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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오 이승원 대표 여행사‘뉴요커투어’오픈
입력일자:2008-11-18

웹솔루션 전문회사 웨비오(Wevio)의 이승원 대표가 여행사 

‘뉴요커 투어’를 열고 무비자 시대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선보

이고 있다. 

 

뉴요커 투어는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에서 최고의 관광 상품을 

제공한다는 전략 하에 명품투어·테마투어·맞춤형 귀족 투어 

등의 컨텐츠를 내놓았다.명품투어는 뉴욕시 예술 투어와 화보

집 투어, 영화속 뉴욕 투어, 부동산 투어, PGA급 골프투어, 웨

딩투어 등을 내용으로 한다.테마투어에는 뮤지컬과 영화 관람, 

메트 오페라, 디너 크루즈 투어 등이 있다. 맞춤형 귀족 투어는 

개별 기호에 따라 여행 일정과 내용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베스트셀러 ‘뉴욕 아이디어’의 저자 박진배 FIT 교수를 포함해 뉴욕의 현지 사업가 4

명이 뉴욕 생활과 여행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여행업체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마련했다”

며 “최고의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요커 투어는 이를 위해 뉴욕시 리무진 

택시 대여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차량 서비스를 완비했으며, 자체 리무진을 한 대 보유하고 

있다. 또 다음이나 야후 등 한국계 온라인 포털사이트 

와 여행업체들과 연계해 자사의 관광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에서 일류 문화를 소개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 단계 업

그레이드 된 관광상품을 통해 한국인들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212-643-

9009 또는 www.newyorkertour.com <정보라 기자>  

 

 

많이 본 기사  

한국서 전화오면 가슴 ‘철렁’

불체자 급습 사라진다

‘50% 코리안 ’에 자부심

W.Z 전철 사라진다

켄터키주 쿰버랜드 대학 한인유학생 해킹...

첫 흑인 법무장관 유력

아시안 최초 안과 디렉터 임명

한국아동 미 입양 1065명

SUNY 학비 인상…향후 5년간 정기적으..

남가주 대화재

    (Pacific Time)   09:00  

 8,256.85         167.90

 1,439.10          44.17 

 835.69            23.43 

   (Pacific Time)   09:00 

 
1,446.50  1,471.81  
1,421.19 

 

   원화→달러

한국일보 웹사이트 이메일 인증도입

온라인 자동차 광장 오픈

한국일보 웹사이트 개편

한국일보-YAHOO Korea 온라인..

할리웃 보울의 추억 간직하세요.

뉴스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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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Zip Code

8 18 27 29 39  23

11월 15일 당첨금 : $1500 만

10 15 22 52 53  12

11월 18일 당첨금 : $7300 만

안내 광고  

구인/구직 학생모집

렌트/리스/하숙 사업체매매

부동산 전문업체

중고차

열린마당 

kbs아침마당에서 추천하는 누구나할수..

My Lady 가슴도 크군요.

여유 86

My Lady의 사진 (눈이 엄청 크..

혹 이분을 아세요?

구인구직 

소자본 재택창업 / 인터넷 사업 / ..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광고 띄우는 일..

영어 배우실 분 - K-Town & ..

kbs아침마당에서 추천하는 누구나 할..

Part-Time Probate In..

Garage Sale 

새침대 Sale !

제주도 팬션 하우스 급매( 협재해수욕..

제주 관광 호텔 급매

국제관광휴양도시 제주도

cpr

홍보마당 

♣ 추천.. 한국드라마,영화 쇼프로 ..

크레딧교정, 융자

회사설립, 세금, 상표, e-2, 특..

패밀리케어 건강플랜 한달 온가족 ($..

★미국룸싸롱,바,유흥업소,알바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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