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IMMEDIATE RELEASE

WebBeds Asia Pacific 의 Travel Aggregator 런칭
– 새롭게 선보이는 B2B E-매거진으로 아시아 여행업계를 연결하다

•

가장 최신의 소식과, 혜택 및 파트너사의정보를 여행사에 전달하는 월간 뉴스레터

•

웹베즈 전문인력이 직접 만들어내어 여행업계 파트너에게 제공

•

스위스정부관광청의 여름시즌 여행경험에 초점을 맞춘 창간호 에디션

(Singapore, 16th April 2018): WebBeds Asia Pacific(웹베즈
아시아퍼시픽)은 WebBeds 글로벌 산하로서, 지역내 B2B
여행유통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 여행산업에 가장
최신의 소식과, 혜택 및 파트너사의 정보를 여행사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월간 뉴스레터를 새롭게 런칭하였다.
“Travel Aggregator”라는 타이틀을 갖고서, 눈길을 사로잡는 이
e-매거진은 웹베즈 아시아퍼시픽 내의 여행전문인력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매월, 아시아퍼시픽 전역에 걸친 여행업계 고객
파트너사에게 이메일로 배포될 예정이다.
각 호는 웹베즈 아시아퍼시픽 및 웹베즈의 여행 파트너사에
대한 최신 뉴스; FIT Rewards 여행사 로열티 프로그램의
진행프로모션; 인기 호텔에 대한 프로모션, 이벤트, 호텔내 뉴스정보 및 여행지 정보를 포함한 가장
핫한 토픽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여행업계의 공급업체(서플라이어)와 판매업체(셀러, 여행사)를 연결하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 냄과
동시에, 웹베즈가 여행업계 선두 B2B 파트너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와 맥락을 같이한다.
“Travel Aggregator 의 가장 첫번째 에디션(호)를 런칭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발행을 통해,
저희는 여행업계 파트너사와 함께 웹베즈 아시아퍼시픽의 가장 새로운 동향, 그리고 저희
파트너사들(호텔)로부터의 단독 특전 및 혜택까지 항상 업데이트 되실 수 있도록 하나로 잘 전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웹베즈 아시아퍼시픽의 CEO 인 Daryl Lee(대럴 리)는 밝혔다.
“웹베즈에서, 저희의 미션은 여행업계의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본 e 매거진은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FIT Rewards 멤버들을 위한 포인트제공 기회를 포함한, B2B 컨텐츠를 제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Travel Aggregator 는 여행업계내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공급업체(서플라이어)가

여행사와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행업계에서 반드시 읽어야할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달에 런칭된 Travel Aggregator 의 첫번째 호는 스위스정부관광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름
시즌 스위스의 매력과 즐길거리를 집중적으로 전 아시아 전역에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FIT Points 와
추가 리워드 혜택(스위스로의 팸트립 기회제공등을 포함)과 함께 스위스 여행경험으로부터 아시아
여행산업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고 있다.
본 12 페이지 분량의 e 매거진은 더블 FIT Points 를 여행사 고객분들께 제공드리는 발리, 크로아티아,
싱가폴의 파트너 호텔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를 갖고 있으며, 웹베즈의 신선하고도 놀라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뉴스도 포함하고 있다.
호텔, 트랜스퍼업체, 정부관광청, 그리고 여행 공급업체 모두에게 있어, 본 Travel Aggregator 는
여행업계에 직접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제공한다.
웹베즈 아시아퍼시픽은 2018 년 1 월 1 일에 FIT Ruums , JacTravel, Lots of Hotels, Sunhotels 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이름을 갖게 되었으며, 이제 아시아 10 개국의 지사를 포함한 전세계 전역에 걸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여행업계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현지파트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ravel Aggregator 이매거진의 소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혹은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이나 뉴스, 혜택이
있으신 경우에는 Travel.Aggregator@fitruums.com 에 연락주시기 바라며, 웹베즈 아시아퍼시픽과의
마케팅 파트너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marketing@fitruums.com 를 통해 연락가능하다.
Travel Aggregator 의 첫번째 호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CLICK HERE.
###
About WebBeds
WebBeds 는 Webjet Limited 의 자회사로, Lots of Hotels, Sunhotels, JacTravel 및 FIT Ruums
브랜드를 통해 B2B 여행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전 세계 250,000 개의 호텔 객실을 API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여행사 파트너에게 판매하고 있다.
Webjet Limited(ASX: WEB)는 ASX 200 에 등록된 회사이며, 총 매출액이 19 억 달러가 넘는 디지털
여행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Webjet 는 호주와 뉴질랜드 시장에서 업계 최고인 Webjet 의 Online
Travel Agency 를 통해 B2C 부문에서도 활동하고, 차량, 전 세계 관광 버스 및 호주와 뉴질랜드의
크루즈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Online Republic 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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