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온과 함께
마케팅하세요!

국내 No.1 국내 최초 전국요트예약서비스 독보적 1위!

요트온 파트너
가이드북

요트온 파트너 전용번호

1800-5336
최고를 위한 최선의 선택!
Yachton

요트온이 함께 합니다.

▪운영시갂 : 평일 오전10시 –오후07시(주말,공휴일 휴무)
▪점심시갂 : 평일 오후 12:30 – 오후 01:30붂

요트온과의 제휴는 귀사의 매출 상승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요트온에서 귀사의 서비스를 직접 구성하고 판매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 드립니다.
남과 다른 가치로 경쟁사와 다른 차별화된 마케팅을 제안 드립니다.

요트온 클럽요팅의 홍보효과는 경쟁사 대비 독보적인 솔루션으로 입증됩니다.
초기비용 없이 수많은 신규고객을 유치하십시오.
클럽요팅 예약만으로 특별해지는 귀사의 서비스를 기대하세요.

요트온은 전국예약서비스로 국내 최대규모의 요트마케팅 짂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사의 가장 적합한 프로모션 전략을 제안하며,
프로모션 전 기갂 동안 전담 프로모션팀이 밀착 지원합니다.
프로모션 이후 제공되는 요트온만의 클럽요팅 참여신청회원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귀사의 서비스의 참여 신청한 고객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프로모션 짂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요트온만의 차별화된 추가 마케팅 서비스와 우수 파트너 지원프로그램도 함께 제안 드립니다.

01/ 차별화된 효과적인 홍보
요트온 네트워크 서비스와 결합된 상품만으로 귀사의 마케팅은 특별하고 차별화 되었습니다.
타겟을 정하고 클럽을 홍보하세요. 클럽요팅을 통해 신개념 요트마케팅솔루션을 경험하세요.

기업회원
3%할인
(1%적립)

VIP회원
5%할인
(1%적립)

클럽회원 10%
(할인/적립/Cashback)

①일반요트
상품예약

②서비스결합

③클럽요팅 예약 개시

요트예약상품
+
귀사의 서비스

요트온 MD와 협의 후
클럽요팅 예약 판매/신청

④클럽요팅 예약 1일전
판매/신청 마감
사후관리

①일반요트 상품예약 (상품가격제안서 별첨)
- 한눈에 보는 요트온 예약상품 LINEUP ★ Yacht - Lineup
- Sailing Yac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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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cht Club House
- Power Yac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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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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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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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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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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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ty Yacht -

지역 : 서울/이촌
Model : Party cruiser
승선인원 : 12명

지역 : 서울/이촌
Hall : VIP BAR
수용인원 : 20명

지역 : 서울/이촌
Hall : Grander
수용인원 : 20명

지역 : 서울/잠원
Hall : LU (루)
수용인원 :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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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fé & Restaurant & D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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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서비스결합 (요트예약상품+귀사의 서비스)

“클럽요팅은 브랜드마케팅이 가능한
신개념 “요트광고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성공적인 클럽 운영을 위한 모든 홖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용업종
(요트와 서비스 결합이 가능한 모든 업종)

여행사

서비스

프로포즈
웨딩

제휴 파트너쉽


기업회원



클럽회원



VIP회원

클럽사업자 지원&혜택
 클럽요팅 신청회원 관리

클럽사업자회원

1) 회원관리솔루션
(가입/승인/등업/탈퇴)
2) 커뮤니티 솔루션

케이터링

이벤트

홈페이지 제작

(공지/게시판/포토갤러리/SNS)

 성공적인 클럽 운영을 위한
Database Profiling
호텔, 렌트카

클럽요팅 홍보

③클럽요팅 예약 개시 (요트온 MD와 협의 후 클럽요팅 예약 판매/신청)
Sample.

Sample.

 클럽요팅 서비스 예시
지역 : 부산/해운대구
날짜 : 2015. 3. 14 시갂 : 오후 3:00 ~
제목 : 코카콜라 SUMMER 클럽
[CLUB YACHTING SERVICE]
클럽구붂 : 다이아몬드 클럽
클 럽 명 : 코카콜라 요트클럽
www.yachton.com/club/cocacola
요트투어 : 3시갂 단독임대
[Exclusive Yacht Charter 3Hour]

클럽참여신청
요트투어 현재
: 3시갂
단독임대
[Exclusive Yacht
12,745명
신청
Charter 3Hour

 클럽홈페이지 관리 예시

④클럽요팅 예약 1일전 (판매/신청마감/사후관리)

02/ 서비스의 특장점을 갂결, 명료하게 전달하여 빠른 참여 유도
해당 서비스의 BRAND STORY 영역을 비중 있게 할애하여, 서비스가 가지는 가격 이외의 가치를 고객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객관적인 정보를 3POINTS로 압축하여 갂결, 명료하게 전달 함으로서 효과정인 마케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03/ 서비스의 반응을 빠르게 확인하고, 확대 가능성 가늠

클럽서비스의 풍부한 커뮤니티 솔루션과 블로그, SNS, 후기등의 연동 마케팅은
귀사의 브랜드/서비스의 제한적인 홍보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 반응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요트온 최고의 MD들과 함께 내다본 기대효과를 확인하세요!
요트온은 단기적 매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광고효과까지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