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VIP 마케팅

생각보다 선택폭이 많지 않은
VIP 고객 마케팅 !
지금까지의 요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 요구, 제한된 선택, 만족스럽지 않은 고객반응
으로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전국네트워크 서비스

Special Crew

PARTENER
S E R V I C E

요트온이 만족스런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VIP고객 마케팅 경험이 풍부한 요트온의 서비스는
기업의 VIP 마케팅을 성공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클럽요팅 서비스

차별화된 요트온 요트투어 서비스
기존 요트업체

vs

요트온 서비스

한정된 지역에 국한
전지역 고객마케팅 어려움

서울, 부산, 제주 오픈
경기, 통영, 강릉, 오픈예정
전국 20여개 운항업체 등록 예정

선장만 탑승
요트투어에만 집중

CS 승무교육 받은 직원이 함께 탑승
VIP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SPECIAL CREW

없

클럽요팅 서비스

음

STEP 1. 홈페이지내 클럽을 생성
STEP 2. 온라인 참가신청 접수
STEP 3. 신청 마감 후 결과보고서 제출
클럽홈페이지 제작, 회원 및 커뮤니티 솔루션 지원

NETWORK

통
영

성공적인 VIP 마케팅

전국 어디서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요트온 서비스는
한 지역에 제한된 서비스가 아니라
전국 요트온 제휴사를 통해
수준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경기전곡항

오픈예정

목포

제
주

서울국제요트클럽 (한강, 잠원소재)

서울
부
산
강
릉

세븐마린수상레져 (한강, 이촌소재)

SPECIAL CREW

요트서비스 운영관리의 노하우

요트투어? 남다른 가치?
승무원 서비스로 가치와 편안함을 실현하다.
요트에서의 선상서비스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수상안전요원 경력의 승무원이 탑승 고객의 안전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전문인력 운용서비스

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

피드백 (FEED-BACK) 서비스

수준높은 CS 교육
호텔과 같은 편안함 제공
안전교육으로 신속한 대처

VIP 고객을 위한
온라인 전용 페이지 구축

고객후기 및 불만사항을
온라인 전용 게시판을 운영
실시간으로 확인
(VIP고객–기업이 함께 참여)

VIP 전용 담당자 배정

성공적인 VIP 마케팅을 위한 지원

성공적인 VIP 마케팅을 위한 광고, 홍보 지원 서비스
요트온은 효과적이고 확실한 마케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함으로서
고객에게 신뢰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업체사정으로 다른 제작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 영상 서비스(전국)
고객의 제품 및 회사소개 영상을
부대시설 곳곳에 비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방송 합니다.

홍보물 제작/지원 서비스(전국)
배너, 깃발, 스티커를 제작
입구, 출구, 요트에 배치하여
고객에게 지속적인 노출을 제공합니다.

요트 선체 & 돛 홍보물 할인 서비스
요트선체와 돛에 회사이미지를 제공합니다.
Ex) 한강 서울국제요트클럽
강변북로 1일 27만대 이용,
올림픽대로 1일 21만대 이용
(2013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국제요트클럽 운항코스

SPECIAL CREW

성공적인 VIP 마케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솔루션
요트온이 제시하여 드립니다.
UPGRADE THE QUALITY OF YOUR LIFE
YACHTON

요트온은 (주)네오인터네셔날의 요트사업 브랜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