품 예약을 원하는 여행고객 파트너사들은
이메일주소 rail@fitruums.com 을 통해 연락주시면, 각종 견적 및 예약진행을 하실 수 있다.
FIT Ruums 는 아시아 여행업계에 호텔객실, 관광, 액티비티, 지상 트랜스퍼를 비롯한 일련의 포괄적인
여행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의 모토는 "Always Stronger Together"로서, FIT Ruums 는 서플라이어와
고객사 모두에게 원스탑 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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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Ruums
FIT Ruums 는 Webjet Limited 의 자회사인 WebBedsFZ 산하 B2B 여행 사업이다. 아시아에서 전세계로의 호텔 숙박과 트랜스퍼를
제공하는 B2B 여행유통에 집중하고 있다. FIT Ruums 는 360 도 비즈니스 파트너쉽을 지향하며, 여행 테크놀로지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
Webjet Limited
Webjet Limited 는 ASX(호주증권거래소)에 상장 상위 200 대 기업(WEB)으로서, 총 매출액 20 억 달러 이상의 온라인 여행
비즈니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Webjet 은 B2C 및 B2B 부문 모두를 운영하며, B2B 여행 비즈니스로는 API 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호텔 객실을 판매하는 Lots of Hotel 과 Sunhotels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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