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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엘관 L-9012) 주)네오인터네셔날

사업자등록번호 : 215-87-86936/ 통신판매업신고 제 2014-서울송파-0030호 

대표전화 1800- 5336 / 02-456-5211 / FAX 02-521-5366

최고의 순간을 위한 최선의 선택!

요트온



하늘에 돛이 펴지며 

바람을 가른다. 

자유로움  Freedom

소음은 없다. 

파도 소리만 시원스레 들린다.  

편안함  Comfortable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느껴진다

즐거움  Enjoyment

강변북로

고단한 업무에 지친 몸은 더욱 움추려 든다. 

꽉 막혀 있는 도로는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앞차의 붉은 브레이크등은 

충혈된 내 눈을 더욱 자극한다. 

요트온
소개
Introduction

요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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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휴식은 .  . .

오직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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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제주 서비스 오픈 강릉, 통영, 경기 오픈예정!

전국 20여곳에서 요트온 서비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탈 수 있어?

전국 고객이 원하는 곳 어디에서도 요트를 타실 수 있습니다.

Q

A

클럽하우스, 카페&레스토랑, Dining, Catering, 클럽요팅 등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도 맞춤 가능토록 

준비하였습니다.

요트에서 모하지?

요트온은 획일적인 요트투어에서 벗어나 문화를 소비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리미엄 요트를 선별, 서비스 하고 있어 쾌적한 선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VIP 전용전화로 간편하고 빠르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수상안전자격을 갖춘 승무원은 고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고객의 불편함을 살필 수 있도록 

선내 룸서비스의 만전을 기합니다. 

불편하지 않아?

요트온은 멤버쉽 서비스로 선장외 승무원이 항시 탑승합니다. 

클럽회원은 회원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요트예약상품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별하긴 해?

요트온 멤버쉽은 전국에 프리미엄 요트를 특별한 가격에 만나 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립과 할인(최대10%)을 동시에 하여 드리며 가입비는 포인트로 전환되어
복잡한 결제과정 없이 편안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
에서
 탈 수

 있어
?

요트
에서
 모하
지? 불편

하지
 않아
?

특별
하긴
 해?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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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온은 요트가 프리미엄 해야 서비스도 프리미엄 하다고 믿습니다.

-  J.D POWRER AWARDS 5년 연속1위 “REGAL Commodore 3860”

-  세계최고의 카타마란 요트 프랑스명품요트 “LAGOON 380 Premium”

-  MOTOR BOAT OF THE YEAR AWARDS 2011 “FAIRLINE Squadron 54”

-  국내최초 알루미늄 세일링요트 “Grandebleu 62”

지금, 세계적인 명품요트를 요트온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예정  ;  

경기/안산, 충남/보령, 전남/목포,소호,충무, 

경북/후포, 강원/강릉

대한민국 NO 1. 요트온 네트워크

전국 고객이 원하는 곳 
어디에서도 
요트를 타실 수 있습니다.어디에서

탈수있어?

지역 최고의 운항사 선별

프리미엄 요트체인 구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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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  요트온에서 느끼는 특별한 추억!

프로포즈  PROPOSE 파티  PARTY 비지니스  BUSINESS

러브  LOVE 웨딩  WEDDING 로맨스  ROMANCE

Cafe & 
Restaurant

MC, 가수, 통역

Service Staff

Crew Service

MC, 가수, 통역 Service Staff

Yacht Club House
-  Sailing Yacht

-  Power Yacht

-  Party Yacht

Yacht-Lineup

Dining 
    & Catering

고객 맟춤형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어떤 조합이든 가능합니다. 

요트온은 획일적인 요트투어에서 
벗어나 문화를 소비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요트에서

모하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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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온은 세계가 인정한 프리미엄 요트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역최고의 요트사업자만을 선별 계약하고 선내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항시 승무원을 기본 탑승시켜 소홀할 수 있는 선내 룸서비스와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트온
VIP 멤버전용

회원전용
대표전화

회원 전체

기업회원
VIP회원
요트클럽

9:00 – 18:00
( 월 ~ 토요일 운영),  공휴일 제외

9:00 – 21:00
( 365일 언제나 )

1800-5336

02-456–5211
 FAX  : 02-521-5366

온라인 예약
VIP전용콜센터

Membership
할인/적립 수상안전요원자격 갖춘 승무원 기본탑승,

선내 룸서비스 제공, 프라이빗 맞춤 서비스

승무원서비스

요트온은 멤버쉽 서비스로 
선장외 승무원이 항시 
탑승합니다.불편하지

않을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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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요트투어 예약상품에 클럽서비스를 더한 

신개념 요팅 서비스 “ 클럽요팅 ”클럽회원

클럽회원은 최대 10% ( 할인 / 적립 / Cash back ) 혜택,  클럽홈페이지 지원

클럽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요트예약상품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으로 빠르게 예약하실 수 있으며 “ VIP전용 상담전화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인    에 적립     을 더하다.

LIME POINT ?

요트온 예약시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포인트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가입비는 라임포인트(1원=1LIME)로 전환되어 요트예약시 사용됩니다.

3% 할인                                             5% 할인                                             10% 할인

기업회원                           VIP회원                         클럽회원

요트온 멤버쉽은 연회비가 없으며, 결제가 간편합니다.

회원가입시 가입비에 따라 회원자격이 주어지며 예약시 할인,적립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요트온 예약시 결제는 “라임포인트”로 간편히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하긴 해?

요트온 멤버쉽은 전국에 프리미엄 요트를 특별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Q

A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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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목적 가치에 적합한 효과적인 

     회원 확보의 창

▪   개인  –  사교 및 비즈니스 모임

▪   기업  –  기업 브랜드 마케팅

                    프로모션, 복지,행사

▪   단체   –  클럽홍보, 대외 협력

▪   연령, 지역, 주제, 취미등

▪   클럽 홈페이지를 제공

▪   프로모션 및 활동 지원

▪   효과적인 회원관리 솔루션 

▪   커뮤니티, 컨텐츠 제공

회원확보
Targeting

회원관리
Positioning

▪   최고급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   개성 있는 맞춤 제작 지원 

▪   브랜드화 적극 지원

▪   “클럽하우스” 이용 혜택

▪   클럽 홍보 프로모션 진행

     ‘베스트 클럽’, ‘투데이클럽장선정’

▪   언론을 통한 클럽소개, 매거진 발행

▪   개별 홈페이지 주소 부여, 쉬운 접속

▪   TV PPL, CF, 장소 협찬 프로모션

클럽지원
Product

클럽홍보
Promotion

요트클럽의 혜택
혜택

1
혜택

2

혜택

3
혜택

4

취미클럽
음악, 여행, 스포츠,

레져, 건강, 패션, 미용 등

전문가클럽
문학, 경제, 금융, IT, 

교육 등

사교클럽
동창회, 친목, 모임, 

팬카페, 방송, 연예 등

기업클럽
사원복지, 비즈니스, 기업

행사, 마케팅, 경품, 이벤트 등

클럽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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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 CateringPropose

Crew Service
MC, 가수, 통역, Service Staff

지역 :  서울 / 잠원
Model :  Lagoon380
승선인원 :  12명 

지역 :  서울 / 이촌
Model :  Regal 3860
승선인원 :  12명 

지역 :  부산 / 해운대
Model :  Lagoon420
승선인원 :  15명 

지역 :  부산/동백섬
Model :  Leopard44
승선인원 :  30명 

지역 :  부산 / 해운대
Model :  Matrix 760
승선인원 :  70명 

지역 :  경기/전곡항
Model :  알리아1호
승선인원 :  25명 

지역 :  경남/통영
Model :  Breeze 50
승선인원 :  35명 

지역 :  부산 / 해운대
Model :  Squadron54
승선인원 :  15명 

지역 :  제주 / 중문
Model :  Grandebleu
승선인원 :  52명 

지역 :  부산 / 해운대
Model :  Cruiser43
승선인원 :  12명 

지역 :  부산/동백섬
Model :  Dyna 70
승선인원 :  28명 

지역 :  서울 / 이촌
Hall :  VIP BAR
수용인원 :  20명 

지역 :  서울 / 이촌
Hall :  Grander
수용인원 :  20명 

지역 :  서울 / 이촌
Hall :  President
수용인원 :  20명 

지역 :  서울 / 잠원
Hall :  Gung (궁)
수용인원 :  250명 

지역 :  경기/전곡항
Hall :  알리아클럽
수용인원 :  60명 

지역 :  서울 / 잠원
Hall :  LU (루)
수용인원 :  40명 

지역 :  경기/전곡항
Hall :  알리아호텔
Room : 16평 – 60평

지역 :  서울 / 잠원
상호 :  커피마리나

지역 :  서울 / 잠원
상호 :  프라디아

지역 :  부산/동백섬
상호 :  싸이드커피

지역 :  부산/동백섬
상호 :  대도식당

지역 :  경기/전곡항
상호 :  알리아레스토랑

지역 :  부산/동백섬
상호 :  핑거스앤쳇

Yacht - Lineup Yacht Club House

Cafe & Restaurant & Dining

Sailing Yacht                                                       Power Yacht 

조합가능

: : :    한눈에 보는 요트온 서비스   : : :
요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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