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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떼르 의미 

• 이름과 로고의 의미 

창 떼 르 (CHANGTERRE) 

 窓 창문 창 
terre (떼르) 
 불어로 “땅” 

즉,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이름 입니다. 

로고의 의미 : 엽전 

R G G 



회사 연혁 

2014 2013 2012 2011 

2013.08 ~ 몽골 전세비행기 사업시행 

2012.01.23 전세기 사업 종료 
               (홍콩, 마카오, 심천, 주해) 
2012.11 ~ 라오스 전세비행기 및 투자사업 
 

2014.02 ~ 오키나와, 대만 
              전세비행기 투자사업   

회사 설립과 동시에 다양한 전세기 사업 

2011년 7월 8일 창떼르 회사의 설립 후 마카오 항공과 홍콩, 마카오, 심천, 주해(일반 및 골프) 등등의 전세기 사업을 
시작하여 총 10회 출항, 약 1300여명의 관광객 유치. 
또한 라오스 전세비행기 투자사업 및 오키나와, 대만, 몽골등 다양한 국가의 전세비행기 사업을 시행함 

2011.07.08 회사 설립 
 
2011.12.26 전세기 사업 시행 
               (홍콩, 마카오, 심천, 주해) 



회사 연혁 

2018 2017 2016 2015 

2018.01  무안-보라카이 
             PSA 항공사업 시행   

합리적인 PSA항공 사업  

15년 베트남 다낭과 캄보디아 전세기 사업을 시작으로 18년부터 본격적인 PSA항공 사업을 실시. 
무안-보라카이 정기노선을 개최하여 항공과 에어텔 서비스를 제공 
팬퍼시픽 항공과 함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인 영업 정책을 펼칠 것 

2015.01  베트남 다낭 / 캄보디아 전세기 사업 시행 
 



창떼르 만의 장점  

• 다른 여행사들과 차별 된 창떼르만의 노하우 

서비스 

고객들 한분한분께 
친절한 맞춤 서비스 

제공 

신속한 처리 

오랜 경험을 통하여 
보다 빠른 업무처리 

 

합리적 가격 

거품을 빼고 
고객들이 만족하실 만한 

합리적인 가격과 
만족도 높은 상품 제공  

다양한 변화 

부족한 점은 채우고 
좋은 점은 극대화 시키며 

모든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항상 발전 



㈜ 창떼르 여행사는 2011년 설립하여 한국금융의 중심지인 강남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여행사들과는 차별화를 추구하여 고객들을 위한 창떼르 만의 독창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창떼르”는 하늘과 땅의 합성어로, 전세계로 나아가는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길을 열어주는 의미를 담아 

창떼르 만의 색깔 있는 여행 상품 개발 및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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