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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진 브랜드 'DL 1961' 한인업체가 한국 판권 획득[뉴욕 중앙

일보] 

글로벌 마케팅 전문 웨비오

기사입력: 10.04.10 16:50

뉴욕에 본사를 둔 한인 글로벌 마케팅업체 웨비오가 프리미엄 진 브랜드인 ‘DL1961’의 한국 독

점 판매권을 획득했다. 

 

웨비오는 최근 SK텔레콤 오픈마켓인 쇼핑몰 11번가(www.11st.co.kr)에 이 제품을 런칭했다고 

4일 밝혔다. 

 

DL1961은 신소재 원단 전문업체인 라이크라(Lycra)의 패션 브랜드로 500여 가지 고급 프리미

엄 진을 판매한다.  

 

이승원 웨비오 사장은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통해 한국기업의 미국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웨비오는 11번가에 이어 한국 유명 백화점과 명품숍에 이 제품을 공급하고 서울 강남에 직영 매

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웨비오는 지난 3월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 사업 수행자로 선정돼 한국기

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현재 로만손의 자회사인 J에스티나의 김연아 목걸이 브랜드 

사업, 바른손의 미국 진출 사업, 인천상공회의소 산하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브랜드 사업 등을 

대행하고 있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 

 

웨비오사가 한국 판권을 획득한 프리미엄 진 브랜드 'DL1961' 

한지민, 가슴 단속하려다 아찔한 가슴골 노출 

"고조할아버지가 광부인 평민" 왕자비 신분 시끌 

한국에 본사 둔 의류 부자재회사 인재채용 

영주권 떨어진 곳 테잎 붙힌게 잘못입니까?

 

"생계 어려워···" 캐나다 이민자의 꿈 사라져 간다 

"동갑인데 생체나이 30세 차이" 노화 막는 비결 

‘야차’ 전혜빈 뒤태 노출에 숨겨진(?) 비밀 

한국 사람 키, 얼마나 커질 수 있나?

New York 주간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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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장사도 안되는데 마

구잡이 티켓" 

"회원 자격 박탈 무효" 임극 전 회장 입장 발표

1000시간 이상 봉사…한인 4명, 대통령상 ...

'드림 법안' 상원 문턱서 또 좌절

"한국어 AP과목 채택 힘 모으자"

유학생 희소식 !!

무역회사 직원모집(약간경력)

편집부 파트타임 

편집부 파트타임 사원 모집

편집부 파트타임 사원모집

편집부 사원 모집

변호사 사무실에서 파트타임 Paralegal을 구...

식당 

미용실

치과 

 

학원 

택배 

택시 

 

렌트카

부동산

변호사

 

여행사

한의원

회계사

빅브라더월드(비디오게임도매)

김원태 건축설계 사무소

구주원꽃들

김창수공인회계사

남수은이민법률사무소

박동규변호사법률사무소

나오미스킨케어

강숙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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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 감정표현:           

2010 지상 최고의 미인

 

사라진 쇼걸

 

캐논 EOS 10D $499

 

Shoes 최대 70% 할인

 

한인타운 콘도 숏세일!

 

이창동이 부른 노래 '시' 

시가 죽어가는 시대, 죽어가는 시로 만

든 특별한 이 영화

 이기사 진짜에요???????? 

 어느 여배우 이야기 

 하수들이 가지는 10가지 공통된 문제점 

 견디기 힘든 아픔.... 

 201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100인(81...

 콩나물 비빔밥 

 자유를 누리려면 자기 관리를 잘하라! 

 이런 장난 하지 맙시다 

 윤정희 주연, 이창동 감독의 <시>란 영화 

 한명숙 재판정- 역사적 현장 참관기 

sale tax 납입에 대하여.

가족초청이민의 우선일자는 무엇을 말하는...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현재 학생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팟 이요??

 식당 tip에 관하여

적당량의 운동은?

운전면허증

 캐나다 이민자의 꿈 사라져 간다

 북한이 대응공격하지 않는 ̀ 3가지 이유'

 아내 살해하려다 도주 UC어바인 대학생 숨진채 발견

 한발 뺀 北‥`대화'로 방향키 틀까

 수요일까지 호우계속…크리스마스에 또 큰 비

 공화당 '주택 모기지 이자 세금혜택 폐지 내지 축...

 독일, 한 배에서 태어난 강아지 17마리 공개

 美언론 "한반도 일촉즉발 전쟁위기" 긴급뉴스 보도

 北신문 "전광판 심리전, 새 무장충돌 위험"

 식당위생등급제 불만 고조…업주들 "장사도 안되...

[뉴햄프셔]화이트 마운틴의 설경 NH

북부 뉴잉글랜드의 야외 레크리에이션

과 스포츠의 천국이다.

[고급 상점 및 백화점]갤러리아 댈러스 TX

[세계적인 꿈의 동산]디즈니랜드 CA

[테코파 미네랄 온천장]인요카운티 CA

[다운타운 최대의 쇼핑상가]16가 쇼핑몰 CA

[하얀 나선형의 미술관]구겐하임 미술관 NY

TALK! 한인장터 묻고 답하기 한인업소록

LOS ANGELES 옐로우페이지 광고상품안내  |   업체무료등록/수정 안내  |   업체정보 삭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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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변호사  

자동차/ 상해법 

브래드 리  

변호사 그룹

 

이민법 전문 

홍은진 변호사  

스테이트 팜 

줄리엣 리 

채스워스

 

스테이트 팜 

크리스티 킴 

치노힐스

 

스테이트 팜 

제인 리 

어바인

 

스테이트 팜 

김 술라 

글렌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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