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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사담당자

회원가입

02 

승인 및

직원 등록

03 

복지서비스 

이용

회원가입 방법 가입 및 이용 안내사항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각 상품・서비스 선택 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개인인증 및 추가적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상품・서비스의 예약 및 결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급사 페이지로 이동하여 진행되며  

일부 상품・서비스 제공은 오프라인(해피콜)을 통해 진행됩니다.  

※ 각 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 배너 및 상세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상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및 불편 접수는 해당 공급사 C/S 담당자 또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통합 C/S센터(☎1588-655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 입력 및 

필수 확인서류 등록

welfare.korcham.net

회원가입 클릭

회원가입 승인 및

안내메일 발송 

관리자페이지에

전체 임직원 정보 등록 

임직원 아이디 발급 후

내부고지

임직원 로그인 및

복지서비스 이용



바쁜 일상에 삶의 

쉼표를 선물합니다!

휴양소
·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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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웃는 충전, 행복한 휴가 디자인

샬레코리아㈜

숙박시설

열심히 일한 만큼 즐기는 것이 당연한 워라벨 시대, 휴가를 자유롭게 쓰는 조직문화 확립에 앞장서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샬레코리아. 휴가 지원제도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출장 숙박비 규정에 맞춰 국내 숙박시설을 제안하고, 기업의 예산에 맞게 휴가비를 전액 또는 부분 지원하며,  

기업도 임직원도 함께 웃는 쉼표 충전, 행복한 여가 문화를 디자인합니다.

•주      소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5

•홈페이지  www.lahanhotels.com/ulsan

평범한 일상 모든 순간을 즐거운 기억으로

라한호텔 울산

울산 대표호텔로 여행과 출장,  

호캉스 모든 조건을 갖춘 5성급 호텔

입니다. 라한은 즐거움을 뜻하는  

‘라온’과 한국의 ‘한’을 조합한  

순수 우리말로 모든 고객에게 기분 

좋은 순간만을 선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회

원

특

전

★�300여�개�이상�휴양소��

시장�최저가�제공

★상시�판매�:�정상가�기준�40%�할인

★행사�판매�:��매월�2~3개�상품�40~60%�

할인

•고객센터  02-783-8000 / 1400

•기업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7

•홈페이지  www.chaletkorea.com

•주      소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 19-5

•홈페이지  www.nesthotel.co.kr

단독 초특가로 럭셔리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네스트 호텔 인천

갈대밭에 둥지를 튼 네스트 호텔  

인천. 지금껏 갈대밭을 보존한  

덕분에 갈대와 바다, 소나무가 어

우러져 자연 속 사색을 즐기기에 

적격입니다. 단독 초특가로 진정한 

럭셔리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가성비 갑 호텔입니다.

•주      소  강원 삼척시 수로부인길 453

•홈페이지  www.daemyungresort.com/sb/sc

그리스 산토리니 바람이 머무는 곳

대명 쏠비치 호텔 & 리조트 삼척 

하얀 외벽과 파란색 지붕…. 그리스 

키클라틱 건축양식을 모티브로 한 

호텔 & 리조트입니다. 객실 바다  

전망으로 4계절 이용이 가능한  

아쿠아 월드, 쏠비치에만 있는  

산토리니 광장은 그리스에 간 듯한 환상적인 휴가를 제공합니다.

•주      소  서울 용산구 청파로20길 95

•홈페이지   www.ambatel.com/grandmercure/yongsan

•주      소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온천로 924

•홈페이지  www.dukgu.com

차별화된 서비스에 한국 고유의 숨결을 더한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 앤 레지던스 서울 용산
국내 단 한 곳, 42.4°C 약 알칼리 성분 함유한

덕구온천 호텔 & 리조트

국내 최초 하이엔드 레지던스 호텔

입니다. 한강의 야경과 차별화된  

서비스에 한국 고유의 전통으로  

스토리를 더한 호텔에서 진정한 호

캉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국을 발견하고 느끼기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국내 단 한 곳밖에 없는 자연용출 

온천입니다. 국내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온천수는 42.4℃의 약 

알칼리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치료시스템과 스파, 어린이

를 위한 슬라이더 등 온천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

•주      소  강원 강릉시 해안로 536

•홈페이지  lakaisandpine.co.kr

샬레코리아 단독, 경포해수욕장 앞에 있는

라카이 샌드파인

라카이 샌드파인의 전 객실은  

푸른 동해를 향해 있으며, 대관령 

능선과 경포호까지 감상할 수 있 

습니다. 샬레코리아 단독공급 상품 

으로 경포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으며, 취사 가능한 객실을 보유한 리조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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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길 365-12

•홈페이지  www.swissvill.kr

한국의 알프스 대관령에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스위스마을펜션

스위스의 전원을 닮은 평창 스위스

마을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단지로  

뾰족한 지붕이 강조되는 북유럽  

스타일 마을입니다. 이곳 스위스

마을에서는 깊은 숲 나무 사이를  

가르는 바람, 한 줌의 흙 등 모든 것이 휴식이 됩니다.

•주      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홈페이지  www.conradseoul.co.kr

당신이 중심이 되는 럭셔리한 공간

콘래드 서울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호텔 콘래드 

서울. 여의도 최고의 특급호텔로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빈틈없는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강이 내뿜는 매혹적인 전경을 

보면서 편안한 럭셔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      소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60
•홈페이지   www.marriott.co.kr/hotels/travel/selsi-

sheraton-seoul-palace-gangnam-hotel

•주      소  충북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365

•홈페이지  resom.co.kr/forest

도심 속 진정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바쁜 현대인에게 느리게 살기를 제안하는

리솜포레스트 제천

안락한 객실, 클럽 라운지, 최신  

설비를 갖춘 피트니스와 럭셔리  

스파 등을 갖춘 특1급 호텔로  

스타우드 호텔앤리조트와 협약하여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품격있는 

서비스와 다양한 부대시설을 통해 호캉스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리조트, 현대사회 사람

들에게 ‘느리게 살기’를 이야기 

합니다. 심신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힐링 리조트로 한국형 스파와  

자연, 문화, 액티비티 등 모든 것이 있는 리조트입니다.

•주      소  강원 강릉시 해안로406번길 2

•홈페이지  www.seamarqhotel.com

천혜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위한

씨마크 호텔

강릉의 랜드마크로 강릉 경포의  

아름다운 동해를 마주하고, 세계적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했으며,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국내 

최초 럭스티지 호텔입니다. 씨마크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객의 진정한 쉼입니다.

•주      소  경남 거제시 일운면 옥림3길 30

•홈페이지  www.riwoo-ocean.com

비즈니스, 휴양, 생활과 문화가 공존하는

리우 오션 레지던스

바다와 숲이 인접하고, 스위트룸

보다 넓은 주거공간을 자랑하며, 

새로운 휴식의 가치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최고급 호텔 수준 서비

스와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리우 오션 레지던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      소  경북 경주시 보불로 391

•홈페이지  cd.blueone.com

자연과 더불어 일상의 쉼터 같은

블루원 리조트 경주

객실에서 보문호의 야경과 푸른  

파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넓은 

창을 통해 바라보는 자연은 영화의  

한 장면이 됩니다. 골프와 워터 

파크 등 레저문화의 새로운 트랜드에 

동참하면서 가족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      소  강원 강릉시 창해로 307

•홈페이지  stjohns.co.kr

반려견과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세인트존스 호텔 강릉

다양한 시설과 프레스티지 서비스로 

힐링 휴양 명소로 주목받는 세인트

존스 호텔. 애견 동반 입실이 가능한 

전용 객실과 펫숍, 동해를 바라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 풀 

등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      소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53
•홈페이지   www.marriott.co.kr/hotels/travel/selgi-

sheraton-grand-incheon-hotel

럭셔리 특급호텔에서 송도 야경을 한눈에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송도의 중심부 국제무역 단지  

내에 위치한 럭셔리 5성급 호텔인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이곳은  

낮에는 인천 송도의 센트럴파크  

뷰와 인천대교, 밤에는 송도의 야

경을 감상하면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      소  경남 통영시 도남로 347

•홈페이지  www.stanfordtongyeong.com

머무는 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는

스탠포드 호텔 앤 리조트 통영

눈부시게 빛나는 푸른 바다  

위로 통영의 자연, 역사, 문화 예술

의 감흥이 어우러지는 곳,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별장 같은 호텔에서 루프트탑  

인피니티 풀에 발을 담그고 휴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      소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모1길 29-12

•홈페이지  laterrace-resort.com

도심에서 뜨거운 여름밤을 만끽하는

여수 라테라스 리조트

여수 KTX역과 10분, 여수 해상케

이블카, 돌산대교까지 차량으로  

5분 이내. 여행지로 이동이 쉽습니다.  

국내 최초 인피니티 풀이 2개,  

여수의 푸른 하늘과 넓은 바다를 

품은 객실에서 기억에 남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      소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321번길 186

•홈페이지  www.p-city.com

과거와 미래의 공존,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파라다이스시티(파라다이스 호텔 & 리조트)

격이 다른 휴식과 여유, 발 딛는  

순간 예술적 충전 완료, 이색적  

놀거리로 가득한 다이내믹 엔터

테인먼트 스폿, 쉴 틈 없이 짜릿한 

게이밍의 세계…. 동북아 최초의 

Art-Tainment 호텔 & 리조트는 새로운 즐거움이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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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2501-40
•홈페이지   www.hanwharesort.co.kr/irsweb/resort3/resort/

rs_intro.do?bp_cd=2101

그 자체만으로 목적지가 되는

한화리조트 거제 벨버디어

거제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곳, 자연이 

들려주는 몽돌해변의 노랫소리가 정겨운 

프리미엄 리조트. 다양한 캐릭터 객실과 

테마시설이 가득한 어린이 놀이천국으로  

실내에서 남해를 바라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      소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원님로399번길 319

•홈페이지  www.haevichi.com

제주의 자연과 오롯이 마주한

해비치호텔 & 리조트

눈 앞에 펼쳐지는 바다,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실내외 온수 풀을 갖추고  

있으며, 푸른 바다, 제주민속촌 등  

제주 경관을 오롯이 품은 넓고 편안한 

객실을 제공함은 물론 간단한 취사 

시설도 갖춰 가족여행에 적합한 공간입니다.

•주      소  강원 정선군 북평면 중봉길 9-12

•홈페이지  www.park-roche.com

자연을 그대로 느끼고 숨 쉬는

파크로쉬 리조트 & 웰니스

정선 북평면 숙암리, 순수하고 아름

다운 대자연 속에 탄생한 신규호텔로 

최고의 안락함과 감동 어린 서비스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듭니다. AQUA 

CLUB과 WELLESS CLUB의 프로그램은 고객들의 안전과 최상의 웰니스 

경험을 제공합니다.

•주      소  전남 여수시 신월로 496-25

•홈페이지  www.hiddenbay.co.kr

•주      소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68-32

•홈페이지  hiltonbusan.co.kr

가막만에 숨겨진 자연의 멋을 살린 디자인

히든베이 호텔

도심 속에서 완벽한 휴식처를 만나고 싶을 때는

힐튼 부산

해넘이가 아름다운 베스트 호텔로  

전 객실 오션뷰를 갖추고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으로  

자리 잡은 여수의 랜드마크 호텔인 

히든베이 휘트니스센터는 아름다운 

가막만을 바라보며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객실마다 갖춰진 프라이빗 발코니에서  

눈부신 오션뷰 또는 마운틴뷰를  

마음껏 감상하고, 계절마다 신선한  

재료에 셰프의 섬세한 손길이 더해진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완벽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      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96

•홈페이지  www.busanparadisehotel.co.kr

해운대 럭셔리 호텔에서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 맘껏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해운대 바닷바람과 파도를 마음껏  

감상하고, 로이 리히텐슈타인,  

앤디 워홀 등 호텔 곳곳의 걸작과 해변  

산책로의 조각은 갤러리를 연상하게  

합니다. 부산의 랜드마크 호텔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고객센터  02-6022-2443(예약 전 상담 불가)

•상담안내   한국어 :  평일 09:00~ 21:45  

토・일요일 09:00~17:45

 영어 : 24시간 제공

  전화상담 연결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krservice@agoda.com)로 문의

•홈페이지   www.agoda.com/kcci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통해 접속하신 경우에 한해 할인 혜택 적용

국내에서 해외까지, 전 세계 호텔 최대 80% 할인

아고다

Casa de la Flora Cham's house

Vanabelle

아고다는 전 세계 200만여 개 이상의 호텔 및 숙박시설의 객실 정보,  

최저가 요금, 1,500만여 개 이상의 고객 리뷰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온라인 호텔 예약 사이트입니다. 주요 글로벌 호텔 체인과 독립적 

으로 운영되는 호텔, 리조트, 펜션,  프라이빗 하우스 등 다양한 종류의 숙소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아고다는 국내외 초특가  

호텔과 프로모션 혜택으로 회원님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회

원

특

전

★�전�세계�호텔�상시�7%�할인

★�매월�BEST�3�여행지�8~1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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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도 가격 비교하고 떠나는 시대

투어캐빈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은 어떤 상품이 더 좋은지, 같은 여행지라도 더 착한 가격으로 여행할 수는 없는지 늘 궁금합니다. 여행자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16년간 고민해온 투어캐빈은 네이버 쇼핑, 다나처럼 여행상품을 중계하며, 노랑풍선여행, 롯데관광, 모두투어, 하나투어 등 제휴된 17개  

여행사의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검색・비교할 수 있습니다. 투어캐빈은 사진으로만 남는 여행이 아닌 마음에 남는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어캐빈�주요�서비스

투어캐빈 
단독특가

해당 여행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투어캐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가격

마감임박 
긴급모객

제휴 여행사가 보유한 마감임박, 출발 전 긴급취소, 최소  
출발 인원 모객 등 긴급 상품들만 모아서 제공

출발확정
수많은 상품 검색 및 가능 여부 확인 없이 바로 예약・결제・ 
확정을 진행할 수 있는 상품만 모아놓은 서비스

짐싸 D-3
여행사 영업일 기준, 당일부터 D-3일까지 출발하는 상품만  
모아놓은 서비스(출발이 임박한 초긴급 모객인 만큼 90%  
이상 출발 확정 상품)

여행상품 
비교검색

17개 여행사가 보유한 대부분의 여행상품을 지역・테마・ 
가격・여행사별로 한눈에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여 행
아늑한 명품호텔 플러스 별미

남도 환타지아 1박 2일

•주관 여행사 자유투어

•�포함사항 왕복 열차요금, 

숙박료, 식사(3식), 사천  

바다케이블카, 보리암 입장료, 

요트 세일링, 여수 레일바이크, 

순천만 입장료(생태공원, 순천만국가정원), 연계 차량요금

•�여행 코스 사천 바다케이블카, 남해 알프스 독일마을 & 원예예술촌, 

여수 바다 요트 세일링, 순천만생태공원 등

•�특식 재첩국 백반, 게장+갈치조림 세트, 특급호텔 조식 뷔페

우리나라 유일의 모래사막 방문

서해 백령도・대청도 2박 3일

•�주관 여행사 투어2000  

•�포함사항 왕복 선박료, 숙박료 

(2박). 식사(6식), 유람선요금,  

현지 교통요금, 입장료

•�여행 코스 심청각, 백령도  

유람선 관광, 중화동 포구・교회, 연화리 해안가, 콩돌 해안가(천안함위령탑), 

담수호, 사곶 천연비행장, 고봉포 사자바위, 약쑥 특산단지, 대청도 기름  

아가리, 독바위, 모래사막, 농여해변 트레킹, 수리봉 전망대 및 지두리 

해변, 모래울동 솔밭 트레킹, 검은낭 해안 산책로, 서해 최북단 신비의  

서풍받이 트레킹, 해넘이 전망대, 독바위 전망 조망

부산 명소와 명물을 한 번에!

부산으로 떠나는 테마여행 1박 2일
•주관 여행사 모두투어

•�포함사항 왕복 열차요금, 연계 버스요금,  

숙박료, 식사(2식)

•�여행 코스 감천문화마을, 부산스카이 

워크, 해운대, 아쿠아리움, 누리마루하우스,  

동백공원 해안 산책로, 해동용궁사,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송도 갈맷길・해수욕장・해안 산책로, 해상케이블카,  

태종대, 흰여울문화마을, 자갈치시장

•�특식 생선구이 백반

올레, 싱그러운 해바라기 들판의 섬

제주도 4일

•주관 여행사 노랑풍선

•�포함사항 제주 왕복 항공료,  

왕복 공항세, 유류할증료,  

숙박료(3일), 전용 차량비,  

일정표상에 표시된 식사,  

입장료, 국내 여행자 보험

•�여행 코스 서부권(카멜리아힐, 오설록 녹차재배단지, 서커스월드 

등), 동부권(삼나무 숲길, 낙타 트레킹 체험 등)

•�특식 고등어조림, 토종돼지 불고기+좁쌀 막걸리

따라올 수 없는 맛을 찾아서

전라도 별미 찾아 떠나는 1박 2일
•주관 여행사 투어2000

•�포함사항 왕복 버스요금, 숙박료, 식사(4식),  

케이블카 탑승료, 여행 가이드비, 차량 보험

•�여행 코스 두륜산 케이블카, 미황사, 강진  

가우도 출렁다리 섬 트레킹, 진도 운림 산방,  

진도 타워, 이순신 장군 울돌목 녹진 전망대, 목포  

유달산 노적봉, 오포대, 목포 수산물시장

•�특식 산채비빔밥, 영암 최고 별미 육낙, 된장국 백반, 목포 별미 간장 

게장 & 홍어삼합

붉은 노을이 아름다운

홍도・흑산도 1박 2일
•�주관 여행사 자유투어  

•�포함사항 왕복 선박료, 숙박료, 식사

(3식), 홍도 유람선요금, 현지 연계 

차량요금

•�여행 코스 홍도 자유시간(몽돌해

수욕장, 난 전시관, 동백숲, 생태

전시관, 낙조전망대 등), 홍도 유람선 관광(남문바위, 촛대바위 등 

약 2시간 30분 소요), 흑산도 자유・선택 관광(버스관광일주 15,000원 

/ 유람선 22,000원)

•고객센터  

•기업주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11

•홈페이지  www.tourcabin.com

회
원
특
전

★�50만�원당�1만�원�백화점��

상품권�증정

070-5039-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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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여행사 자유투어 •이용항공  

대한항공 •방문 지역 이스탄불,  

앙카라, 샤프란볼루, 카파도키아,  

파묵칼레, 쉬린제, 에페소, 안탈리아, 

부르사 등 •상품 특전 전 일정 특급

호텔 숙박 / 이스탄불에서 카파도키아 이동 시 국내선 항공 이용(장거리 

버스 이동 대비 11시간 단축) / 최신식 45인승 WIFI 대형버스 탑승 / 

파묵칼레 특급호텔에서 온천욕, 보스포루스 해협 정규선 크루즈 탑승 /  

특식 : 쉬쉬케밥, 코프테, 되네르케밥, 아다나케밥, 이스켄데르케밥,  

양갈비, 치즈피데, 로쿰, 아이란, 석류 주스, 돈드르마

•주관 여행사 참좋은여행

•�이용항공 아시아나항공

•�방문 지역  스페인 남부(말라가,  

세비야),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 상품 특전 아시아나항공 직항 / 일급 

호텔 또는 투어리스트급 숙소 /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 자유일정 / 지중해 말라가해변 자유일정 / 가우디의 

걸작성가족성당, 구엘공원 내부 관광

여왕 머리 바위 보려면 서둘러~

대만 타이베이・단수이・지우펀・야류・스펀 4일
패키지에 자유일정을 더해 한 번에!

스페인 그 완벽한 자유 9일

•주관 여행사 레드캡투어

•�이용항공 타이항공

•�방문 지역 타이베이, 기륭,  

스펀, 지우펀

• 상품 특전 저가항공 비교 불가 

기내식 제공, 무료수하물 30㎏ / 101빌딩 전망대 관광 포함 / 스펀 

천등 날리기 체험 4인 1개 / 펑리수 1인 1팩, 땅콩 아이스크림 2인 

1개 제공 / 특식 : 야시장 자율 석식(1인 150대만달러 제공), 몽골 

리안 BBQ

•주관 여행사 롯데관광

•�이용항공 에어부산 

•�방문 지역 비엔티안, 방비엥 

• 상품 특전 5성(비엔티안) 

또는 4성급(방비엥) 숙소 

제공 / 탐남・탐쌍동굴 체험, 

카약 래프팅, 블루라군 다이빙 포함 / 전신 마사지 제공 / 커피농장 커피 

무료시음 / 특식 : 검은 생강 백숙, 무제한 삼겹살, 믹스 or 굿 뷰 라오스 

정식

•�주관 여행사 KRT 

•이용항공 타이항공 

•�방문 지역 태국, 미얀마,  

라오스 

• 상품 특전 태국, 미얀마, 라오스 

삼국을 가로지르는 골든 트라이앵글 관광 / 코끼리, 우마차, 뗏목 트

레킹 & 코끼리쇼 / 아시아 최고 수질 룽아룬유황온천욕 체험 / 치앙

마이 아라비카 커피 시음, 팥빙수 시식, 라오스 흑맥주 시음 /  특식 : 

샤부샤부, 비빔밥 뷔페, 강황 삼겹살

로키산맥도 보고, 레이크 루이스도 보고

밴쿠버・캐나다 로키 7일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즐기는 호핑투어

코타키나발루+호핑투어+선셋 보트 2박 4일

•�주관 여행사 온라인투어 •이용항공 에어캐나다 •방문 지역 밴쿠버, 

캘거리 •상품 특전 밴쿠버 왕복직항 에어 캐나다 항공 탑승 / 전 일정  

일급호텔 숙박 /로키의 진주 재스퍼 국립공원 관광 / 레이크 루이스  

곤돌라 OR 설퍼산 곤돌라 포함 / 면세점 할인쿠폰, 110V 플러그  

1인당 1개 증정

부산 출발! 푸른 물줄기에 몸을

비엔티안・방비엥 4/5일
동남아 3개국 체험을 한 번에

치앙마이・골든트라이앵글 3국 투어 5일

자연과 도시의 하모니

미동부+나이아가라 7일

•�주관 여행사 온누리투어•이용항공 대한항공�•방문 지역 뉴욕, 

워싱턴, 나이아가라 •상품 특전 전 일정 일급호텔 이용 / 뉴욕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탑승 / 나이아가라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스카이론 타워 / 나이아가라를 가까이서 관광할 수 있는 혼 블로워호

(하계), 씨닉터널(동계) / 특식 : 한식 5식

관광은 구석구석 체험은 골고루

싱가포르 1박+바탐 2박

•�주관 여행사 한진관광 •이용항공 대한항공�•방문 지역 싱가포르,  

바탐 •상품 특전 국적기 대한항공 이용 / 가든 바이 더 베이 관광과  

싱가포르 플라이어 체험 포함 / 센토사섬(케이블카 편도, 스카이타워), 

머라이언공원 관광 / 주롱새공원 버드쇼 및 모노레일 탑승 / 특식 :  

주롱새공원 뷔페, 스팀보트

대구 출발, 가성비 Good!

베트남 하노이・하롱베이+옌뜨 5일
8대 관광지 모두 터키 완전정복

터키 완전 일주 9일

가장 가까운 유럽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완전정복 4일

•�주관 여행사 노랑풍선

•이용항공 이스타항공�

•방문 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상품 특전 구소련의 C-56이 있는 

잠수함 박물관(내부) / 블라디보스토

크에서 세단까 구간 전차체험 탑승 /  

독수리전망대로 가는 푸니쿨라 탑승 / 프리

모르스키 아쿠아리움(돌고래 & 바다사자쇼) 관광 / 

특식 : 킹크랩

•�주관 여행사 인터파크투어

•�이용항공 티웨이항공 

•�방문 지역 하노이

• 상품 특전 옌뜨산 케이블카, 베트남 

전통 수상인형극 포함 / 전통 마사지  

1시간 제공(아동 제외) / 하롱베이 비경 투어 시 

스피드보트 탑승 / 하노이 시내 관광 시 스트릿카 탑승 / 특식 : 샤부

샤부, 선상식, 삼겹살, 쌈밥 정식

•�주관 여행사 여행박사 •이용항공 에어부산 •방문 지역 코타키나발루

•�상품 특전 밍가든 호텔 숙박 / 마무틱섬 아일랜드 호핑투어, 스노클링 

체험(장비 제공)  / 라쿤팍 선셋보트 투어 / 필리피노마켓 야시장 투어 / 

특식 : 뷔페식 해산물 BBQ, 스팀보트

현지인처럼 올드카 타고 구석구석!

쿠바 퍼펙트 일주 8일

•�주관 여행사 모두투어

•이용항공 멕시코항공�

•�방문 지역 멕시코시티, 아바나,  

트 리 니 다 드 ,  시 엔 푸 에 고 스 ,  

산타클라라, 바라데로, 몬테레이 

•�상품 특전 전 일정 NO 쇼핑  

/ 하바나 시내 올드카 투어 / 

야간 포격식(모로성), 아바나 

말레콘 산책로, 헤밍웨이 단골 선술집 방문 / 바라데로 올인 

클루시브 호텔 투숙 / 특식 : 랍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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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여행 종합그룹

하나투어

그리스 신화의 역사와 낭만이 있는 나라

푸른 빛 그리스 일주 9일

•�이용항공 아시아나항공 •방문 지역 아테네, 산토리니 등

•�상품 특전 지중해의 꽃 산토리니 2박 관광 / 고대 그리스 신화의  

도시 아테네 관광 / 영화 ‘300’의 배경지 테르모필레 관광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역인 메테오라의 수도원 방문 / 특식 : 깔라마리,  

그릭 샐러드, 양갈비 등

진짜 베트남쌀국수 맛이 궁금해?

다낭・호이안 5일

•�이용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방문 지역 다낭, 호이안

•�상품 특전 호이안 야간시티투어(음료 1병 포함), 투본강 투어 / 차밍

다낭쇼 / 다낭 에코백 증정 / 전 일정 5성급 호텔 숙박 / 2, 3일 차 

오전 자유시간

DJ나래와 함께 하는 클럽 파티

다낭 4, 5일

•�이 용 항 공  대 한 항 공 ,  

아시아나항공 등

•�방문 지역 다낭, 호이안

•�상품 특전 다낭 최대 규모 

클럽인 OQ에서 DJ나래 클럽 

파티 / 9월 28일 or 29일 파티 

참여 가능 / 패키지 예약 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 맥주 

및 음료 1병 제공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버킷리스트 1위

미서부 3대 캐년 4일

•�이용항공 항공 불포함 

•방문 지역 미국 서부

•�상품 특전 항공권은 개별 

구매, 현지 투어+숙박으로  

경비 절감 / 한국인 가이드 

배정 / 미국 서부 3대 캐년인 

그랜드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관광 /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도시 라스베이거스 관광 / 실제 베네치아를 본떠 

만든 베네시안 호텔 관람

에메랄드빛 비치에서 즐기는 요트 크루즈

방콕・파타야 5일
•�이용항공 대한항공 등 

•�방문 지역 방콕, 파타야

•�상품 특전 150달러 상당의 요트 

크루즈 & 스노클링 / 전통마사지  

1시간(아동 발마사지 제공) /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왓포사원, 

파타야 인기 관광지 진리의 성전  

포함 / 특식 : 수끼, 아시아 

파크 내 자유식(식사비용 지원)

•�이용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방문 지역 괌 

•�상품 특전 PIC, 힐튼,  

두짓타니 등 오션뷰 객실 /  

리티디안 정글 투어 포함(무동력 

스포츠, 스노클링 장비, 구명조끼 제공) / 

레스토랑 및 쇼핑몰에서 할인 가능한 하나 스마트카드 제공 /  

때 묻지 않은 자연 클리프사이드 관광

가장 가까운 미국

괌 4, 5일

여 행

하나투어는 국내 및 해외에서 약 4,500명(자회사 포함)이 넘는 직원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여행기업으로 20년 연속 해외여행 및 항공권  

판매 1위를 달성하고 있는 1등 여행 종합기업입니다. 하나투어는 기업여행 서비스로 하나트래비즈 브랜드를 출시하여 기업 출장, 단체행사, 임직원  

복지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해 복지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랑하는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집중하는  

서비스로 고객 마음에 쏙 드는 하나투어가 되겠습니다. 

회

원

특

전

★�패키지�해외여행�상품가�3%�할인

★�국내�기차여행�만들기�KTX�최대�35%��

할인

★�국내�숙박�3%�할인

★�SM�면세점�가입�시�VIP�등급으로�승급

•고객센터  02-6954-0770

•기업주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41

•홈페이지  www.hanatr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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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항 공  대 한 항 공 ,  

티웨이항공 

•�방문 지역 베트남 호찌민 

•�상품 특전 2030세대

만 예약 가능(가이드도 

2030세대) / 베트남의 

가로수길 타오디엔 관광 

/ 여행자들의 거리 데탐거리 관광 / 호찌민 최대 벤탄 시장, 호찌민 전쟁 

박물관 포함 / 특식 : 반쎄오, 분짜 등 베트남 현지 먹거리

•이용항공 중국남방항공

•방문 지역 상덕, 장사, 장가계

•�상품 특전 천문산 케이블카, 천자산  

케이블카(편도) 탑승 / 원가계 백룡  

엘리베이터 편도 탑승 / 십리화랑  

관광 시 모노레일 탑승 / 여행 중 차량 내  

와이파이 제공 / 특식 : 장가계 최고 한식당 

유람 정통 한식

백두산 2배로 즐기기

백두산(북파+서파) 완벽 코스 5일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

장가계 5, 6일

•이용항공 중국남방항공

• 방문 지역 중국 이도백하, 

용정, 도문 등

• 상품 특전 백두산 천지 2번  

관광 : 백두산 북파 코스 

(천지, 장백폭포, 온천지대 

등), 백두산 서파 코스(천지, 37호 경계비 등) / 유일한 발해의 흔적 

발해유적지 관광 / 윤동주 시인 생가 방문 / 북한 땅이 보이는 두만

강 강변공원 관광 / 방당 과일바구니 제공

•�이 용 항 공  대 한 항 공 ,  

아시아나항공

•�방문 지역 이탈리아 남부 

or 중부

•�상품 특전 바티칸, 로마, 

베네치아, 나폴리 등 핵심 

도시에서 더 많은 시간 / 

놓치기 아까운 유럽 소도시 

방문 / 전 일정 개인용 수신기 제공 / 특식 : 삼겹살・불고기로 1회 식사 

업그레이드

•�이용항공 사천항공

•�방 문  지 역  중 국  성 도 ,  

여강

•�상 품  특 전  대 한 민 국  

대표 산악인 허영호대장 

동행 트레킹 / 차마고도의 

시작점 호도협, 아시아의 마테호른 옥룡설산 트레킹 / 초원에서  

즐기는 승마 체험, 발마사지 스페셜 포함 / 객잔식 호텔 이색  

숙박 3일 / 특식 : 야크 샤부샤부

•�이용교통 국적기, 저가항공, 기차, KTX •방문 지역 국내 전 지역 

•�상품 특전 교통(항공 or 기차), 숙박, 렌터카, 액티비티 결합 할인 /  

기차 최대 35% 할인+렌터카 포함 추가 5천 원 할인 / 제주여행 예약자 

마라도・가파도 왕복 승선권 증정+추가 할인 / 국내여행 만들기 예약 

시 런닝맨 입장권 예약 건당 1매 증정

※�소개�상품은�예시이며,�실제�상품의�구성은�달라질�수�있습니다.

세부 최대 워터파크 무제한 이용!

세부 막탄 5일
2030 청춘끼리 떠나자

호찌민 5일

•�이용항공 제주항공, 팬퍼시픽항공 등 •방문 지역 세부 •상품 특전 제이

파크아일랜드 리조트 워터파크 무제한 이용 / 전신마사지 1시간 포함

(성인 한정) / 미식 여행 : 세부 오리엔탈 스푼, 주부촌 레스토랑 식사  

포함, 특식 2회 포함 / 세부 유명 간식 2회 제공

이탈리아 1개국 깊이 보기

이탈리아 완전 일주 6~9일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 허영호 대장과 함께

호도협・옥룡설산 트레킹 6일

우리끼리 단독여행

보라카이 5일

•��이용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등 •방문 지역 보라카이 •상품 특전   우

리 넷만 함께하는 단독 행사 가능 / 로컬 인기 식당에서 식사 / 세일링 

보트 로맨틱 투어 / 2일 차 전일 자유일정 : 호핑투어+뷔페 or 마사지+

맛집 선택 / 신규 오픈한 라카멜라 리조트 신관 숙박 / 보라카이 핫플레

이스인 디몰 쇼핑거리 투어

2주 동안 살면서 느껴보는 유럽의 일상

프라하 반달 살기

•�이용항공 항공권 별도 구매 •방문 지역 프라하 •상품 특전 프라하  

1개월 교통패스 제공 / 반달 도우미(응급상황, 문의 등) 서비스 지원 / 

공항 출발・도착 시 한국인 가이드 동행 / 전 일정 레지던스형 아파트먼트 

숙박 / 프라하 시내 워킹 투어, 체스키크룸로프 투어 포함 / 프라하 동물원 

입장권 제공 / 유심칩 4GB 증정

르네상스, 바로크 그리고 반 고흐의 발자취

빈센트 반 고흐 문화예술 9일
원하는 대로 만드는 우리나라 여행

국내 여행 만들기(제주・기차)

모세와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0일

•�이용항공 에미레이트항공 

•�방문 지역 카이로, 나사렛, 페트라, 

예루살렘 등

•�상품 특전 성지순례 전문 가이드  

동행 / 기자 피라미드 & 스핑크스  

관람 / 예수님 흔적이 있는 성지 방문(아기  

예수 탄생교회, 예수님 세례 터, 십자가의 

길, 겟세마네 동굴, 예수 승천 교회 등)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대 도시 페트라 관광 / 죽음의 바다 사해 수영 / 두바이 &  

아부다비 1일 관광

•�이용항공 에어프랑스

• 방문 지역 아를, 베르사유,  

암스테르담 등

• 상품 특전 빈센트 반 고흐 미술관, 

오르세 미술관 관람 / 파리 세느강  

유람선 탑승 / 프랑스 현지 와이너리,  

파리 럭셔리 아울렛 라발레 빌리지 방문 

(2시간 자유시간) / 전 일정 4성급 시내 중심 숙박 / 전 일정 개인용 

수신기 제공

•�이용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 방문 지역 홍콩, 마카오

•�상품 특전 카지노 체험(만 21세 

미만 입장 불가) / 트램(또는 2층 

버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탑승 

/ 베네시안 리조트 관람 / 홍콩 명물 

에그타르트 1인 1개 제공 / 특식 : 광둥 

정식, 얌차식(딤섬), 포르투갈식(매캐니즈식)

쇼핑, 야경, 딤섬의 도시

홍콩・마카오 3일



하나뿐인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건강관리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한 행복한 복지   +
25

24

휴
양

소
・여

행
건

강
관

리
취

미
・자

기
계

발
생

활
안

정
상

품
쇼

핑
몰

가
입

 및
 이

용
안

내

실시간 검진 예약, 전국 어디서나 검진

㈜선헬스케어인터내셔널

건강검진·
진료

㈜선헬스케어인터내셔널�협력�검진�의료기관

◈�선헬스케어인터내셔널�서비스

건강관리
-  전국 협력병원 연계 회사 임직원과 가족의 검진 예약
- 검진 결과 조회 및 건강정보 제공
- 개인 맞춤 건강컨설팅 및 사후관리

예방접종 - 전국 협력병원 연계 접종 예약

심리상담 -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상담

유전자 검사 -  유전변이 분석을 통한 개인의 암 및 일반 질병 발생 예측

지역 병원명

강
원
도

동해 동해동인병원

춘천 춘천강남병원

경
기
도

고양
일산그레이스병원

허유재병원

구리 한양대구리병원

군포 군포남천병원

남양주 남양주양병원

성남

KMI 수원센터

메디피움(분당)

(구, 메디피아병원)

보바스기념병원

필립메디컬센터(분당)

수원 수원더웰병원

안양
국제나은병원(안양)

안양샘병원

평택 평택성모병원

화성
메디피움(동탄)

원광종합병원

경
상
남
도

김해 갑을장유병원

진주 진주고려병원

창원

SMG연세병원

(구, MH연세병원)

마산청아병원

창원세종내과

한마음창원병원

경
상
북
도

경산 경산세명병원

김천 김천제일병원

포항 여성아이병원

광
주
광
역
시

광산구

광주보훈병원

광주수완병원

세계로병원

동구 대인연합내과의원

북구
광주현대병원

은병원

서구 KMI 광주센터

지역 병원명

광주
광역시

서구
비타민병원

서광병원

대구
광역시

북구 대구보건대병원

중구 KMI 대구센터

대
전
광
역
시

서구

둔산속편한내과

삼영의료재단 둔산병원

온누리수 검진센터

부
산
광
역
시

동구 KMI 부산센터

부산진구

동의의료원

부산이샘병원

온종합병원 서면센터

사상구 좋은삼선병원

서
울
특
별
시

강남구

KMI 강남센터

강남하트스캔

광혜병원

리더스헬스케어

미래의료재단

민강남클리닉

(구, 민병원 강남)

베스티안병원(서울)

비에비스나무병원

애트민헬스케어

청담베스트내과의원

하나로의료재단(강남)

구로구 베스트건강검진센터

금천구 소중한메디케어의원

서초구

남재현프렌닥터

녹십자의료재단

방배제일병원

한신메디피아

성동구 제인병원

송파구

국민체력센터

다온헬스케어의원

서울병원

영등포구 KMI 여의도센터

지역 병원명

서
울
특
별
시

영등포구 영등포성애병원

종로구

KMI 강북센터

세란병원

하나로의료재단(종로)

중구

서울베스트의료의원

서울중앙클리닉

우리원헬스케어

울
산
광
역
시

남구 HM병원

북구
21세기좋은병원

울산시티병원

중구 동천동강병원

인
천
광
역
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미추홀구
인천사랑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부평구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

서구
검단탑종합병원

나은병원(가좌)

연수구
나사렛국제병원

나은병원(송도지안)

전라
남도

순천
순천중앙병원

순천플러스내과

전라
북도

군산 동군산병원

익산 원광대병원

전주

대자인병원

전주내과

전주병원

전주예수병원

제주도 제주 제주중앙병원

충
청
남
도

천안 천안충무병원

충
청
북
도

청주

베스티안병원(청주)

청주한국병원

효성병원

회

원

특

전

★�전국�100여�개�검진센터�온라인예약��

서비스�제공

★�일반�검진권�대비�혜택(가)�제공�

(기본검진�15~50만�원으로�제공)

•고객센터  1566-7775

•기업주소  본사 : 대전 중구 대종로 645 

 서울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0길 33-2

•홈페이지  www.onlinemed.co.kr

※�협력�검진�의료기관은�추후�변동될�수�있으며,�정확한�정보는�홈페이지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선헬스케어인터내셔널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온라인을 활용하여 검진 서비스를 실시간 예약할 수 있고, 이 기업과 연계된 전국의 협력 기관  

어디서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자문 의료진을 통하여 개인별 맞춤 컨설팅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종합 

검진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임직원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관리할 EAP 심리상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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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피트니스 & 골프 공유 서비스

리프레쉬클럽

피트니스·
골프·요가

◈�멤버십�행복�특권

리조트 회원 대우 휘닉스파크, 한화리조트(주중), 용평리조트, 비체팰리스

건강검진 우대 강북삼성병원, 경희의료원, 분당차병원, 차움검진센터 삼성, 제일병원 등 27개 검진센터

메가박스 중복할인 기존 할인카드 적용 후 추가 1,000원 할인(중복 적용 시 최대 9,000원 할인) / 콤보세트 2,000원 할인

CU 상품권 10% 할인 365일 통신사 할인 등 중복할인 적용 가능

한국민속촌 최대 48% 할인 연간 이용 횟수 무제한, 본인 포함 4명(입장권, 자유이용권, 연간회원권)

한국타이어 15% 할인 티스테이션에서 사용 가능(무료배송, 무료장착)

◈�리프레쉬클럽�상품

리프레쉬 트리니티 클럽 리프레쉬 조이 클럽

특징 연간형 상품 차감형 상품

사용자 신청인 본인 회사 지정인 누구나

종류

레드 그린 블루 블랙

회
원
특
전

★�중소기업�복지플랫폼�이용�회원�5%�추가�할인

★�멤버십�구매�회원에게�DTC�개인�유전자��
검사�제공

◈�멤버십�안내

멤버십 구분 주요 시설 대표 시설

리프레쉬 트리니티 클럽

[블랙]

(모든 등급 이용)

최대 70% 할인

•더리버사이드호텔

•라마다서울호텔

•메이필드호텔

•더케이호텔

•청담스포피아

 외 500여 개 시설
펜타즈호텔

•일반회비 : 550만 원/년

리프레쉬 트리니티 클럽

[블루]

(R11 등급 이하)

최대 70% 할인

•한양파인CC골프연습장

•인그래인골프연습장

•펜타클휘트니스

•골프존아카데미

•대청SPO5

 외 450여 개 시설
시그마스포츠클럽

•일반회비 : 270만 원/년

리프레쉬 트리니티 클럽

[그린]

(R9 등급 이하)

최대 70% 할인

•월드컵스포츠 & 스파

•중산힐스골프클럽

•대우골프연습장

•스포츠아일랜드

•신사스포츠센터

 외 400여 개 시설
건강과 땀

•일반회비 : 180만 원/년

리프레쉬 트리니티 클럽

[레드]

(R7 등급 이하)

최대 70% 할인

•서산불한증막사우나

•한양스포츠센터

•대영휘트니스

•동백스포랜드

•더힐스토리

 외 300여개 시설
올림픽스포츠센터

•일반회비 : 150만 원/년

리프레쉬 
조이 클럽 [블랙]

(모든 등급 이용) 최대 70% 할인

리프레쉬 
조이 클럽 [블루]

(R11 등급 이하) 최대 70% 할인

리프레쉬 
트리니티 클럽 [그린]

(R9 등급 이하) 최대 70% 할인

리프레쉬 
트리니티 클럽 [레드]

(R7 등급 이하) 최대 70% 할인

•고객센터  1566-6933  

•기업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79길 71

•홈페이지  refreshclub.co.kr

직장인들 사이에 ‘저녁이 있는 삶’ 워라벨 문화가 트랜드인 요즘  

임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나선 리프레쉬클럽. 

이 기업은 국내 최초로 기업복지용 피트니스 O2O 서비스를 런칭한  

이후 15년 동안 다양한 고가의 멤버십 스포츠시설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되면 하나의 멤버십으로 회사나 자택  

인근, 출장지에서도 자유롭게 골프, 수영, 헬스, 요가 등 개인적으로 가입

하기 부담스러운 전국 프리미엄 스포츠시설을 최대 80% 할인한 가격으

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또 다른 

세상을 찾아 드립니다!

취미
·

자기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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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화

컬처플렉스를 이끄는 문화 브랜드

CJ CGV

글로벌 NO.1 컬처플렉스를 지향하는 국내 최대 극장사업자 CJ CGV. 

2019년 국가 고객만족도 조사(NCSI) 영화관 부문 1위 등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가장 사랑받는 영화관이 된 CJ CGV는 영화에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접목한 복합문화공간 컬처플렉스로 끊임없이 진화  

중입니다.

컬처플렉스의 집약체

CGV용산아이파크몰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좌석  20관, 3,893석

•시설   4DX with ScreenX, 아트하우스, 골드클래스, IMAX 

LASER(세계 최대 크기의 IMAX 스크린 31X22.4m), 씨네드

쉐프, 스카이박스, 템퍼씨네마

영화를 쇼핑하는 시네마 스트리트 콘셉트

CGV여의도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좌석  9관, 1,183석

•시설   4DX, 아트하우스, 컴포트관, 프리미엄관

울산지역 최대 LANDMARK CINEMA

CGV울산삼산

•�주소  울산 남구 화합로 185 �

•좌석  11관, 2,487석

•시설   4DX, 골드클래스, IMAX, 스크린X

Leicester Square를 모티브한 문화광장 콘셉트

CGV영등포

•�주소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 

•좌석  12관, 2,797석

•시설   4DX, 골드클래스, 스크린X, 스피어X, STARIUM 등

3040 고객을 위한 감성 충전

CGV판교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46번길 20  

•�좌석  7관, 1,432석

•시설   4DX, IMAX

지역 극장명 주소

강
원
도

CGV강릉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20

CGV원주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171

CGV인제 강원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44번길 100

CGV춘천 강원 춘천시 지석로 80

CGV춘천명동 강원 춘천시 중앙로67번길 18

경
기
도

CGV경기광주 경기 광주시 중앙로 89-6

CGV광교상현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295번길 9 

CGV광명철산 경기 광명시 철산로30번길 14

CGV구리 경기 구리시 경춘로 243 

CGV김포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2 

CGV김포운양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 11로 288-31 

CGV김포풍무 경기 김포시 풍무로 167

CGV김포한강 경기 김포시 걸포로 6

회

원

특

전

★�영화티켓�온라인�최저가�

★��매점�제품�할인

★�카드사�혜택�중복할인�가능�

(카드사별�조건�확인)

•고객센터  1544-1122

•기업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홈페이지  www.cg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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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극장명 주소

부

산

광

역

시

CGV동래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3

CGV서면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4

CGV서면중앙대로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72 

CGV센텀시티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CGV아시아드 부산 연제구 종합운동장로 7

CGV하단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3

CGV해운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20 

CGV화명 부산 북구 화명대로 16

CINE de CHEF 

센텀시티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서

울

특

별

시

CGV강남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8

CGV강변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CGV건대입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30길 26

CGV구로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52 

CGV대학로 서울 종로구 대명길 28 

CGV동대문 서울 중구 장충단로13길 20

CGV등촌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5길 61

CGV명동 서울 중구 명동길 14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서울 중구 퇴계로 123 

CGV목동 서울 양천구 목동로 257

CGV미아 서울 강북구 도봉로 34

CGV불광 서울 은평구 불광로 20

CGV상봉 서울 중랑구 상봉로 131

CGV성신여대입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6

CGV송파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

CGV수유 서울 강북구 도봉로 399

CGV신촌아트레온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129 

CGV압구정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30길 45 

CGV여의도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CGV영등포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

CGV왕십리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

CGV용산아이파크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CGV중계 서울 노원구 동일로204가길 12

CGV천호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71

CGV청담씨네시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23 

지역 극장명 주소

경

기

도

CGV동백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CGV동수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81

CGV동탄 경기 화성시 동탄중앙로 220

CGV동탄역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537

CGV배곧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로 278번길 61 

CGV범계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19

CGV부천 경기 부천시 오정구 길주로 180

CGV부천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60

CGV북수원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50

CGV산본 경기 군포시 번영로 505

CGV서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80번길 19 

CGV소풍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239

CGV수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CGV

스타필드시티 위례
경기 하남시 위례대로 200 

CGV시흥 경기 시흥시 복지로 90

CGV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4

CGV안성 경기 안성시 아양2로 109 

CGV야탑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

CGV역곡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05

CGV오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151번길 20

CGV용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86

CGV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

CGV의정부태흥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CGV이천 경기 이천시 중리천로 58 

CGV일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CGV죽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6

CGV파주문산 경기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719-10

CGV판교 경기 성남시 판교역로 146번길 20

CGV평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33

CGV평택 경기 평택시 평택로 51

CGV평택소사 경기 평택시 평남로 862 

CGV화정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28

경
상
남
도

CGV거제 경남 거제시 장평로 12

CGV김해 경남 김해시 내외중앙로 137

CGV김해장유 경남 김해시 삼문로 12

지역 극장명 주소

서

울

특

별

시

CGV피카디리

1958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5가길 1

CGV하계 서울 노원구 섬밭로 258

CGV홍대 서울 마포구 양화로 153 

CINE de CHEF 

압구정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30길 45

CINE de CHEF 

용산아이파크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세종시 CGV세종 세종 도움 1로 108 

울산

광역시

CGV울산삼산 울산 남구 화합로 185

CGV울산진장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51-10

인

천

광

역

시

CGV계양 인천 계양구 장제로 738

CGV남주안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736

CGV부평 인천 부평구 마장로 489

CGV연수역 인천 연수구 벚꽃로 106 

CGV인천 인천 남동구 예술로 198

CGV인천공항 인천 중구 공항로 272

CGV인천논현 인천 남동구 논현로26번길 34

CGV인천연수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210

CGV주안역 인천 남구 염창로 58

CGV청라 인천 서구 청라루비로 76

충

청

남

도

CGV당진 충남 당진시 우두 1로 88

CGV보령 충남 보령시 대흥로 51

CGV서산 충남 서산시 안견로 242

CGV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명동길 47

CGV천안터미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CGV천안펜타포트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96

CGV홍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247번길 9

충

청

북

도

CGV청주(서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63

CGV청주성안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33

CGV청주율량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14 

CGV청주지웰시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7-1

CGV청주터미널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33

CGV충북혁신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 1길 10

지역 극장명 주소

경

상

남

도

CGV마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36

CGV양산물금 경남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68

CGV창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97번길 6

CGV창원더시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 

CGV통영 경남 통영시 원문로 27

경

상

북

도

CGV구미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44

CGV김천율곡 경북 김천시 혁신2로 15

CGV북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서동로 93 

CGV안동 경북 안동시 경동로 841 

CGV포항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77

광

주

광

역

시

CGV광주금남로 광주 동구 중앙로160번길 16-7

CGV광주상무 광주 서구 시청로 67

CGV광주용봉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 170 

CGV광주첨단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26번길 29-31

CGV광주충장로 광주 동구 중앙로 163

CGV광주터미널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CGV광주하남 광주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대

구

광

역

시

CGV대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85

CGV대구수성 대구 수성구 지범로 191

CGV대구스타디움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40 

CGV대구아카데미 대구 중구 중앙대로 412 

CGV대구월성 대구 달서구 조암로 29 

CGV대구이시아 대구 동구 팔공로49길 16

CGV대구칠곡 대구 북구 동암로 90

CGV대구한일 대구 중구 동성로 39

CGV대구현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77

대

전

광

역

시

CGV대전 대전 중구 계백로 1700

CGV대전가오 대전 동구 은어송로 72

CGV대전탄방 대전 서구 문정로 85

CGV대전터미널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CGV유성노은 대전 유성구 노은로 144 

CGV유성온천 대전 유성구 계룡로 132번길 10

부산

광역시

CGV남포 부산 중구 비프광장로 18

CGV대연 부산 남구 수영로 305

CGV대한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92번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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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당신이 좋아할 책에 관한 이야기들

㈜밀리의 서재

•저   자�유시민

•출판사�돌베개

•발행일�2018년 6월 25일

시대를 읽는 작가가 들려주는 역사

역사의 역사

이 책은 동서양의 역사가 16인과 그들이 쓴 역사서 

18권을 담고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가들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생각과 감정을 듣고 느껴봄으로써  

저마다 역사를 읽고 살아가는 태도를 돌아볼 기회를 

마련해줍니다.

•저   자�조던 B. 피터슨(역자 강주헌)

•출판사�메이든

•발행일�2019년 5월 13일

인생의 바다를 현명하게 항해하길

12가지 인생의 법칙

인생의 비극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혼돈과 질서의 경계선에 있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 최악의 시기를 지날 때도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12만 명의 호응을 얻은  

도서입니다.

•저   자�유현준

•출판사�와이즈베리 

•발행일�2019년 2월 26일

건축가 유현준의 첫 번째 도시 에세이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요

모두에겐 각자의 도시가 있습니다. 힙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도시는 우리에게 특별하고 애틋 

합니다. 작가 유현준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의 터전을 사랑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책에 

담았습니다.

•저   자�권오현

•출판사�쌤앤파커스  

•발행일�2018년 9월 10일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

초격차

삼성전자를 이끈 실질적 수장, 권오현 회장이 전하는 

생생한 경영 현장의 기록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집념, 한계를 뛰어넘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격(格, LEVEL)의 차이를 만드는 불변의 원칙들을 밝

힙니다.

•저   자�리처드 도킨스(역자 홍영남, 이상임)

•출판사�을유문화사

•발행일�2018년 10월 20일

과학을 넘어선 우리 시대의 고전

이기적 유전자

진화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무엇보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며 독자에게 큰 울림을 준다는 점에서 과학책을 

넘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한 번쯤 읽어봐야 할 책

입니다.

•저   자�JTBC 차이나는 클라스 제작팀

•출판사�중앙북스

•발행일�2018년 7월 8일

교양을 넘어 생존을 위한 질문들

차이나는 클라스

꽉 막힌 한국 사회의 문제를 바로잡고, 내일의 불확

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더는 침묵하지 않는 질문의 

시대를 이끌어갈 대표 교양 도서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의 해법을 쌍방향 토론식 수업을 통해 

모색합니다.

회
원
특
전

★�12개월�구매�시�약�20%�할인

★�6개월�이용권�제공(단독상품)

•고객센터  070-7510-5415

•기업주소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76

•홈페이지  www.millie.co.kr

나만의 서재를 꿈꾸는 사람이 반길만한 공간입니다. 책을 보고, 책과  

관련된 포스트를 작성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댓글을 달고 소통하는 곳, 

매주 업데이트된 책을 추천하는 곳, 월정액으로 약 3만 권 정도의 책을  

대여해 읽을 수 있는 밀리의 서재. 한국의 아마존을 꿈꾸는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밀리의 서재는 국내 최초로 월정액 독서 앱을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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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넥스트에너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외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일에 지친 임직원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싶습니까. 임직원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 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면 내일을 위한 에너지, 편안한 휴식을 지원하는 넥스트에너지를 만날 시간입니다. 넥스트에너지는 국내외 테마파크, 워터파크, 리조트 등 전국 100여 

개의 다양한 휴양시설과 레저・문화・공연 티켓을 간편한 플랫폼을 통해 최저가에 제공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문화 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활동적이고 새로운 기업복지행사나 워크숍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주도하며, 시대에 맞는 놀이문화를 제공합니다. 기업 복

지행사・정책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넥스트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외국어 하나쯤은 잘하고 싶은데 맘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원스쿨과 함께라면 원하는 외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2006년  

기초영어 강의 콘텐츠를 시작으로 현재 영어는 기본이고,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태국어, 이탈리아어 등 12개 언어의 학습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학생, 직장인, 가정주부, 중・장년, 실버세대까지 당신이 누구든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원스쿨은 배움의 즐거움을 얻고,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에너지�추천시설 ◈�시원스쿨�외국어�추천�콘텐츠

대명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서울랜드 에버랜드 & 캐리비안 베이 웅진플레이도시 기초영어 지텔프 텝스 토익

베트남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한국민속촌 한화 63스퀘어 호반 스플라스 리솜

회
원
특
전

★�오픈마켓·소셜커머스�대비�최저가��

티켓�판매

회
원
특
전

★�영어,�중국어,�일본어�外�7개�외국어�

수강권�최대�70%�할인

•고객센터  02-536-0836

•기업주소  서울 동작구 사당로29가길 26

•홈페이지  www.next-energy.co.kr

•고객센터  02-6409-0878

•기업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홈페이지  www.siwonschool.com

레저·
놀이시설 교 육



기쁨과 슬픔 

일상을 함께합니다!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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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함 信360

••���관 오동나무 1단관 1.0 이하+횡대(매장 

시), 백자 운학 봉안함(화장 시)

••�수의 대마 기계직 수의 1호(중국산, 국내 

기계직)

••�상복 현대식 상복(남성 양복, 여성 개량 

한복 각 4벌), 전통식 상복(필요 수량) 대여

••�장례지도사 장례 진행 1명, 염습 지원 1명

••�••장례도우미 장례 기간 중 총 3명, 1일 1명 10시간 지원

••••�고인이송 차량 비용 발생 시 최대 8만 원 지급

••�••버스・리무진 왕복 100㎞, 초과 시 1㎞당 요금 추가

경조사

국민 모두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업계 최대 자본금 5백억 원을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The-K 예다함상조. ‘The-바른, The-다른,  

The-K 예다함!’이라는 비전 아래 신뢰와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삼은 예다함은 고객에 대한 한치의 소홀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 보호 시스템,  

품질보증 시스템 등 진실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예다함 信390

••�관 오동나무 1단관 1.0 이하+횡대(매장 

시), 금전사 송학 봉안함(화장 시)

••�수의 대마 기계직 수의 1호(중국산, 국내 기

계직)

••�상복 현대식 상복(남성 양복, 여성 개량한

복 각 4벌), 전통식 상복(필요 수량) 대여

••장례지도사 장례 진행 1명, 염습 지원 1명

••장례도우미 장례 기간 중 총 5명, 1일 1명 10시간 지원 

••고인이송 차량 비용 발생 시 최대 8만 원 지급

••버스・리무진 왕복 150㎞, 초과 시 1㎞당 요금 추가

예다함 信500

••�관 오동나무 1단관 1.0 이하+횡대(매장 

시), 금전사 송학 봉안함(화장 시)

••�수의 대마 기계직 수의 2호(중국산, 국내 기

계직)

••�상복 현대식 상복(남성 양복, 여성 개량한

복 각 6벌), 전통식 상복(필요 수량) 대여

••장례지도사 장례 진행 1명, 염습 지원 1명

••장례도우미 장례 기간 중 총 6명, 1일 1명 10시간 지원

••고인이송 차량 비용 발생 시 최대 8만 원 지급

••버스・리무진 전국 무료

••제단장식 제단장식 5호 또는 45만 원 지급

예다함 VIP

•�관 향나무 2단관 1.5 이하+횡대(매장 시), 

향나무 2단관 1.0 이하 조각장식+자개 봉

안함(화장 시)

•�수의 대마 수제직 수의 3호(중국산, 국내 수

제직)

•�상복 현대식 상복(남성 양복, 여성 개량한

복 각 10벌), 전통식 상복(필요 수량) 대여

•장례지도사 장례 진행 1명, 염습 지원 1명

•�장례도우미  주간 : 장례 기간 중 총 12명, 1일 1명 10시간 지원 / 

야간 : 장례 기간 중 총 4명, 1일 1명 9시간 지원

•고인이송 차량 비용 발생 시 최대 8만 원 지급

•버스・리무진 전국 무료

•제단장식 제단장식 특 2호 또는 135만 원 지급

•�기타 헌화 200송이, VIP 일회용품 세트 300인분 3세트(총 900인분)

※�전�상품�공통사항�:�입관・의전�용품�일체�제공

•장례접수 1566-0119

•고객센터 1566-6644

•기업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86

•홈페이지  www.yedaham.co.kr

고객 감동 실현하는 프리미엄 상조서비스
3 3 3 3 3 3 3 3 3

The-K 예다함상조㈜

회
원
특
전

★기본가에서�13%�할인

(예다함�信390�:�4,290,000원�→�3,737,500원)

(예다함�信500�:�5,500,000원�→�4,792,050원)

예의를 지켜 정중하게 대한다는 ‘예우’와 

어떤 것이 끝나거나 남아있지 않다는 ‘다함’의 뜻을 모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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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새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토털라이프케어

㈜교원라이프

2010년 교원그룹의 계열사로 창립한 교원라이프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인 결혼,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칠순・팔순 등 기념일, 경건한 마지막 시간을 위한 장례까지 다른 상조회사와 차별화된 

토털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교육그룹으로서 쌓아온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믿을 수 있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삶 전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고자 노력합니다. 교원라이프는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제휴를 통해 최저가의 토털라이프케어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삶의 가장 즐거운 순간,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곁에서 함께 축복하고 슬

퍼하며 당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교원라이프의 장례 브랜드 물망초. 물망초의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처럼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 시간을 위한 배려, 고품격 장례 서비스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합니다.

※�전�상품�공통사항�:�입관·의전�용품�일체�제공

회
원
특
전

★�교원�임직원가로�제공

★�정가에서�40~80만�원�할인

•고객센터  1588-0060

•기업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51

•홈페이지  www.kyowonlife.co.kr

물망초 239(화장전용)
•관 오동나무 규격관+고급 황토 유골함(화장 시)

•수의 저마 100% 기계직

•수의 준비 시 꽃관보 또는 장례도우미 1명으로 대체

•상복 현대식 상복(남성 양복 3벌, 여성 개량 상복 3벌), 전통식 상복(필요 수량) 대여

•장례지도사 2명

•장례도우미 장례 기간 중 총 3명, 1일 1명 10시간 지원

•고인운구 앰블런스 차량 병원~화장장까지(관내)

•버스・리무진 왕복 200㎞ 이내 제공, 초과 시 1㎞당 요금 추가

물망초 320
•관 오동나무 1.5치+횡대 제공(매장 시), 오동나무 규격관+고급 황토 유골함(화장 시)

•수의 대마 100% 기계직

•수의 준비 시 꽃관보 또는 장례도우미 1명으로 대체

•상복 현대식 상복(남성 양복 5벌, 여성 개량 상복 5벌), 전통식 상복(필요 수량) 대여

•장례지도사 2명

•장례도우미 장례 기간 중 총 4명, 1일 1명 10시간 지원

•고인운구 앰블런스 차량 병원~화장장까지(관내)

•버스・리무진 왕복 200㎞ 이내 제공, 초과 시 1㎞당 요금 추가

•제단장식 제단장식 단상 1단 제공(영정사진틀 포함), 당사 제단 설치 불가 시 제단장식 비용 25만 원 지원

•기타 근조 꽃바구니 2개, 헌화 30송이, 일회용품 150인분

물망초 노블레스
•관 향나무 1.5치 2단+횡대 제공(매장 시), 오동나무 규격관+고급 황토 유골함(화장 시)

•수의 대마 100% 수제직 또는 황금운모 대마 100% 기계직 택 1

•수의 준비 시 영정사진+도우미 2명+발인도우미 1명 또는 리무진 차량 생화 장식 최고급

•상복 현대식 상복(남성 양복, 여성 개량 상복 필요 수량), 전통식 상복(필요 수량) 대여

•장례지도사 2명

•장례도우미 장례 기간 중 총 10명, 1일 1명 10시간 지원

•고인운구 앰블런스 차량 병원~화장장까지(관내)

•버스・리무진 전국무료 제공

•제단장식 제단장식 단상 4단 제공(영정사진틀 포함), 당사 제단 설치 불가 시 제단장식 비용 45만 원 지원

•기타 근조 꽃바구니 2개, 헌화 50송이, 일회용품 300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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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착한장례 서비스

㈜한마음에프앤씨

추천상품 도우미 수의, 관, 장식 이동 차량

착한장례

 249만 원 상품

- 장례지도사 : 3일 상주

- 염습지도사 : 1명

- 장례도우미 : 5명

- 삼베 갖은 수의

- 오동나무 규격관

- 생화 꽃바구니 2개

-  고인 전용 리무진(링컨 컨티넨탈, 화장장),  

유족 전용 버스 택 1

착한장례 

349만 원 상품

- 장례지도사 : 3일 상주

- 염습지도사 : 1명

- 장례도우미 : 6명

- 대마 당상관복 갖은 수의

- 오동나무 1.5치

- 고급형 꽃제단(30만 원 기준)

-  고인 전용 리무진(링컨 컨티넨탈, 화장장),  

유족 전용 버스 왕복 200㎞ 제공

착한장례 

469만 원 상품

- 장례지도사 : 3일 상주

- 염습지도사 : 1명

- 장례도우미 : 8명

- 대마 당상관복 갖은 수의(수제직)

- 오동나무 2단관

- 고급형 꽃제단(50만 원 기준)

-  고인 전용 리무진(링컨 컨티넨탈, 화장장),  

유족 전용 버스 전국 무료

경조사
교원라이프의 웨딩 서비스 화이트로즈. 

순백의 드레스처럼 하얀 장미꽃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더욱 돋보이도록 

교원만의 노하우로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를 제공합니다.

◈�협력업체�소개

스튜디오 아이리스 아멜리에 블랑

30년 경력의 웨딩 토털숍(스드메 원스톱 서비스)

•주소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81-1 

•전화 02-790-7888

트렌디한 수입 드레스 편집숍(스튜디오, 메이크업숍 선택 가능)

•주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72길 10

•전화 02-3446-9990

화이트로즈 198(스튜디오 아이리스 기준)
•웨딩드레스 웨딩 화보 촬영용 3벌, 메인 웨딩용 화이트 1벌

•턱시도 웨딩 화보 촬영용 1벌, 메인 웨딩용 1벌

•앨범 웨딩 화보 촬영용 1권(11 x 14 - 20P), 메인 웨딩용 3권(신랑・신부용 30P 1권, 혼주용 원판 10P 2권) 

•액자 3개(20R 1개, 11R 2개)

•헤어메이크업 신랑・신부 웨딩 화보 촬영・메인 웨딩 각 2회 제공

•기타 부케, 식전영상 제공

화이트로즈 298(스튜디오 아이리스 기준)
•웨딩드레스 웨딩 화보 촬영용 3벌, 메인 웨딩용 화이트 1벌

•턱시도 웨딩 화보 촬영용 1벌, 메인 웨딩용 1벌

•앨범 웨딩 화보 촬영용 1권(11 x 14 - 20P), 메인 웨딩용 3권(신랑・신부용 30P 1권, 혼주용 원판 10P 2권), 원본 파일 제공

•액자 3개(20R 1개, 11R 2개)

•헤어메이크업 신랑・신부 웨딩 화보 촬영・메인 웨딩 각 2회 제공, 양가 혼주 2인 메인 웨딩 1회 제공

•영상 DVD 3장 제공

•폐백 음식 제공, 의상 대여

•헬퍼 웨딩 화보 촬영・메인 웨딩 2회 제공

•기타 부케, 식전영상, 청첩장(300매)

빛나는 날에•화이트로즈 수연

빛나는 약속•화이트로즈 웨딩

•�웨딩 서비스 화이트로즈의 특장점  

- 베라왕, 얼루어, 라스포사 등 수입 드레스 구비

- 원장급 전문 웨딩플래너 1:1 맞춤 서비스

- 헬퍼, 폐백 포함(추가 비용 없음)

- 서비스 제공 업체 선택 가능(스튜디오 아이리스, 아멜리에 블랑 중 택 1)

세월호 사고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故 김영삼 前 대통령 정부 

대표분향소 및 영결식 의전 운영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장례 

의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만으로 충분히 믿음이 가는 장례 

전문기업 한마음에프앤씨입니다. 

고객과의 공감을 최우선으로 믿을 수 있는 상조 서비스를 제공

하며 착한장례(상조)문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회원제가 아닌 후

결제 서비스, 품질경영시스템, 심리치유프로그램, 페이백시스템

은 한마음에프앤씨만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선진장례문화입니

다. 전국 250개의 장례식장 및 봉안당과의 제휴 할인을 제공하는 

한마음에프앤씨가 당신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웨딩�서비스�유의사항��

1.  서비스 제공 업체별 서비스 구성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업체와 상담 부탁드립니다.(아멜리에 블랑 02-3446-9990, 스튜디오 아이리스 02-790-7888)

2. 지방권 예식 시 거리에 따른 출장비가 추가되거나 지방 협력업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3.  정산 방법 : 계약 시 계약금(상품 대금의 10%) 납입, 스튜디오 촬영 전 상품 대금의 40% 중도금 납입, 예식 일주일 전까지 잔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4. 본 상품은 예식장 대관비와 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
원
특
전

★�시장�최저가�상품으로만�구성

★시장�최저가에서�25만�원�할인

•고객센터  1544-5884

•기업주소  서울 은평구 수색로14길 5-3

•홈페이지  www.hanmaeumf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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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 탈

자연의 건강함을 그대로, 환경가전 렌탈

교원웰스

가전을 렌탈하는 시대, 교원웰스는 생각합니다. ‘렌탈 기간 동안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는 없을까?’ 고객이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등 교원그룹의 환경가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은 올바른 서비스를 실천합니다. ‘자연의 건강함을 그대로 담은 환경가전’이라는 브랜드 콘셉트 아래  

고객별 맞춤 점검 시스템을 통해 꼼꼼하고 올바른 관리도 실천 중입니다.

365일 더 건강하고 깨끗한 물 정수기

•The One •Wells tt 밀리언 •Wells mini S

직수형 / •살균 및 자동 배수 시스템 /  
35종 유해 세균 제거

직수형 / All 스테인리스 이중 냉각 유로 직수형 / 9단계 필터링

사계절 빠른 청정, 깨끗한 공기 공기청정기

•Jet Blue •Zero •AL106FWA

헤파필터 14등급 / 계절형 맞춤 필터 / 
종합 청정 표시등

헤파필터 14등급 / 하이브리드 듀얼 팬 / 
IoT 기능 탑재

계절형 맞춤 필터 / 공부 모드 기능 /  
종합 청정 표시등

걱정까지 싸아악~ 씻어주는 비데  맞춤 피로 케어 안마의자

•살균+ •365 항균 안심 •일반・고급형

도기・유로・노즐 살균 / Air Spin+ 세정 / 
IPX 5등급 방수

항균 노즐 / 소프트 스핀 세정 /  
IPX 5등급 방수

무중력 모드 / 50개의 에어백 /  
10개의 지압 돌기

※�기타�렌탈상품�:�삼성�건조기,�세탁기,�에어드레서,�에어컨�등

회

원

특

전

★�교원�임직원가로�제공

★�전�상품�月�렌탈료�최대�40%�할인��

(평균�30%)

★�제휴�카드�중복할인�가능��

(최대�20,000원�추가�할인)

•고객센터  1588-4113

•기업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51

•홈페이지  www.kyowonwel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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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맞춤형 재무설계

㈜한국생애설계
누구나 안정적인 생활을 꿈꿉니다. 평생 재무적으로 안정 

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증된 재무설계 프로세스에 따라 구체적인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재무전략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는 것 

입니다. 한국생애설계는 생애주기에 맞춰 재무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과 임직원의 재무에 관한 고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임직원의 재무교육과 상담, 중소기업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재무상태를 진단하고 인생을 중간점검하는 일,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실행 등 한국 

생애설계와 함께하면 임직원에게 안정적인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꽃배달·
축하·생일

금융·
재테크

마음이 닿는 곳 전국 어디나 꽃 배달

JTI 플라워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누군가의  

행복을 축하하고 싶을 때, 누군가의 걱정을 위로하고  

싶을 때, 집이나 사무실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빠지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있다면 꽃일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준 JTI  

플라워는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기쁨을 더 기쁘게 하는 축하 화환, 

마음 깊은 곳까지 위로하는 근조 화환, 사업번창과 개인의 

성장을 기원하는 화분과 난, 사람의 진심을 전하는 꽃으로  

선물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 

습니다. JTI 플라워와 함께라면 당신의 진심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JTI�플라워�추천상품

확실한 진심 전달 경조 화환 승진과 사업 번창 기원 동・서양란류 공간 분위기 전환 및 공기정화 화분 당신의 마음 전달 꽃다발, 꽃바구니

◈�한국생애설계�추천상품

임직원

재무설계

맞춤형 재무상담 
•은퇴, 투자, 세금, 보험, 부동산, 증여・상속 설계

•�6단계 재무설계 프로세스를 통해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 점검과 실행 보완

맞춤형 재무교육 
•재무상담 분야 맞춤형 강의

••직급・연령・분야별 등 다양한 맞춤형 강의

오너 CEO

컨설팅

Risk 관리
•이익금 관리                             ••세무 관련 제도 정비

•기업 가치 평가 및 관리             • •가지급금 정리

자산관리
•상속증여 플랜                          ••금융자산 플랜

•소득원 관리                             •적정배당 정책

회
원
특
전

★�상담프로세서�5단계�:�보고서�및�실행�

-��재무상담�표준안�대비��미혼�50%,���

기혼��40%�할인

★�맞춤형�재무교육�:�1시간�무료

회
원
특
전

★�시장�최저가에서�추가�할인

★�근조·화환�:�100,000�→�60,000원(40%)

★�꽃배달�:�15~25%�할인

•고객센터  02-3432-0936

•기업주소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

•홈페이지  www.Korealcp.com

•고객센터  031-938-2700

•기업주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166

•홈페이지  www.jtiflorist.co.kr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한 행복한 복지   +
51

50

건
강

관
리

생
활

안
정

상
품

쇼
핑

몰
휴

양
소
・여

행
취

미
・자

기
계

발
가

입
 및

 이
용

안
내

급 식

어머니의 정성이 듬뿍, 단체급식 전문기업

㈜엘에스씨푸드

‘집처럼 편안한 공간, 정성 가득한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 두 가지만  

생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엘에스씨푸드, 모든 고객에게 이 두  

가지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위생관리와 고객의 신뢰. 

이 기업은 위탁 급식 서비스 이래 단 한 건의 위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정도로 철저하게 위생관리에 힘쓰고, 고객들의 절대적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의 건강하고 즐거운 식생활 

욕구 충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고객센터  02-3392-0455

•기업주소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21

•홈페이지  lscfood.co.kr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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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복지플랫폼�회원�위탁�급식�컨설팅�무료

★�중소기업�복지플랫폼�통해�컨설팅�예약�후�방문한�

회원�스타벅스�기프트카드�5천�원권�증정

★�중소기업�복지플랫폼�통해�방문�컨설팅받은�회원�

대표사업장�무료�시식

★�컨설팅�후�위탁�급식�계약�시�오픈�특식�1회�제공�

(보쌈,�한식뷔페,�소갈비탕�中�택1)

★�지인�소개�입소문�이벤트�:�①�위탁�급식�상담�방문

고객�소개�시�스타벅스�기프트카드�증정�

②��소개받은�지인�방문�및�위탁�급식�미팅�시�영화

쿠폰�2매�증정

③�지인�계약�시�백화점상품권�50만�원�상당�증정

◈ 엘에스씨푸드 브랜드

◈ 엘에스씨푸드 서비스 이용 방법

고객의 행복을 위해 가장 좋은 밥만

엘에스씨푸드 급식

지난 20년, 어머니의 사랑으로 만든 음식을 기쁨으로 여기며 구내급식, 외식형급식, 연회 & 케이터링, 카페, 편의점 사업을 통해 고객을 위한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찬올림 la-carte 하루정찬

어머니의 손길을 듬뿍 담은 
따뜻한 한식 밥상

매일 새롭고 다양한 메뉴로 가득한 
일품 식단

건강한 하루, 
바른 식사 이야기가 있는 공간

자작나무 숲속처럼 편안한 
차 한 잔의 여유

t;time

〉 〉 〉 〉 〉LSC푸드 
배너 클릭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전용 LSC푸드 페이지 이동

무료상담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입력)

해피콜 
무료상담 진행

서비스 제공사 
현장 점검

위탁 급식 
계약 체결



원하는 상품을 

특별한 가격에 드립니다!

상품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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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쇼핑몰

특별한 당신을 위한 폐쇄몰 운영

SK엠앤서비스㈜

복지몰(민간기업, 공공기관 등 임직원 전용 회원제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많은 혜택을 경험해 볼 수 있는 SK엠앤서비스는 선택적 복지 분야의 선도적  

기업으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사업성과를 높이는 Smart 

Business Partner로 고객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SK엠앤서비스가 제공하는 기업복지  

서비스는 800여 개 공공・민간 기관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기업을 만들어갑니다.

SK 임직원과 같은 가격에 상품 Get

SK베네피아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폐쇄몰입니다. 아웃도어・스포츠・ 레저, 리빙・주방・취미・펫, 가전・컴퓨터・휴대폰, 건강・식품・ 특산품, 출산・육아・여성, 

여행・문화・교육・e쿠폰 등 다양한 복지상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SK베네피아.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차별적 혜택과 함께 제공합니다. 

SK가 만든 최상의 복지 서비스를 당신도 함께 누릴 기회입니다.

기획전

베네피아가 엄선해 준비한 
특별할인의 모든 것

화끈딜

매주 오로지 베네피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핫 아이템  

초특가 제공

제휴복지

다양한 온라인 제휴 가맹점을 
모바일에서도 이용

통합관리

복지서비스 관련 기능을 
한눈에 확인 및 접근 가능

포인트 정보

보유 포인트는 물론 사용 
상세 내역도 쉽게 관리

포인트 차감

오프라인 구매 내역도 
간편하게 차감

BENEPIA APP

임직원의 편리성을 위해 기획전, 화끈딜,  

제휴복지, 통합관리, 포인트 정보, 포인트 

차감 등 온라인의 모든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What’s BENEPIA

‘베네피아(Benepia)’는 ‘Benefit’과 ‘Utopia’의  

합성어입니다. 임직원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 선택형 복리후생제도의 새로운 이름

입니다.

회
원
특
전

★�온라인�최저가�상품�판매

★�SK�임직원가로�특판상품�제공

•고객센터  02-6323-9000

•기업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 385

•홈페이지  www.bene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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