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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연말 정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관련 의혹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  

'근현대 교과서' 
수정 논란  

대북 삐라 살포 
논란  

수능 시험 후 
대입 전략은?  

4대강 정비 사업 추
진 논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  

테마뉴스 

화제의 연구  

'시선 집중' 판결 

따뜻한 세상뉴스  

TV는 내 친구  

포토 TV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시행 조치 이후 

가장 가고 싶은 미국 여행지인 뉴욕. 

 

최근, 대한항공이 인터넷 회원들을 대상으

로 가고 싶은 '미국 도시'와 '방문 목적'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뉴욕과 관광

여행이 각각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곳, 뉴욕에 코리안 뉴욕커 4인방이 특별

한 준비한 뉴요커투어(대표 이승원 

www.newyorkertour.com)는 오랜 뉴욕생

활의 경험과 여행업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품투어(Luxury Tour), 테마투어(Theme 

Tour ),맞춤형 귀족 투어(Private Tour) 등

의 테마를 갖고 차별화한 "특별한" 여행을 

위해 준비했으며, 블로그 

newyorkertour.com/blog를 통해, 뉴욕의 

각종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한국에 전하고 

있다.  

 

뉴요커투어의 관계자는 "연말을 맞이해 무

비자 방문객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한인 여행업계에서는 내년 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원o달러 환율이 1,200원 선에서만 안정을 되찾

으면 무비자 미국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요커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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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뉴스 

시사 연예/스포츠 경제/생활

응원부터 선행까지…가수 팬덤의 진화

'올해의 여성연기자' 공효진 수상 

BBC "옥소리 집행유예" 이례적 보도 

'송일국 공방' CCTV, '위조 없음' 판명

섭섭한 박태환 "대통령께서 답이.." 

박주영 부상…보르도전 출전 불투명 

서장훈, 감기로 결장? 감독과 불화설 

심정수 "이승엽은 스승과 같은 존재"

 화제의 판결 

"국가 수용토지 필요없으면 돌려... 

대법원 “골프 부킹권 팔면 배임... 

"반성 차원의 일괄 사직서는 효... 

대법 "한국서 간통하면 국적불문... 

가장 많이 본 뉴스 

사회 섹션종합

빼고 줄이고… 결혼식도 다이어... 

중학교 학력평가 둘러싼 갈등 고... 

전주동물원 호랑이, 사자에 물려... 

집필진.교사 `교과서 수정' 강력... 

재판 마친 옥소리 "물의 일으켜 ... 

수사자에게 물려 죽은 암 호랑이 

'검찰 간부 피습' 40대 업자 구... 

동물원서 수사자가 암호랑이 물... 

실시간 뉴스캐스트  

뉴요커투어, 블로그로 따끈따끈한 소식전해  
기사입력 2008-12-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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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DA BASKETBALL NBA   

 USA VALKYRIE MOVIE PREMIERE   

 뉴요커투어, 블로그로 따끈따끈한 소식전해   

 [포토]김연아 '안녕하세요~'   

 [포토]김연아 '안녕하세요! 김연아에요~'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episode 5. 사진작가 배병우의 서재  

이 시대 지식인의 서재를 만나다! 

 

네티즌 의견 나의 댓글지수 블라인드 설정

의견을 작성하시려면 클릭하세요  

질문하기블로그/카페 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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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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