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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라코리아는? 

아랍문화이해

아랍문화 이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다양한프로그램

계절성 뿐만 아닌 가족의

기호와 이벤트 성을 고려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아랍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아랍지역 연수 경험이

있는 아랍어 전공 대학생 매칭

아랍어의사소통프라이빗 서비스

가족단위의 아랍관광객에게

적합한 차량제공과 4-5성급의

호텔 또는 레지던스 호텔 제공

얄라코리아는 아랍관광객만을 전문으로 여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아랍어 가이드, 프라이빗 차량, 호텔예약 등의 토탈 여행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잊지 못할 한국 여행을 선물하기 위해 다양한 여행 컨
텐츠를 개발합니다.

2016년 여행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5,000명 이상의 아랍관광객을 유치
했습니다. 주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입니다.

가족 단위의 프라이빗 관광 뿐만 아니라 현지 여행사와 협업하여 단체관광 프로그
램도 함께 개발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교 별 한국클럽과 긴밀
하게 소통하여 방학때 한국 수학여행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한국관광공사와 서울관광재단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ةالربامج السياحيخدمة اللغة العربية
املتنوعة



얄라코리아 연혁

- 3월 얄라코리아 설립
- <한국관광공사예비창조관광기업> 선정
- 중동 최대 관광 박람회 ATM 참가

- 서울시 주관 <서울-관광스타트업공개오디션> 장려상 수상
- <광명시청년창업자금지원사업> 선정
- 중동 최대 관광 박람회 ATM 참가

- <한국관광공사관광벤처기업> 선정
- 한국관광공사 서울보육센터 선정 및 입주
- 한국관광공사 중동 관광 로드쇼 참가 [아랍에미레이트(UAE), 쿠웨이트(Kuwait)]

- 한국관광공사 주관 아부다비 한국 문화대전 참가

- 중동 국가 워크샵 및 협력사 방문 [Emirates, Gulf Air, Spring Travel 외 다수 중동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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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얄라코리아 연혁

- 한국관광공사 중동 관광 로드쇼 참가 [아랍에미레이트(UAE)]
- K-뷰티 ‘자밀라박스’ 이커머스 서비스 시작 [중동국가 대상 해외배송]

- 한국제품 해외직구 ‘얄라와시트’ 이커머스 서비스 시작 [중동국가 대상 해외배송]
- K-뷰티 제품 브랜드와 콜라보 [더블유랩, 닥터마인드, ARIUL, IPKN, 아이제제 외 다수 브랜드]

- 한국관광공사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 한국관광공사 사우디 아라비아 제다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2020

2022

2021



얄라코리아의 서비스

프라이빗가족투어 그룹패키지투어 VIP 투어

학생 교육투어 비지니스 투어 DMC 투어

허니문투어

VIP 로얄패밀리 진행 경험

럭셔리 차량 및 보안팀 제공 가능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CIQ 서비스 및 대사관과 협력

프라이빗 신혼부부 패키지 보유

프라이빗 리무진 제공

커플에게 유명한 장소 보유

커플이 원하는 컨셉에 맞춰 제안

아랍여행사들과 패키지 진행 경험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등

쾌적한 버스와 아랍어가이드 제공

레지던스 호텔 예약 가능

5,000명 넘는 아랍가족과 투어

계절별, 취향별 프로그램 제안

픽업, 가이드, 차량, 호텔까지

관광객과 직접 소통하여 일정진행

우리는 DMC 전문가입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춰 일정 제안

가족부터 그룹까지

픽업부터 호텔, 차량, 가이드까지

비지니스 목적에 맞춘 일정 기획

컨퍼런스, 기업 방문

비지니스 통역 제공 가능

인센티브 투어

여러 UAE 대학교와 진행 경험

여행 성격에 맞춰 스케줄 제안

삼성 박물관 등 방문 가능

한국 대학교와 컨퍼런스 가능



얄라코리아의 SNS

Youtube
@yallakorea

Instagram
@yallakorea

Snapchat
@yallakorea

Telegram
@yallakorea

자사 프로그램 홍보, 한국 관광정보 및 얄라코리아 팀원들의 일상 공유, 아랍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벤트 등 게시

약 10만 3천 팔로워를 기반으로 자사를 홍보 (대부분의 팔로워는 아랍 국적)

약 20만 8천명의 구독자 보유 (95%이상의 구독자는 아랍인) 

한국의 할랄 레스토랑 소개, 아랍의 유명한 SNS 인플루언서와 콜라보 영상 등 다양한 컨텐츠 제공
(관광지 소개, 한글 소개, K-pop 소개 등)

평균 일일 최대 3만 뷰, 인스타그램, 텔래그램과 더불어 ‘소통’을 키워드로 한국 일상과 정보 공유

약 3,200명 그룹방 참가자 보유, 한국 관광정보 및 일상 공유, 한국 제품 공동구매 서비스 제공



<Hally Story>

아랍과 한국의 문화교류

얄라코리아의 미디어 보도 [국내]

<Korea Blog>

아랍전문 여행사

얄라코리아 알아보기

<Herald Economy>

한국의 할랄 음식에 대한

무슬림들의 이야기

<KBS News>

감소하는 중국 관광객을

대신할 아랍관광객 유치

방안 모색

<TBS News>

서울의 새로운 스타트업

여행사 소개

<KBS World Radio>

얄라코리아 Q&A와

스타트업 이야기

<KBS1 News>

한국 할랄 레스토랑

인프라 현황 취재 < K-POP 아이돌 B.I.G 콜라보>

아랍지역에서 인기 많은

아랍어로 노래부르는 한국 아이돌



얄라코리아의 미디어 보도 [아랍]

<Aljazeera>

한국을 사랑하는 이라크

소녀의 투어 이야기

<Al-ittihad>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한국인의 이야기

<CGC Saudi>

아랍 교류를 위한

아랍어 구사자들로

이루어진 기업 소개

<한국관광공사>

남이섬 홍보 영상 촬영

<SM 기획사 콜라보>

K-POP 홍보 영상 촬영

<한국관광공사>

KTO News 한국 관광 소개

<한국관광공사>

부산 & 제주 홍보 영상 촬영



얄라코리아의 멤버소개

박상원

대표

 성균관대 건축학과 졸업

 KOTRA 글로벌 청년사업가
1기 (UAE, 오만)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영업팀 근무

임상옥

이사

 명지대 아랍지역학과 수석졸업

 쿠웨이트 국립 대학교
국가장학생 어학연수

유성현

이사

 한국외대 아랍통번역학과 졸업

 이집트 아랍어 어학연수

김지호

매니저

 단국대 중동학과 졸업

 요르단 아랍어 어학연수

서하늘

매니저

 단국대 중동학과 졸업

 이집트 아랍어 어학연수



YallaKOREA
WWW.YALLAKOREA.COM

Contact info.
박상원 대표 khalid@yalla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