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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정보사이트, KONEST.COM 
㈜코네스트는 일본시장에 특화된 한국여행정보사이트 www.konest.com을 통해, 개별자유여행객(FIT)이 필요로 하는 한국여행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여행상품판매, 광고서비스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방문수 : 180,000/日    Page View : 1,000,000PV/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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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로서 코네스트의 특징 

코네스트는 한국호텔, 현지투어, 공연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쉽고 간편한 온라인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현지에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등 고객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한 영업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3-2014년, 2014-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외국인관광객유치우수여행사로 선정! 

2010년, 서울국제관광대상에서 최우수관광기업으로 선정! 

호텔, 현지옵션투어부터 공연, 에스테틱, WiFi・휴대폰 렌탈, 기차표 예매까지  
개별자유여행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여행 트랜드인 개별자유여행객(FIT)이 필요로 하는 한국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FIT시장에서 높은 모객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사에서 고객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 고객의 의견을 콘텐츠 제작이나 서비스에 즉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현지에 위치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여행상품 

한국여행정보제공 

한국현지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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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관광・주유투어(약 110건) 

에스테틱(약 50건) 

Wi-Fi렌탈・기차표 예매・기타(약 25건) 

공연・Ｋ-POP(약 30건) 

한국문화체험(약 20건) 

한국 호텔(약 5,500건) 

서울시내관광투어 한강유람선 승선권 판문점(JSA)투어 

한증막・한방에스테틱 에스테틱 살롱 스파・마사지 

한국3대통신사 
(SK, KT, LG)제휴 

KTX, KORAIL PASS 공항철도 직통열차 티켓 

난타(NANTA) SMTOWN투어 M카운트다운 관람투어 

김치 만들기 체험 한복 체험 한국 전통주(막걸리)체험 

서울 (약 1,150건) 부산 (약 420건) 제주도 (약 930건) 

코네스트 여행상품소개 
2019년 1월 현재, 약 230건의 한국 옵션투어상품과 약 5,500건의 한국전국의 호텔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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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스트 콘텐츠 
코네스트는 일본인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한국현지에서 직접 취재・제공함으로써, 한국에 흥미가 있는 일본인 유저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양질의 콘텐츠！ 

일본어 원어민 기자, 프로카메라맨, 웹 디자이너 등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를 보유한 코네스트는, 
취재부터 디자인까지 완료된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여 년에 걸친 사이트운영으로 축적된 콘텐츠 수는 타사 대비 압도적인 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행기본정보：약 130건 / 관광스팟 기사：약 1,900건 / 맛집 기사：약 6,900건 / 쇼핑 기사：약 1,900건 (2019년 1월 기준) 

한국 현지에서 직접 취재를 진행하여, 한국의 “지금”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언제나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정보량！ 

최신정보 제공！ 

Quality 

Quantity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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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구성 
일본어 원어민 기자가 직접 방문・취재하여, 체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인 정보를 고품질의 사진과 함께 기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네스트기사를 통해 목적지까지의 억세스정보, 메뉴정보, 일반 유저들이 작성한 입소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본문 메뉴 억세스정보 입소문 게시판 

※ 맛진, 에스테틱, 클리닉 카테고리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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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도, MAP.KONEST.COM 
코네스트 한국지도(map.konest.com)는, 일본인 여행객의 편리성을 생각하여 제작된 완전일본어판 대한민국관광지도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를 직접 편집하여 제작하였으며, 대한측량협회심사(심사필 제2012-067호)를 통과한 공인된 전자지도서비스입니다. 

지하철역 및 주요 랜드마크는 
일본어・영어・한국어로 병기 

1 

전국의 주요관광지는 강조하여 표기 

일본인에게 익숙한 아이콘을 사용 

소요시간 및 요금검색이 가능한  
일본어판 지하철노선도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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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사이트 운영 
한국여행정보와 여행상품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www.konest.com, 코네스트 한국지도 map.konest.com은 모바일 서비스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코네스트 한국지도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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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거래처 

콘텐츠 
제공・판매 

광고제휴 

Yahoo! JAPAN (Yahoo! 로코) 

인천도시공사 

젠린 데이터콤 

강원도청 

NTT 도코모 

한국문화재재단 서울시 

중앙일보 

SK텔레콤 

한국관광공사 

JCB카드 

신라면세점 

덴츠 - 일본광고대행사 

신세계면세점 JILL STUART BEAUTY  

크레딧 세존 

여행업부문 

CJ E&M 

이랜드 크루즈 

롯데월드 

프리버드 – 항공권 대행사 난타(공연) 

에버랜드 

KT 

SM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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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기자 파트 
웹 디자이너 

파트 
카메라맨 

파트 

마케팅팀 고객서비스팀 콘텐츠팀 지도 조사팀 지도 구축팀 시스템 개발팀 

대표이사 

전략기획실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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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2 

2004 

2007  

2009  

2011  

2013  

2014  

2015  

2016  

2012 

2001  

2008  

2010  

09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수상 
02 CJ E＆M JAPAN과 콘텐츠 제휴 
01 일본어판・중국어판 한국지도 어플리케이션서비스 개시 

10 한국문화재재단과 콘텐츠제휴 
08 코네스트 포인트서비스 오픈 

11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선정 
10 일본어판・중국어판 모바일사이트 오픈 
05 한국관광공사와 지도콘텐츠제공 계약체결 

07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선정 
06 NTTdocomo와 콘텐츠제공 계약체결 

12 강원도청과 콘텐츠제작 계약체결 
08 코네스트중국어판 hanchao.com, 중국어판 한국지도 map.hanchao.com 오픈 
08 한국 어학유학 수속대행서비스 개시 
04 인천도시공사와 콘텐츠제작 계약체결 
01 JCB와 지도콘텐츠제공 계약체결 

07 일본 하카타항 및 부산항 i-Digatal Signage(Finger Touch International)부산 콘텐츠제공 계약체결 
04 젠린데이터콤과 컨텐츠 제공계약 체결 

10 「2010서울국제관광대전」 최우수 관광기업부문 선정 
06 일본어판 한국지도 map.konest.com 오픈  
03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선정   

04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선정  
01 서울시청 일문 홈페이지 콘텐츠 제공 계약체결 (연간계약) 

05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선정  
02 서울시청, SK텔레콤 U-tour 서비스 컨텐츠 제공  
01 서울시청 일문 홈페이지 콘텐츠 제공 계약체결 (연간계약) 

05 중앙일보사 일문 홈페이지 콘텐츠 제공 체결 

02 한국관광공사와 일본부문 콘텐츠 제공・온라인호텔예약서비스 계약 체결 

11 온라인 호텔 예약서비스 개시 

08 「주식회사 코네스트」 법인설립 
06 www.konest.com 정식오픈 

2017  09   한국관광공사와 지도콘텐츠제공 계약체결  
03   JTB 퍼블리싱(여행잡지 루루부 한국)와 콘텐츠 제휴  

2018  11   한국관광공사와 지도콘텐츠제공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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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한국이 시작된다, 
한국이 펼쳐진다. 

한국여행 코네스트 

KONEST INC． 

법인설립 2001년 8월 URL http://www.konest.com/company/kr/ 

자본금 200,000,000원 전화번호 
한국어 : 02 – 337 – 5155 
일본어 : 02 – 337 - 9948 
F A X  :  02 – 6442 - 5156 

종사원수 60명 (2018년 1월 현재) 소재지 03964,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5길 46 (망원동 424-31) 남일빌딩 

자격  

사업자등록번호 : 105-87-49861 

일반여행업 등록번호 : MAPO – 736 

통신판매업 등록번호 : MAPO – 1076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제 2-01-12-0167호 

지도제작업 등록번호 : 제 10-00034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