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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요

회사개요 / 투어넷의 약속 / CEO 인사말(비전과 경영이념) / 브랜드 소개

02. 핵심사업역량 (3S : Size, Service, Specialization)

- Size : 연혁, 자사차량,가이드 보유, 최다 전문인력, 서울 및 하와이 지사, 

와이키키 투어 데스크 운영, 행사 내역

- Service : 다양성, 현지협력업체, 자체 웨딩 브랜드 서비스, 

자체 제작 한국어지도, 공항셔틀서비스

- Specialization : 특화된 마케팅 채널 (KTN, 커뮤니티 사이트, 블로그)

하와이 메이저 호텔 체인 및 옵션 투어 서비스제공

03. 미디어 보도 자료

방송 및 SNS 노출 자료 모음

04. 오시는 길

회사약도 / 연락처

목차



투어넷 하와이는

• 하와이의 한국인 여행업체 1위의 선도기업입니다.

• 하와이 여행상품 개발을 리드해온 홍보대사이며 상품기획의 우수업체입니다.

• MBA, 관광학, 경영학, 회계학, 컴퓨터 전공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 고객과 고객사에 안전과 행복한 여행길을 제공한다는 기본적인 경영신조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 변화하는 여행과 레저문화를 빠르게 인식하고 현명하게 서비스에 접목시키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미래를 보는 사업영역의 공통비젼을 가지고 임원진과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하는 여행업을 사랑하는 여행기업입니다.

• 대형그룹행사와 특수목적의 인센티브나 미디어 행사를 가장 많이 유치하고 성공적인 현지행사로 마무리하는 전문업체입니다. 

회사 개요

하와이 관광청 회원

Since: 2002

트래블 에이전트 네트워크 국제협회 회원

Since: 2014



투어넷의 약속

(주)투어넷 하와이는 지상 최고의 낙원인 하와이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하와이 여행문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며 그 동안에 쌓인 Know How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감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로 한 분 한 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 드리기 위해 저희 투어넷 하와이는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 규모의 성장

2. 서비스의 다양성

3. 특화된 현지 마케팅 채널

을 통해서 다른 어느 곳보다 나은 하와이 여행을 제공할 것 입니다. 

Size Service Specialization
여행의 다양성
다양한 현지 협력 업체
자체 럭셔리 웨딩 브랜드 및 서비스
자체 제작 한국어 지도

공항셔틀서비스

연혁
비즈니스 규모
최다 차량, 인력 보유
단체행사내역
서울 지사 및 하와이 본사 운영

KTN 방송 채널
커뮤니티 사이트
SNS 마케팅,
하와이 메이저 호텔 체인 서비스
하와이 메이저 옵션 투어 서비스



이념

고객만족 경영을 위한 임직원의 정기적인

CR 및 CS 교육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인 하와이 현지 파트너 업체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력과 경력을 겸비한 인력만을 대거 기용하여

고급 호텔 및 관련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협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와이 여행의 최고급 만족도를 알리는 마케팅 전략을 시작으로

성공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호텔, 리조트, 투어회사, 차량회사 등과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전문성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고객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객님들로 하여금 잊지 못할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CEO 경영비전 및 이념

비전

우리는 ‘하와이 최고의 한국인 기업’을 지향하고

고객 만족 경영을 통하여 ‘하와이 최고의 국내 선도기업’임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TNH는 투어넷 하와이의 상징입니다.

T 의 의미는 리더
N : 땅과 사람들과의 소통
H : 하와이, 휴양, 휴머니즘을 연상
Line : 하와이의 시각화 (바다, 파도, 화산, 섬)
회사의 미션 : 마켓 리더, 혁신, 소통

Beautiful Bride

브랜드 소개 및 CI

(Tournet Hawaii)

C.I. It means…   

고객의 가치 추구



Beautiful Bride

브랜드 소개 및 CI

(Labella Hawaii)

Beautiful Bride

La bella 의 의미는 아름다운 신부

C.I. It means…   

의 형상은 알로하의 손짓을 상징

의 형상은 하와이 바람에 흩날리는 신부의 베일 상징



(주)투어넷 하와이는 Size (규모) / Service (서비스) / Specialization (특화)로 이루어진 3가지 핵심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통하여 진정한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하와이 유일한 여행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Size (규모의 성장)

Service (서비스의 다양성)

여행의 다양성
협력업체
고품격 웨딩
자체 제작 한국어 지도
공항셔틀서비스

Specialized Local Marketing Channel (특화된 현지 마케팅 채널)

KTN 방송 채널
커뮤니티 사이트
SNS 마케팅
투어 브로셔
하와이 메이저 호텔 서비스
하와이 메이저 투어 서비스

20년간의 비즈니스 know-how를 바탕으로 고객관리의 최전선에서 가장 편리한 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와이 본사와 서울 지사는 하와이와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함과 동시에 최다 최신 투어차량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함으로 그동안의 대형 그

룹행사와 한국 미디어를 서포트 함으로써 하와이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전략적인 마케팅 플랜을 운영하여 하와이 현지에 특화된 마

케팅 채널을 보유함으로 하와이 최대규모의 서비스 및 광고를 이용해서 하와이에 관련된

모든 분들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와이 현지의 정보 및 뉴스를 실시간 공

유하는 나눔 커뮤니티 및 SNS를 적극 활용해서 누구나 하와이 소식을 접하고 받아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고객의 취향에 적응 하고자 투어넷 하와이는 한발 앞선 여행의 다양성을 제

공하며 다양한 현지 협력업체와의 제휴를 통해서 상품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꿈으

로만 그려졌던 하와이 웨딩을 고객들에게 한발 앞서서 제공함으로써 그 꿈을 실현 시켜 드

리고 있으며 하와이 여행에 꼭 필요한 한국어 지도를 자체 제작 함으로 편리하게 하와이

곳곳의 아름다움을 손쉽게 찾아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 연혁
최다 자사차량 및 인력 보유
투어데스크, 
서울지사 / 하와이 본사
행사내역 / 미디어 노출

핵심사업역량 (3S)



Business Size (사업 규모의 성장)

01. 회사 연혁

1994

- 현지 여행 에이젼트 설립: 한국 패키지 관광 전문

-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온라인 예약시스템 개발

- 월평균 고객유치: 150명

- 하와이 본사 연 매출 총액: $70만불

2007 

~2008

- 한국 서울지사 사무실 개설: TOURNET ENTERPRISE

- 미국 LA및 라스베가스 영업확장

- 주)라벨라 하와이 웨딩㈜ 상호 공식런칭 및 라벨라 하와이 웨딩 샾 오픈

- 비자웨이버 프로그램 이후 미디어 마켓팅, 인센티브 마켓팅 등 전략부서 설립

- 하와이 본사 연 매출총액: 약$900만불 ~$1100만불

1999
- 주)투어넷 하와이㈜ 상호 공식런칭

- 하와이 본사 연 매출 총액: $150만불
2009

- 와이키키 투어 데스크 : 힐튼, 메리엇 호텔

- 새로운 사업분야 착수 : 미디어, 웨딩, 커뮤니티종합사이트, 관광서적출간,

콘도 타임쉐어 컨설팅, 번역, 지도 브로셔 출시 등

2001
- 그룹관광을 위한 전용차량 구매

- 하와이 본사 연 매출 총액: $200만불

2010

~2011

- 하와이디씨투어 오픈/ 하와이뷰 리뉴얼

- 웹딩사업 주)라벨라하와이 런칭 labellahawaii.com 및 미디어 사이트 오픈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유투브)

- 에어라인 항공 여행사연합 프로젝트 인트라넷 개발

- 하와이 본사 연 매출 총액: 약$1100~$1200만불

2001

~2003

- 한국관광객과 일본관광객들의 이벤트 유치

- 월 평균 고객유치: 300명

- 하와이 본사 연 매출 총액: 약$ 500만불

2012

- 투어넷 하와이 본사 이전과 확장

- 라벨라 하와이 웨딩 명품 드레스 샾 리뉴얼 오픈

- 글로벌 네트워크 개발 사업 착수

-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사업 참여 / 이벤트기획팀 전문화와 마켓팅 부서 분리

- 트렌스포테이션과 에스코트 사업 분리 & 전문화

- 항공사와 연계된 기획상품 출시

- 하와이 본사 연 매출 총액: 약 $1900~$2000만불

2005 

~2006

- 본사사무실 이전

: Pacific Business News Building, Waikiki

- 월평균 고객유치: 1,100명

- 월평균 호텔사용: 1,200 – 1,300 Room/Month

- 하와이 본사 연 매출 총액: $600만불

2013

- 투어넷 마우이 지사 설립 추진

- 업계 최초 하와이 스냅 포토 관련 신규 상품 개발 및 출시

- 하와이 본사 연 매출 총액: 약 $1800~$1900만불



Business Size (사업 규모의 성장)

01. 회사 연혁

2014

- 투어넷 마우이 오픈

- 셔틀 서비스 사업 추진

- 하와이 본사 연 매출 총액: 약 $2000~$2100만불

2016~
2017

- 다낭 젠 다이아몬드 호텔 사업영역 확장

- 현지 쇼핑 셔틀 사업 영역 확장

- 투어넷 칸쿤 & 베트남 B2B 사업 영역 확장

- B2B 온라인 예약 시스템 사업 영역 확장

- 하와이 어학 연수 패키지 상품 확장

- 하와이 본사 연 매출 총액: 약 $2800만불

2015

- 투어넷 마우이 마케나 오픈

- 영어권 셔틀 서비스 사업 추진

- 온누리 투어 (HM) 아웃소싱

- 하와이 본사 연 매출 총액: 약 $2500만불

2018~현재

- 라벨라 웨딩 라운지 : 쉐라톤 프린세스 카이울라니 호텔

- 하와이 푸디 사이트 오픈

- 투어넷 칸쿤 고객유치 : 2000명



Business Size (사업 규모의 성장)

02. 년도별 평균 송출 인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송출인원

송출인원

19,500명

22,000명 22,150명 21,500명

18,000명



Business Size (사업 규모의 성장)

03. 하와이 본사 / 서울 사무소 / 라벨라

• 라벨라 하와이• 서울 사무소• 하와이 본사



Business Size (사업 규모의 성장)

04. 투어 차량 보유 (총 19대)

(주)투어넷 하와이는 고객님들께 현지여행에 기본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각종 차량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최우선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룹투어, 허니문, 그리고 VIP 기업체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신형 버스, 리무진, 25인승 미니밴을 포함한 각종의 밴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차량에 대해 엄격한 안전성시험을 거쳐 하와이주정부에서 발급하는 PUC승인을 받아 운행 중이며 항시 대기중인 차량 정비사를 보유

함으로서 긴급 상황에 대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인승 벤 1대 (시에나) / 15인승 미니버스 2대 / 15인승 벤츠 스프린터 2대 /

15인승 포드 트렌짓 7대 (2017년 신형 2대 추가) / 25인승 미니버스 4대

VIP 승용 벤츠 S550 - 흰색 1대, 검은색 1대

VIP 승용 에쿠스 - 검은색 1대



Business Size (사업 규모의 성장)

05. 전속 가이드

(주)투어넷 하와이는 고객님들께 현지여행에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최고의 투어 가이드를 배정하여 맞춤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가이드 전원 미국 시민권자

㈜투어넷 하와이 가이드 리스트

이름 출생년도 성별 (남/여) 가이드 이력 ( 근무처 / 근무기간 기재 )

1 박진 1967 남 하와이 / 21년

2 박영훈 1957 남 하와이 / 26년

3 진정훈 1972 남 하와이 / 8년

4 강수남 1955 남 하와이 / 11년

5 임창환 1977 남 하와이 / 9년

6 곽우연 1982 남 하와이 / 5년

7 류제석 1972 남 하와이 / 6년

8 성윤모 1972 남 하와이 / 7년

9 박상진 1970 남 하와이 / 9년

10 이정엽 1971 남 하와이 / 16년

11 김태균 1977 남 하와이 / 7년

12 정지성 1982 남 하와이 / 6년

13 최준용 1970 남 하와이 / 5년



06. 세분화된 업무 분야

부사장

서울 지사 하와이 본사

기획관리실 운영 사업부 여행 사업부 웨딩 사업부직판 사업부홀세일 사업부

홀세일

파견

1팀

4팀

3팀

2팀

운영팀

IT

총무/회계
관리/지원

IT/지원

세일즈/법인관리

마케팅/전략/기획

TNH 조직도

블루하와이

라벨라

경영지원부

대표이사

칸쿤

다낭

홀세일

직판

하와이본사 서울지사

31명 17명



Business Size (사업 규모의 성장)

07. 웨딩 라운지

•   쉐라톤 프린세스 카이울라니 1층 (Sheraton Princess Kaiulani) – 라벨라 와이키키 웨딩 라운지

• 웨딩 라운지에서 제공 되는 서비스

- 촬영용 드레스 (비치웨딩, 셀프웨딩, 하와이안 스타일 플로러), 아동용 턱시도, 여아용 화이트 드레스, 들러리 드레스 등 대여 서비스

- 액세서리 대여 서비스 (화관/귀걸이/헤어피스/헤드피스/헤어밴드/팔찌/비치 웨딩 슈즈 등)

- 웨딩 장식 및 촬영 소품 대여 서비스 (메시지 보드, 서핑보드, 우쿠렐레, 피크닉 세트 등)

• 웨딩 외 제공 서비스

- 한국인 직원 상주, 현지 투어 예약

- 관광지 및 레스토랑 안내 서비스

• 쉐라톤 프린세스 카이울라니 라벨라 웨딩 와이키키 라운지 (808) 931 - 4875 

쉐라톤 프린세스 카이울라니



Business Size (사업 규모의 성장)

08. 행사 내역

• 행사내역 (대형 그룹 : 100명 이상) 

2019, Apr. 아프로 그룹, 366명,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 호텔

2018, Apr. 유니시티 그룹 1,332명, 쉐라톤 와이키키 호텔

2018, Jan. 로슈 진단 코리아 200명, 쉐라톤 와이키키 호텔

2017, Nov. ING 생명 인센티브 1,100명, 와이키키 비치 메리어트 호텔

2017, Nov. 호반건설 인센티브 200명, 힐튼 가든인 호텔

2017, May. 넥스트칩 인센티브 160명, 쉐라톤 프린세스 카이울라니 호텔

2017, Mar. 호반건설 인센티브 240명, 힐튼 가든인 호텔

2016, Dec. 호반건설 인센티브 240명, 힐튼 가든인 호텔

2016, Oct. 토니모리 인센티브 430명, 쉐라톤 프린세스 카이울라니 호텔

2016, Oct. 4life 인센티브 133명,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 호텔

2016, Aug. SM엔터테이먼트 인센티브 325명, 로얄하와이안 & 쉐라톤 와이키키 호텔

2016, Apr. AIA 생명인센티브 558명, 쉐라톤 와이키키 호텔

2016, Apr. 아프로 인센티브 200명, 쉐라톤 와이키키 호텔

2016, Mar. 멜라루카인센티브 233명, 쉐라톤 와이키키 호텔

2016, Mar. AIA DM 인센티브 115명, 쉐라톤 와이키키 호텔

2015, Dec. pacificchem 인센티브 400명, 

2015, Sep. 아프로 인센티브 468명,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호텔

2015, Jun. 라이온스 인센티브 167명, 퀸카피올라니 호텔

2015, Apr. 푸르덴셜 인센티브 987명,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 호텔

2014, Dec, Pacificchem 인센티브 400명,

2014, Mar. 유니시티 인센티브 1,300명, 쉐라톤 와이키키 호텔

그룹 & 인센티브 행사GROUP INCENTIVE

투어넷 하와이는 하와이 한국 여행사 유일의
최대 규모 그룹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Business Size (사업 규모의 성장)

08. 행사 내역

• 행사내역 (대형 그룹 : 100명 이상) 

2013, Dec. 뉴스킨 코리아 인센티브 600명,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호텔

2013, Oct. 인천 과학고 하와이 답사 100명

2013, Sep. 신기사 인센티브 100명,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호텔

2013, June. 정밀학회 하와이 세미나 600명, 와이키키 리조트 & 퀸카피올라니 호텔 등 다수

2013, May. 카카오톡 인센티브 430명, 쉐라톤 와이키키 호텔

2012, Nov. 뉴스킨 인센티브 600명,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2012, Nov.  ING생명 인센티브 1700명,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2012, April.  PCA 대형그룹 하와이행사, 와이키키 비치 메리어트 호텔, 약 450명

2011, Dec.  뉴스킨 석세스 하와이 트립, 약 500명, 힐튼하와이언 빌리지 호텔

2011, Nov. 뉴스킨 2010, 약 400명 현지행사, 힐튼하와이언빌리지

그룹 & 인센티브 행사GROUP INCENTIVE



Business Size (사업 규모의 성장)

08. 행사 내역

• 행사내역 (중형 그룹 : 100명 미만) 

2019, Apr. 오픈서 베이 그룹, 41명, 하얏트 리젠시 와이키키 호텔

2019, Mar. 한글과 컴퓨터 그룹, 98명, 하얏트 리젠시 와이키키 호텔

2019, Mar. 스카이 블루 에셋 그룹, 51명, 모아나 서프라이더 호텔

2018, Nov & Dec. 광주 방송국 그룹, 79명, 쉐라톤 프린세스 카이올라니 호텔

2018, Nov. 한국치과경영정보협의회 그룹, 42명, 터틀베이 호텔 & 와이키키 비치 메리어트 호텔

2018, Nov. 호반건설 그룹, 43명, 쉐라톤 프린세스 카이올라니 호텔

2018, May. 아프로 우수사원 그룹, 42명,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 호텔

2018, Mar. 코웨이 80명, 쉐라톤 프린세스 카이울라니 호텔

2018, Mar. 코웨이 그룹 인센티브 77명, 쉐라톤 프린세스 카이올라니 호텔

2017, Nov. 디오임플란트 인센티브 60명, 와이키키 비치 메리어트 호텔

2017, Oct. 뉴스킨 인센티브 65명, 퀸카피올라니 호텔

2017, Sep. SK 에너지 인센티브 93명, 리츠칼튼 카팔루아 & 포시즌 코올리나 호텔

2017, Jan. 서플러스 글로벌 인센티브 44명, 쉐라톤 호텔

2016, Nov. 교보생명 인센티브 43명, 하얏트 리젠시 호텔

2016, Oct. 롯데카드 인센티브 45명, 하얏트 리젠시 호텔

2016, Jul. 국민은행 인센티브 46명, 쉐라톤 호텔

2016, Jul. 메디웰에코 인센티브 42명, 파크쇼어 호텔

2016, Jul. 아모레 퍼시픽 인센티브 46명, 쉐라톤 와이키키 호텔

2016, Jun. 메리츠 화재 인센티브 88명, 쉐라톤 와이키키 호텔

2016, Feb. 한국타이어 인센티브 77명, 모아나 서프 호텔

2016, Jan. 자광건설 인센티브 52명, 쉐라톤 와이키키 호텔

그룹 & 인센티브 행사GROUP INCENTIVE



Business Size (사업 규모의 성장)

08. 행사 내역 그룹 & 인센티브 행사GROUP INCENTIVE

• 행사내역 (중형 그룹 : 100명 미만)

2015, Nov & Dec. 신한금융투자 인센티브 59명,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호텔

2015, Nov, LG하우시스 인센티브 47명, 더블트리 호텔

2015, Oct. 큐사이언스 인센티브 83명, 와이키키 비치 메리어트 호텔

2015, Sep. 튼튼영어 인센티브 60명, 아쿠아 알로하서프 호텔

2015, Apr. LG 유플러스 인센티브 80명, 메리어트 와이키키 호텔

2014, Sep. GS리테일 인센티브 87명, 메리어트 &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호텔

2014, Jul. 동부생명 인센티브 48명,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호텔

2014, Apr. SS Auto 인센티브 63명,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

2014, Apr. GM Korea 인센티브 70명, 웨스틴모아나 서프라이더 호텔

2014, Mar. 교보생명 인센티브 93명,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호텔

2014, Mar. 코리아나화장품 인센티브 40명, 와이키키 비치 메리어트 호텔

2014, Mar. 삼화모터스 인센티브 56명,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호텔

2013, Oct. 삼성 생명 하와이 행사 88명

2013, July. 화천기계 인센티브 60명, 하얏트 리젠시 와이키키 호텔

2012, Feb.  금강도기 대리점주 초청행사, 70명 그룹, 와이키키 비치 메리어트 호텔

2011, Sept. 국민마스터그룹 하와이 행사 80명

2011, June  KCC 농구단, 60명 단체,  모던 호놀룰루(구:에디션와이키키)

2011, March  AIA 생명, 85명 그룹, 쉐라톤 와이키키



Business Size (사업 규모의 성장)

08. 행사 내역 그룹 & 인센티브 행사GROUP INCENTIVE

• 행사내역 (소형 그룹 : 40명 미만)

2019, Mar. 한국 교직원 공제회,21명, 쉐라톤 마우이 & 코나 & 와이키키

2019, Jan. 한국 금융법 학회 그룹, 23명, 하얏트 플레이스

2018, May. LG전자 그룹 36명,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

2018, Mar. 호반건설 40명, 힐튼 가든인 와이키키

2018, Jan. 씽크론 그룹 인센티브 39명

2018, Jan. 신한카드 그룹 인센티브 33명

2017, Oct. 부산 뉴스킨 인센티브 19명, 애스톤 와이키키 비치 호텔

2017, Jun. 새마을금고 인센티브 39명, 애스톤 와이키키 비치 호텔

2017, May. 흥국생명 인센티브 26명, 하얏트 리젠시 호텔

2016, Nov. 대유대리점 사장단 인센티브 35명, 와이키키 비치 메리어트 호텔

2016, Jan. 건설협회 인센티브 32명, 쉐라톤 와이키키 호텔

2016, Jan. 아모레 퍼시픽 인센티브 25명, 쉐라톤 와이키키 호텔

2014, Oct. 웅진코웨이 인센티브 28명,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호텔

2014, June. 머니라이프 인센티브 39명,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

2014, June. 알리안츠 인센티브 39명, 하얏트 리젠시 와이키키 호텔

2014, Mar. 아스콘 회장단 VIP행사 25명, 트럼프 호텔

2012, Feb. 골프다이제스트 인센티브 30명, 라나이 포시즌 & 코나 힐튼와이콜로아

2011, Jan  홀랜드 크루즈팀, 25명 인센티브, NIC 크루즈



Service (서비스의 다양성)

01. 여행의 다양성 보유 (투어넷 상품)

• 하와이 패키지 (스케치팩 / 베이직팩 / 밸류팩 / 스케치디자인팩 / 패밀리스냅팩 / 젊은우리스케치1 / 젊은우리스케치2 / 테마일정)

• 하와이 허니문 (알로하팩 / 스페셜팩 / 디럭스팩 / 디자인팩 / 하퍼밸류팩 & 파라다이스)

• 호텔 온니 (오아후, 마우이, 빅아일랜드, 카우아이, 라나이)

•   항공권 예약 (대한항공, 아시아나, 하와이안 항공)

•   토탈 웨딩서비스 (비치 & 채플 & 교회 &호텔 웨딩 파파라치 포토, 리마인드 웨딩, 포토웨딩, 웨딩 리셉션, 웨딩 겔러리, 하객용 상품)              

•   장기 콘도 렌탈 (오아후, 마우이, 빅아일랜드, 카우아이, 라나이)

•   골프 관광 (터틀베이, 코올리나, 카폴레이, 와이켈레, 에바비치, 코랄크릭, 하와이프린스 등 다수)

•   이웃섬 관광 (마우이, 빅아일랜드, 카우아이)

• 한국 최초 빅아일랜드 화산 국립공원 & 마우나케아 투어 포함 빅아일랜드 그랜드투어, 마우나케아 선셋&스타게이징 투어

•   선택관광 (해양스포츠 , 크루즈, 디너쇼, 루아우 쇼, 헬기, 글라이더, 민속촌, 해양 파크 등 다수)

•   렌터카 렌탈 (달러, 허츠, 알라모, 엔터프라이즈 등)

•   레스토랑 (한식, 중식, 양식, 일식)

•   그룹행사 (컨벤션 & 세미나)

•   어학연수 (ICC)

•   VVIP 행사

호텔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 (주)투어넷 하와이 본사는 하와이의 중심부인 와이키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보다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을 제공하고자 고객 중심의 여행상품과 고객편의의

정확하고 실속 있는 시스템으로 (주)투어넷 하와이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핵심적으로 제공합니다.



Service (서비스의 다양성)

02. 현지 옵션 투어 협력 업체

• 호텔 : 오아후, 마우이, 빅아일랜드, 카우아이, 라나이 대표 호텔들

• 옵션 : 해양스포츠 , 골프, 크루즈, 디너쇼, 루아우 쇼, 헬기투어, 글라이더 투어, 폴리네시안 민속촌, 해양 공원, 등 다수

• 그룹 트랜스포테이션 : 폴리네시안 어드벤처 투어, 로버츠 하와이, 로얄 스타, TP, 터치 다운 등

• 렌터카 : 달러, 허츠, 알라모, 엔터프라이즈

•   레스토랑 :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등 다수 (직접 계약 메뉴 제공 및 쿠폰카드 제공)

•   항공 : 하와이안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어학원 : ICC

하와이 특화 선택관광

(주)투어넷 하와이는 하와이에서만의 느끼실 수 있는 하와이 특별선택관광을 전문 에이전트들과 특별계약을 통해 고객님들께

저희 회사가 확보한 예약시스템을 통해 기다림 없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Service (서비스의 다양성)

03. 현지 호텔 협력 업체

(주)투어넷 하와이는 안정적인 호텔객실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하와이의 호텔 및 리조트들과 직접 계약하여 하와이 내 최다 호텔 컨트랙을

가지고 있는 등록법인 제휴사입니다. 최대규모로 고객님들께 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여행대행업체 또는

호텔 온라인 예약 보다 더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새로운 여행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서비스로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아쿠아호텔 체인 Aqua Aloha Surf / Aqua Bamboo / Aqua Essence / Aqua Kuhio Village / Aqua Marina / Aqua Palms 

Aqua continental / Aqua Waikiki Wave / Queen Kapiolani / Wailea Maui / Hilo Naniloa / Ilikai / Lotus / Lanai / Luana Waikiki

애스톤 체인 Aston Waikiki Sunset, Aston Waikiki Banyan, Aston Kaanapali Shore , Hotel Renew  등 기타 전 애스톤 계열

메리어트 호텔 체인 Waikiki Beach Marriott Resort / Wailea Beach Marriott Resort / Ritz Carlton Residences Wakiki Beach / Ritz Carlton Kapalua / Waikoloa Beach Marriott Resort

Kauai Marriott Resort & Beach Club / Royal Hawaiian / Moana Surfrider Westin Resort / Sheraton Waikiki / Sheraton Maui /  Sheraton Princess Kaiulani

하이게이트 체인 Alohilani Resort Waikiki Beach / Ambassador Hotel Waikiki / Aston Waikiki Beach / Park Shore Hotel, / Hilton Garden Inn Waikiki Beach / Pearl Hotel Waikiki

아웃리거 & 오하나 호텔 체인 Embassy Suite Waikiki / Outrigger Waikiki on the Beach / Outrigger Regency on Beach & 15 Other Outrigger Hotels 

Ohana Islander Waikiki / Ohana Waikiki West & 5 Other Ohana Hotels in Hawaii

프린스 호텔 체인 Prince Hotel Waikiki / Hapuna Beach Prince / Mauna Kea Beach 

힐튼호텔 체인 Hilton Waikoloa Village / Grand Wailea / Hilton Hawaiian Village / Hilton Doubletree Alana / Hilton Waikiki Beach

페어몬트 호텔 체인 Fairmont Orchid / Fairmont Kealani

하얏트호텔 체인 Hyatt Place / Hyatt Regency Waikiki / Hyatt Regency Maui / Grand Hyatt Kauai / Andaz Maui at Wailea 

하와이언 호텔 체인 Royal Kona Hotel / Royal Lahaina Hotel 

트럼프 호텔 Trump International Hotel Waikiki Beach Walk

할레쿨라니 호텔 Halekulani Hotel 

카할라 리조트 Kahala Resort 

더 모던 호놀룰루 The Modern Honolulu 

와이키키 리조트 Waikiki Resort

더 레이로우 오토그래프 컬렉션 The Laylow Autograph Collection

Brand 
Hotel

Hotel 
Chain



Service (서비스의 다양성)

04. 하와이웨딩 & 하와이스냅 전문 기업 “라벨라 하와이”

청정한 하늘과 알로하의 미소가 담긴 하와이
이국적인 하와이의 풍광과 블루 코발트의 바다 전경이 함께하는 로맨틱한 하와이 웨딩 과 하와이 스냅촬영
순백의 웨딩드레스와 하쿠레이 화관으로 장식한 사랑스럽고 행복한 하와이의 신부의 모습들,  하와이웨딩
하와이로 허니문, 가족여행, 우정여행 등등 다양한 여행의 목적을 가진 여행객의 행복한 순간들, 하와이스냅

무비자 전자여권의 등장으로 쉬워진 입국절차와 다양해진 항공사의 항공노선으로 인해 절감된 경비
이 모든 요소들이 하와이 웨딩& 하와이 스냅 뉴 트렌드로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예약, 진행, 웨딩&촬영 당일 연출까지 한 번에 진행 가능한 해외웨딩 & 해외스냅 대표 기업 라벨라 하와이
미국, 하와이의 유일한 한국인 경영의 토탈 웨딩 전문기업
하와이 현지 여행서비스업 뿐 아니라 웨딩과 촬영에 필요한 퍼미션과 보험을 완벽하게 겸비한 합법적인 한인 기업
15년이 넘는 전문적인 웨딩&이벤트 비즈니스 경험과 하와이 현지의 웨딩 산업의 리딩 기업으로, 
하와이 현지 우수한 인력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겸비한 웨딩 전문 기업 입니다. 

웨딩상품

- 비치 & 오션 프론트 웨딩, 채플 & 교회 웨딩, 리조트 & 호텔 웨딩 (오아후, 마우이, 빅아일랜드), 프라이빗 하우스 웨딩

- 파파라치 포토, 리마인드 웨딩, 포토웨딩, 웨딩 리셉션, 웨딩 겔러리, 하객용 상품



Service (서비스의 다양성)

05. 자체 제작 오아후 한국어 지도

하와이 현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하와이 지도 안에 여행사로서는 유일하게 투어넷의

고품격 서비스와 독창적인 관광아이디어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 와이키키 주변 11개의 도로 가판대에 비치, 호놀룰루 공항, 호텔, 레스토랑, 투어데스크, 서울 협력사들



Service (서비스의 다양성)

06. 자체 제작 푸디 레스토랑 카드

* 하와이 현지 레스토랑 할인 및 음료 또는 디저트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푸디 레스토랑 카드 제공

- 협력 레스토랑

한식 – 서울정, 초이스가든, 서울가든, 강남, 서라벌, 동백뷔페

일식 – 다나카 오브 도쿄, 모리모토 아시아 와이키키, 

아메리칸 – 트로픽스 바 & 그릴, 아이홉, 크래킹 키친, 윌로우스 레스토랑

퓨전 이탈리안 – 일루피노, 빌스 시드니, 로마노 마카로니 그릴, 부바검프

일반 퓨전 – 아틀란티스 씨푸드 & 스테이크, 랍스터킹

고급 양식 – 하이스 스테이크 하우스, 스트립 스테이크, 루스 크리스 스테이크 하우스, 시그니쳐 스테이크 하우스

호텔식 – 피카케 테라스, 카이마켓, 쿠히오 비치 그릴, 100 세일즈, 모리모토, 하얏트 더 뷔페

기타 – 울프강 퍽 익스프레스, 쉐프 차이, 티알 파이어 그릴, 노이타이, 헤링본



Specialized Local Marketing Channel (특화된 현지 마케팅 채널)

01. 한국어 트래블 채널의 활성화 KTN(Korea Travel Network)

2012년 8월 1일부로 시작된 KTN은 증가하는 한국인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와이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로 각 호텔에

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투어넷 하와이는 KTN에 투어넷 방송 시간 타임을 별도로 구매함으로 KTN방송을 시청하는 103개의 하와이 호텔 총

38,593개의 룸에서 투어넷 관련 뉴스를 시청 가능합니다. 

- 투어넷 방송은 매시간 10분으로 진행 (옵션관광 상품 및 회사 서비스 소개)



Specialized Local Marketing Channel (특화된 현지 마케팅 채널)

02. 다수의 커뮤니티 사이트 (정보 전달 및 홍보 채널 활용)

다양한 커뮤니티 사이트(트위터, 페이스북, 카페, 블로그) 통하여 각종 여행정보, 현지생활 정보 등 하와이에 대한 방대한 자료와 생생한 정보를

수록하고 하와이에 관련된 커뮤니티에 큰 공헌을 하며 하와이를 알리는 지름길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ebsites and Promotion Channels

Tournet Hawaii (Korean) http://tnhawaii.com/ Facebook (Labella)
https://www.facebook.com/labell
ahawaii/

Tournet Hawaii (English) http://tournet-hawaii.com/ Facebook (Blue Hawaii)
https://www.facebook.com/blueh
awaiitravel/

Blue Hawaii http://bluehawaii.co.kr/ You Tube (Labella)
http://www.youtube.com/user/la
bella5115/

Labella Hawaii (Wedding) http://labellahawaii.com/ You Tube (Tournet Hawaii)
http://www.youtube.com/user/tour
nethawaii/

Labella Gallery (Wedding)
http://labellagallery.com/gallery/ind
ex.php

Labella Café (Naver Cafe)
http://cafe.naver.com/weddingha
waii/

Hawaii Foody http://www.hawaiifoody.com/ Hawaii Foody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haw
aiifoody

Hawaii Snap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hawaiis
nap/

Hawaii Snap (Naver Cafe) http://cafe.naver.com/hawaiisnap

Tournet Hawaii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 Labella Wedding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label
lawedding/

Blue Hawaii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hawaii_
kr/

Labella Blog (Naver Blog) http://blog.naver.com/labellahi/

Hawaii Snap (Wedding) http://hawaiisnap.com/ Blue Hawaii (Naver Blog)
http://blog.naver.com/ibluehawai

i

Facebook (Tournet Hawaii)
https://www.facebook.com/TOURN
EThi

You Tube (Hawaii Foody)
https://www.youtube.com/chann
el/UCT7EIUt81C85vbKwC8kmw4
Q

http://tnhawaii.com/
https://www.facebook.com/labellahawaii/
http://tournet-hawaii.com/
https://www.facebook.com/bluehawaiitravel/
http://bluehawaii.co.kr/
http://www.youtube.com/user/labella5115/
http://labellahawaii.com/
http://www.youtube.com/user/tournethawaii/
http://labellagallery.com/gallery/index.php
http://cafe.naver.com/weddinghawaii/
http://www.hawaiifoody.com/
https://www.instagram.com/hawaiifoody
https://www.instagram.com/hawaiisnap/
http://cafe.naver.com/hawaiisnap
https://www.instagram.com/
https://www.instagram.com/labellawedding/
https://www.instagram.com/hawaii_kr/
http://blog.naver.com/labellahi/
http://hawaiisnap.com/
http://blog.naver.com/ibluehawaii
https://www.facebook.com/TOURNEThi
https://www.youtube.com/channel/UCT7EIUt81C85vbKwC8kmw4Q


미디어 보도자료

투어넷 하와이 및 라벨라 웨딩

하와이 방송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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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보도 자료
2018년 6월 네이버 브이라이브 - 방탄소년단 BON VOYAGE 2 현지 코디네이팅

2018년 3월 YG 웹예능 아이콘(IKON) 심쿵 청춘여행 촬영 현지 코디네이팅

2018년 2월 네이버 웨딩 섹션 메인 소개: 데스티네이션 웨딩 하와이 탑 5 베뉴

2017년 12월 네이버 웨딩 섹션 메인 소개: 스몰 웨딩 하와이

2017년 11월 개그맨 김원효 & 심진화 하와이 스냅

2017년 9월 TVN 수업을 바꿔라 프로그램 하와이 촬영코디네이팅

2017년 8월 1일 – JTBC 뭉쳐야뜬다 하와이편 “스몰웨딩” 방영

2017년 8월 웨딩 21 잡지 – 하와이웨딩 베스트 브랜드 기사

2017년 6월 와이키키 비치 메리어트 호텔- 광고 스타일링 진행

2017년 5월 SM TOWN 그룹 하와이 행사 – 이벤트 코디네이팅

2017년 4월 마이웨딩 잡지 - 하와이 스몰웨딩&하와이스냅 기사

2017년 4월 더스타 매거진 - 라벨라하와이 기사

2017년 4월 방탄소년단 – 하와이 영상제작 현지 코디네이팅

2017년 4월 바다 매거진 화보촬영 현지 코디네이팅

2017년 3월 YG- 젝스키스 현지 행사 코디네이팅

2017년 2월 탤런트 권오중님 가족 하와이 리마인드 웨딩스냅 진행

2017년 2월 배우 김효진 화보촬영 현지 코디네이팅

2016년 12월 래퍼 허클베리피 & 나아람 커플 하와이웨딩촬영

2016년 12월 KBS 기상 캐스터 장주희 아나운서 하와이웨딩 촬영

2016년 11월 하와이웨딩 베뉴 – 한국 마켓 총판 독점 계약 체결

2016년 11월 BDKR 그룹 연회 이벤트 연출 진행(100명)

2016년 10월 웨딩 21 매거진 – 하와이 야외웨딩 기사

2016년 9월 MBC 뮤직 어느멋진날 BAP 화보촬영 코디네이팅

2016년 9월 노컷뉴스 트레블 – 하와이스냅 기사

2016년 8월 Olive TV 원나잇 푸드트립 촬영협조

2016년 8월 겟잇뷰티 하이와편 (온스타일) 촬영 지원

2016년 8월 더스타 매거진 – 이준기 화보촬영 현지 코디네이팅

2016년 8월 더 트래블러 - 손담비 마우이 화보촬영 (하와이관광청)

2016년 7월 인스타일 매거진 – 김무열&윤승아 촬영 기사

2016년 6월 하나투어 박람회 참가 – 일산 킨텍스

2016년 5월 하나투어 트레블러 “스몰웨딩” 기사

2016년 6월 하나투어 트레블러 “스몰웨딩” 기사

2015년 부산 MBC 만국유람기- 하와이웨딩촬영 협조

2015년 10월 조정연아나운서 하와이웨딩촬영

2015년 4월 엄주원&김난영아나운서하와이스냅 촬영

2015년 1월 마이웨딩 잡지 – 이색적인 리조트 웨딩 기사

2014년 1월 웨딩 21 잡지 – 마우이 리조트 웨딩 기사

인조이 하와이 책 – 하와이 웨딩 & 촬영 소개

2013년 12월 개그맨 김재우 커플 파파라치 로케이션 촬영

2013년 4월 무한도전 하와이 촬영 협조

2013년 1월 우리결혼했어요(우결) 촬영 지원(라벨라하와이)

2012년 10월 개그맨 김기욱씨 파파라치 화보촬영

2012년 3월 싱글즈3월호 연애인 신하균 하와이 화보촬영

2011년 6월 정준호&이하정 리츠칼튼 웨딩화보

2011년 넥슨히어로즈 박병호 선수 웨딩화보

2011년 8월 vj특공대 tv 방송 라벨라 하와이 웨딩

2011년 7월 tvN E News

2011년 6월 wedding 21 잡지

2011년 6월 인스타일 웨딩 카할라웨딩 진행

2011년 5월 마이웨딩 잡지

2010년 1월 결혼박람회 잡지

2010년 1월 결혼 박람회 참가 - 하와이 소재 Blaisdell Center

2009년 8월 하나투어 트레블러

2009년 1월,7월 결혼 박람회 잡지

2009년 1월 7월 결혼 발감회 참가 Blaisdell Center

2008년 1월 7월 결혼박람회 잡지

2008년 10월 카할라 호텔 웨딩 쇼케이스

2008년 하와이언 텔레콤 전화번호 책

2008년 파라다이스 전화번호 책

2008년 1월 ~3월 하와이 지역방송 KHON TV 광고

2008년 7월 ~ 현재 카할라 호텔에 웨딩드레스 전시중

2007년 6월 하와이 지역방송 KHON  웨딩쑈 "Life Time of Love" 출연



PRESS

THE Wedding March April 
2009년 촬영협조 기사
박진희 화보 촬영

하나투어 트레블러 2009년 8월호
하얏트 리젠시 와이키키, 힐튼 와이콜로아 빌리지
김민선 화보촬영

Magazine News



PRESS

인스타일 매거진 2011년 2월호
카할라 리조트와 함께한 하와이 웨딩포토
이수경 하와이 웨딩 화보

Magazine News



PRESS

2010년 마이웨딩 2월호

리조트 웨딩 촬영
2010년 웨딩21

비치 웨딩 &허니문 상품소개
2011년 인스타일 8월호

파라디이스코브 채플 사진

Magazine News



PRESS

2009년 12월 마우이 웨딩 화보촬영 웨딩21 배우 윤정희2010년도 8월 라스베가스 미스코리아 김주리

Magazine News



PRESS Labella Hawaii Wedding

2011년도 웨딩21 6월호

정준호&이하정 커플 프라이빗 비치 웨딩

라벨라 하와이 웨딩 디렉팅 :
리츠칼튼 카팔루아리조트, 하와이마우이섬 2011년 모아나 서퍼라이더호텔에서 촬영

박병호&이지윤 허니문
프로야구 선수 (넥슨히어로 )

Magazine News



PRESS

2012년도 싱글즈 3월호

신하균 하와이 화보촬영

하와이 허니문 파파라치 포토

개그맨김기욱

Magazine News

빅아일랜드 페어몬트 오키드 웨딩 화보

개그맨 김재우



PRESS

Magazine News
2014년 웨딩21

리조트 웨딩 &허니문 상품소개



PRESS

Magazine News
2014년 웨딩21

허니문 스냅촬영 소개



PRESS

2014년 인조이 하와이 하와이 여행안내 책자 – 라벨라 웨딩 & 하와이스냅편

2014년 ”인조이 하와이”

Magazine News



PRESS

2016년 5월 하나투어 트레블러 – 하와이 스몰웨딩

2016년 ”하나투어 트레블러”

Magazine News



PRESS

2016년 6월 하나투어 트레블러 – 하와이 스몰웨딩

2016년 ”하나투어 트레블러”

Magazine News



PRESS

2016년 김무열&윤승아 마우이 화보촬영 (하와이관광청)

2016년 “인스타일 7월호”

Magazine News



PRESS

2016년 더 트레블러 – Maui Singles Holiday 하와이스냅

2016년 “더 트레블러 8월호”

Magazine News



PRESS

2016년 Wedding21 – 야외웨딩 카네오해 웨딩

2016년 “Wedding21 10월호”

Magazine News



PRESS

2016년 더스타매거진(이준기 화보) – 라벨라 하와이 웨딩

2016년 “더스타 매거진 8월호”

Magazine News



PRESS

2017년 마이웨딩 – 하와이 웨딩

2017년 “마이웨딩 4월호”

Magazine News



PRESS

2017년 더스타 매거진 – 하와이 웨딩

2017년 “더스타 4월호”

Magazine News



PRESS

2017년 Wedding21 – 데스티네이션 웨딩

2017년 “Wedding21 8월호”

Magazine News



PRESS Labella Hawaii Wedding

December  2017 Naver Main  “Small Wedding” 

Internet News

Fedruary 2018 Naver Main  “Destination Wedding” 



PRESS

2011년 8월19일 방송

TV Program

VJ특공대 방송

연간 관광수입 약 11조 원! 한 해 7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하와이는

지금 “ 지상 최대 관광대국”이다. 총 8개의 섬으로 이뤄진 하와이

그중 최근 떠오르는 신흥관광지인 섬, 빅아일랜드는 100여 개의 최고급 리조트

들로 세계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8만여평 모노레일과 보트를 탑승해야만

모두 둘러 볼 수 있는 리조트에는, 100% 천연 해변을 재현한 백사장부터 돌고

래 풀장까지 갖춰 있고 연간 5만여 쌍의 신혼부부들이 찾는

와이키키 해변에, 배우 이영애의 비밀 견혼식이 치러

진 웨딩 비치가 뜨고 있다는데…70억 세계인들이 반

한 관광 대국! 하와이를 VJ 카메라가 찾아간다.

(출처: VJ특공대 프로그램 내에서)

<하와이 영상 속의 주인공들>

Labella Hawaii Team 라벨라 하와이팀

Kahala Resort 카할라 리조트

Hilton Hawaiian Village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

.



PRESS

2011년 7월14일 방송(TVN E new 1198회)

TV Program

TVN E 뉴스 방송

하와이 셀러브레티들의 허니문과 하와이웨딩

스타가 머물렀던 호텔과 관광지 소개

하와이웨딩 장소와 웨딩 산업에 대한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업체>

Labella Hawaii Team 라벨라 하와이팀

Kahala Resort 카할라 리조트

Royal Hawaiian Resort 로얄 하와이언 리조트

Grand Wailea Resort 그랜드 와일레아 리조트

Ritz Carlton Kapalua Resort  리츠칼튼 카팔루아 리조트



PRESS

TV Program

KBS 2TV 금요일밤 11시(2011년 7월)

KBS 휴먼 서바이벌 도전자
라벨라 (투어넷) 하와이 웨딩 협찬 SBS 월화드라마 2010년 12월 아이리스 후속작인 아테나 전쟁의 여신

SBS 아테나 : 전쟁의 여신
라벨라 하와이 웨딩 협찬



PRESS

하와이 허니문편 149회 방송 1탄/2탄

MBC 우리 결혼했어요
라벨라 하와이 웨딩 협찬

TV Program



PRESS

TV Program

무한도전 하와이편 2013년 4월

MBC 무한도전
라벨라 하와이 웨딩 협찬



PRESS

TV Program

생생정보통 플러스 하와이편 2014년 3월

KBS2 생생정보통 플러스

라벨라 하와이 웨딩 진행



PRESS

TV Program

겟잇뷰티 하와이편 2016년 8월

On style Get it Beauty
라벨라 하와이 웨딩 현지 코디



PRESS

TV Program

뭉쳐야뜬다 하와이편 2017년 6월

JTBC 뭉쳐야뜬다
라벨라 하와이 웨딩 진행



PRESS

TV Program

네이버 브이라이브
방탄소년단 BON VOYAGE 2 (8편)

2018.06.27 ~ 방송

현지 코디네이팅 진행



PRESS

TV Program

olleh kt, YG 제작 웹예능
아이콘 심쿵 청춘여행 (10부작)
2018.07.04 ~ 방송

현지 코디네이팅 진행



오시는 길

서울 사무소

서울시 중구 무교로 16 체육회관 402호

Phone: (02) 318-1117, Fax: (02) 734-3117

하와이 본사

1888 Kalakaua Ave. #C109, Honolulu, Hawaii 96815 

Phone: 1-(808)922-1122, Fax: 1-(808)9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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