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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Features

B2B 프리미엄 서비스     |     프리미엄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     Service FeaturesService Features

프리미엄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우리의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상상 그 이상의 솔루션서비스

B2B 프리미엄 서비스

연중/하계
휴가지원

실시간 항공,
렌터카

ESG지원

비대면
컨텐츠

대한민국
숙박대전

바우처 
& 포인트

       05 프리미엄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06 B2B서비스의 경쟁력



대안 솔루션 제시

개인비용 100%

친절한 고객서비스
CTI 기반 CS

비용의 커스터마이징
기업 지원금에 따라

안전한 UI
정보보안 배상책임

다양한 컨텐츠 
복지의 커스터마이징

차액 개인결재

ISO270001

공정위 약관준수

KQ안심시설 예약 
정부지원금 혜택

국내포상프로그램

사용분 전액 지원

제주특별케어

출장숙박

커스터마이징

사용자의
관점

B2B 서비스 경쟁력 Service Features

전담 1대1 관리

예산절감 및 가성비

제도도입 0원
무상지원 플랫폼으로

통합관리의 편리함
관리자 기능을 통한

특별한 혜택
B2B전용 서비스

휴가지원 만족도
다양한 컨텐츠와 이벤트

빠른 피드백

폐쇄몰 특별요금

할인쿠폰 발급

KQ품질인증 상품

니즈에 맞는 이용

비대면 프로그램

기업 관리자의
관점

예약사이트 무료 구축

유지비 없음

증빙서류의 간소화

소속감 고취

연중 휴가지원

맞춤형 이벤트

기업 단독 상품

1:1 케어서비스

콜백서비스

비상연락망 구축

06 07Service Features     |     B2B 서비스 경쟁력     |     기업 관리자의 관점 사용자의 관점     |     B2B 서비스 경쟁력     |     Service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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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관리 세분화된 관리 실시간 관리 풍부한 누적 데이터

관리자 페이지를
상단의 지원관리,
배점관리 기능

고객별 지원금 정보 및
입퇴사, 복직자

관리가능 

실 사용 박수
& 잔여 박수 실시간 조회로

효율적이고 간편한
개인별 이용관리

일정 모니터링 철저한 운영 방식 적극적인 피드백

이용시기(전, 중, 후) 및 
시즌(연중, 하계, 동계)을
구분하여 모니터링 지원

만족도 조사 항목 설정에 따른 객실 관리,
부대시설, 주변 즐길거리, 직원 친절도 등의

평점 및 의견을 체크하여,
추후 시설 선정 등 운영에 활용

사내 복지제도 개선 의견에
적극 활용

축적된 배점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인

객실 배정관리 가능

Admin Main Feature
관리자 페이지 주요기능

고객 기본정보 / 이용내역 / 배점현황 One-Stop 관리 Site Detail 설문조사 / 운영분석 / 이용통계 Site Detail

알람 푸시 기능 활용

알람 기능 
App 및 모바일 참여 가능

모바일
참여 독려 프로모션 진행

프로모션

설문조사 / 운영분석 / 이용통계     |     관리자 페이지 주요기능     |     Site DetailSite Detail     |     관리자페이지 주요기능     |     고객 기본정보 / 이용내역 / 배점현황 One-Stop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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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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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참여 시
추첨하여 지급

기업회원
전용 기획전 

스팟성 이벤트로
공지 후 지급   

15다양한 기업체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혜택     |     B2B 서비스 추가혜택     |     Benefit

B2B Services Benefit
B2B 서비스 추가혜택 

다양한 기업체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혜택

4계절 특성 반영Benefit

포토존 기획전Benefit 클린 안심시설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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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서비스 플로우 차트 Benefit

16 17Benefit     |     B2B 서비스 플로우 차트

1. 고객 Needs

① 컨설팅 문의
② 휴가지원/ 법인회원권/ 직원테마/ 장기근속/ 퇴직임직원 프로그램
③ 비대면 컨텐츠/ ESG 관련 프로그램

3. 서비스 제휴 협약 및 계약 체결

① 사업 수행의 기간 및 범위
② 정산의 조건
③ 부가적인 서비스 및 개선안 도출

5. 위탁 운영 서비스

① 전담 직원 배정
② 이용 접수 처리 및 고객사 담당자 커뮤니케이션
③ 이용안내 및 CTI 시스템 CS

7. 사후관리 및 설문조사

① 월간 불편사항 리체크
②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 반영
③ 모바일 설문조사 및 참여독려
④ 설문조사 보고서 공유

6. 정산 및 청구

① 월간 이용 내역 전달 및 검수
② 개인부담금은 간편 결재, 현금영수증 발행
③ 회사 청구분은 정산 후 익월 지정일 지불

2. 휴가복지제도 컨설팅

① 재원의 범위
② 이용조건 및 옵션 컨트롤 시스템 필요 여부 점검
③ 필요한 솔루션 제시

B2B 서비스 플로우 차트     |     Benefit

4.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셋업 및 검수

① 직원 접수일 및 공지 사항 협의
② 이용 매뉴얼 전달
③ 오픈 프로모션, 이용 혜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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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구매
#비대면 연중 바우처란?

휴가지원 플랫폼 내 사용하는 전자 바우처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지류형 숙박권
- 연중으로 사용자가 숙박시설 선택부터 사용까지 자율 선택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B2B Services Benefit
B2B 서비스 추가혜택 

포인트 및 바우처 / 하계휴양소 위탁운영 Benefit

Benefit     |     B2B 서비스 추가혜택     |     포인트 및 바우처/하계휴양소 위탁운영_  B2B 비지니스 도입 프로세스 진행절차

B2B 비즈니스 도입 프로세스 진행절차 Benefit

사용자
3. 휴가지원이용1. 전용 URL 접속 2. 로그인/비번변경

B2B 비즈니스 URL & QR www.funnbiz.co.kr

하계휴양소 위탁운영

기업의 니즈에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징 숙박시설 컨설팅 
- 기간, 시설선정, 인원등 기업관리자의 선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휴가자들이 숙소에서 머물며
진행할 수 있는 콘텐츠 

(문화/체험/스포츠/레슨 프로그램)을 기준

휴가를 이용해서 취득할 수 있는 
라이선스 프로그램

전국 일주관련 여행프로그램

B2B 전용 정부지원금 Benefit대한민국 숙박대전

회사지원금과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숙박대전 2~3만원 할인권 및 2천원 추가 할인 쿠폰 전 직원 증정

임직원만을 위한

예약 시 제공되는 파격 할인혜택

전체 금액의 최저가 대비 1%
제휴된 모든 숙박시설
1% 할인된 객실요금으로 제공

할인쿠폰 2천원 1회 제공
체크인을 위한 예약과정 중
전 직원에게 2천원 할인 제공
대한민국 숙박대전 진행 시 2~3만원 
할인쿠폰 추가 적용 가능

대한민국 숙박대전 할인
21년 516억 예산 확대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분야에 지원을 늘리고, 

동시에 한류 확산에도 역점을 기울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회복’, ‘문화행복’, ‘문화경제’, ‘문

화외교’ 4대 전략에 모두 15개 과제를 담은 올해 업무계획

을 2일 발표했다.

우선 여행업·숙박업 등 업계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5450억원 규모 지원금이 

594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추경예산 290억원으로 추진

한 ‘숙박할인전’사업에 올해 예산 516억원을 지원한다 200

억장 분량의 할인권이 올해 배포된다.

민간 근로자휴가지원 서비스 Benefit

정부가 주관하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사업주의 복지 예산으로 진행

B2B 전용 정부지원금_  민간 근로자휴가지원 서비스    |     B2B 서비스 추가혜택     |     Benefit

기업관리자
3. 커스터마이징 4. 전용 플랫폼1. 제도 컨설팅 2. 업무협약체결

종합컨텐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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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여행 비지니스 서비스 

제주지역 특화 운영 역량 Benefit

Benefit     |     B2B 여행 비지니스 서비스     |    제주지역 특화 운영 역량

제안사 맞춤 여행 사업본부 
전담인력

전용 URL 제공으로 로그인 
없이 편리한 예약

폐쇄몰 전용 요금으로 경쟁력 
있는 직원가 제공

제주 최대 75% 특가 항공권 
전 항공사 통합 실시간 항공권

항공
실시간 가격비교와
확정 예약 서비스

렌터카
7일, 15일, 30일

기간별 상품 기획

제주 롱스테이

바코드 하나로 예약
가능한 할인 입장권

관광지 입장권
전략제휴를 통한 고객사 특별가 제공

실시간 예약 확정 시스템 운영

제주 전문 숙박

비대면에 적합한 분산형,
온라인 주도형 프로그램

행사

고객사 맞춤
특별 프라이스 제공

특가상품

30일간 제주지역에서
근무 희망 지원 프로그램

희망 근무 프로그램
안전하고

편리한 상품

패키지 상품

B2B Travel Business Services

21비대면환경 시대에 맞는 오프라인 기업 행사 기획 및 운영_ 기업 고객 대상 이벤트 기획 및 운영 대행_ 직원복지 공동구매 대행     |     B2B 비지니스 이벤트     |     Benefit

B2B Business Event

비대면환경 시대에 맞는 오프라인 기업 행사 기획 및 운영

기업 고객 대상 이벤트 기획 및 운영 대행

직원복지 공동구매 대행

Benefit

Benefit

Benefit

온+오프라인 결합형
창립기념일, 부서별 워크샵

VIP고객
골프투어

프라이빗
투어

지점·대리점
고객 이벤트

거리두기형
야외 행사

인원별 맞춤 PROGRAM 
(문화/체험/투어/직무개발

/힐링/취미클래스)

온/오프라인 콘텐츠 & KIT 섭외 및 구매 대행
B2B 특별가로 직원들의 NEEDS에 맞춘 콘텐츠 제공

SPECIAL
PROGRAM

B2B 비지니스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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