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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Business Success Guide

2008년11월1일창업후현재까지제주지역을기반으로하여

여행사웹프로그램, 여행사홈페이지, 여행사관리자프로그램, 렌터카업무용프로그램등의

각종프로그램과수백여개의홈페이지를제작해왔습니다.

비즈제주는전문개발업체입니다. 

모든프로젝트는회사에서모두처리하며외주제작의뢰를하지않습니다.

대표부터모든팀원이프로그래머로갖춰져있는게큰장점입니다.

제작부터유지보수까지철저하게관리하는기업



Overview

• 회 사 명

• 설 립 일

• 대표이사

• 사업분야

• 연 락 처

• 소 재 지

비즈제주는제주지역기반의최고의웹전문개발업체입니다.

BEST Web Development Agency

비즈제주 (bizjeju Co.Ltd)

2008년 11월 01일

문기식

여행사전문프로그램, 웹컨설팅 &개발,모바일웹 & 앱개발,UI/UX디자인, 웹사이트운영및유지보수

전화 064-746-8886   l    팩스 064-742-4886    l     이메일 help@bizjeju.com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남성로 22길 54



History

Charge of Change
지난 10여년간제주지역중심에서렌터카,여행사등운영프로그램및솔루션개발

2008 2010 201620142009

비즈제주창업

- 2008년 11월 01일창업

-창업후렌터카운영프로그램개발

여행사및렌터카웹솔루션

-제주도내여행사운영을위한관리자프로그램개발

-제주도내렌터카운영을위한관리자프로그램개발

스타트제주렌칭

-제주지역기반 DB를기초로하여관광안내및명소를소개

-관광정보를 DB로제공하는서비스실시

시즌2 출시

-기존여행사및렌터카관리자프로그램을전면개편

-웹표준작업과최적화작업을통한시즌2 프로그램출시

렌터카솔루션

-렌터카관련솔루션개편후판매시작

-사무실개편후프로그래머위주의개발업체로개편

실시간렌터카,숙소판매

-제주도내최초, 전국최초기존복잡한수배상태를

실시간으로전환, 고객상담 1초 가능

-홈페이지내 실시간숙소, 렌터카판매가능

숙소 300여곳, 렌터카 4,000대실시간수배가능



Organization

CEO

영업팀 개발팀 디자인팀 퍼블리싱팀

총괄팀장

• 시스템개발

• DB설계

• 웹솔루션개발

• 웹사이트개발

유지보수팀

• 웹디자인기획

• UI/UX디자인

• 웹퍼블리싱

• 하드코딩

• 웹사이트유지보수

• 웹사이트운영

• 국내영업

Best of Teamwork



Service Area

고객불만족시 100% 환불실시

여행사전문개발

2008년 이후부터축적된기술

렌터카시스템개발

실시간홈페이지및배/반차프로그램

실시간항공권

실시간홈페이지및배/반차프로그램

홈페이지제작

다양한홈페이지개발노하우

웹/앱

모바일개발

홈페이지제작

다양한홈페이지개발노하우

제주지역기반웹솔루션개발기업



Portfolio

여행사

URL : jejutourbank.co.kr

제주투어뱅크

URL : jejumania.com

제주매니아

URL : jejukaka.com

제주카카

URL : jo-eun.com

조은여행

URL : jejuone-tour.com

제주원투어

URL : wawatour.co.kr

와와투어



Portfolio

렌터카

URL : jrent.co.kr

제주사랑렌트카

URL : jejutayocar.com

제주타요카

URL : redcap-jeju.com

레드캡렌트카공항점 (반응형)



Portfolio

펜션/쇼핑몰

URL : seanwave.com

바다랑파도랑

URL : misoga.com

미소가펜션

URL : woodosusan.com

우도수산



Portfolio

보물섬-제주하이킹



Portfolio

제주사랑렌트카



Solution

여행사

고객사의요청에의해서언제든변경이가능하며, 유지/보수차등지원으로

선택서비스가능합니다. 

트래픽제한이없는무제한자원제공을해드리며, IDC 에들어가있는서버

를실시간탐지및관리를해드리고있습니다. 

관리자내실시간항공, 실시간렌터카, 실시간숙소등의자원도요청시탑

재및 판매, 상담용으로사용가능합니다.

▼ 아래 요금은 기본적인 가격이며, 실제 계약진행시 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2008년창업이래현재까지여행사솔루션을
관리해오고있는대표프로그램입니다.

여행사홈페이지및관리자판매가격안내여행사홈페이지및관리자판매가격안내



Solution

렌터카

렌터카실시간배/반차및운영그래프, 통계등 원하시는어떠한기능도탑

재가능하며, 기본적인프로그램은모두설치돼 있으며제주도내렌터카업

체납품이후충분한보강과운영회사에맞게끔설계되어있습니다. 전자계

약서및사내앱 등을활용하여빠른전산처리와본사와현장간의소통이원

활합니다.

2008년 1차런칭후현재까지관리및운영해
오고있는프로그램입니다.

렌터카홈페이지및관리자판매가격안내

▼ 아래 요금은 기본적인 가격이며, 실제 계약진행시 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렌터카홈페이지및관리자판매가격안내



Solution

실시간항공

국내항공사와실시간좌석및 예약이가능하며, 할인된가격으로판매가능

합니다. B2B 프로그램도포함되어있습니다. 판매실적이높은경우추가할

인도제공해드립니다.

2016년현재제주-서울구간만실시하여배포하
고있는실시간항공권판매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국내선항공프로그램안내

▼ 아래 요금은 기본적인 가격이며, 실제 계약진행시 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실시간국내선항공프로그램안내



Solution

홈페이지

어떠한종류에상관없이홈페이지를관리자에서수정/보완/개선 가능합니다. 

자체개발된솔루션과함께접목된프로그램이며유지/보수업체를찾지않

아도원활한홈페이지운영이가능한수준입니다. 또한, 고객요청시관리자

수정이언제든지가능하며, 유지/보수게시판접수건에대하여실시간관리

해드리고있습니다.

홈페이지관리프로그램입니다. 일반홈페이지판매가격안내

▼ 아래 요금은 기본적인 가격이며, 실제 계약진행시 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일반홈페이지판매가격안내



Solution

앱/모바일

html5 와 반응형사이트, 모바일사이트모두개발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앱을포함한안드로이드앱또한가능합니다. O2O 서비스를연계한앱을중

점으로개발하고있으며이외일반고객용맞춤앱또는모바일사이트제작

합니다.

앱/모바일프로그램입니다. 앱/모바일판매가격안내앱/모바일판매가격안내



Solution
B2B시스템

온라인여행사 및렌터카업체의경우뚜렷하게 홍보할곳이네이버광고와 같은온라인영

업뿐입니다. 중계 수수료및지나치게할인된 가격으로온라인광고시장에서 동종업체와

경쟁을하다보니 뚜렷한실적이나오기 힘듭니다. 렌터카판매대수는 많아지겠지만, 사실

남는게그렇게 크지않으며, 여행사의경우도 지나친경쟁으로인해 숙소 1박판매해서 5천

원남기는실정입니다. 비즈제주의 B2B 시스템을 도입하시면 O2O 서비스와 더불어막강한

영업력을구축할수있습니다. 초기비용이저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미래를생각하시고, 

내다보신다면 가장확실한선택입니다. 

네이버에매월 수백,수천만원의광고비를 집행하시는방법은 가장빠르고확실하긴 합니다. 

하지만이런방법을 평생진행하셔야합니다. B2B 영업의핵심은사람과사람입니다. 매월

소진되는온라인 광고비율을점진적으로 줄인후차액분을오프라인 B2B 영업으로투자하십

시오, 시간이지날 수록판매는효과적이며 궁극적으로안정적인 영업이익을올리실수있습

니다.남들이 다하고있고, 누구나접근하기 쉬운방법은경쟁이심하며 판매방식이단순화

될수밖에없으며, 미래지향적이지못합니다. 하루벌이사업이아닌, 10년 20년을생각하

시기바랍니다.

▼ 시스템 특성상 수차례 미팅 후 견적이 진행 됩니다.

B2B 시스템안내B2B 시스템안내



Merit

ONE-STOP 통합솔루션

REAL TIME 신속한처리

10여년간현장에서한땀한땀쌓은실력을통해비즈제주만의특징을만들수있었습니다.

홈페이지제작뿐만아니라자체개발된솔루션과함께접목되어원활한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 

체계적이고완성도높은결과물을제공합니다.

저비용고효율

실시간탐지및관리가가능하며, 실시간유지보수로원활한업무를진행할수있도록대응하고

있으며, 철저한사후관리를제공합니다.

고객사의요구사항및환경분석을통하여차별화된서비스전략을제시하며, 비용대비

원스탑통합솔루션의높은결과물을제공받으실수있습니다.



Contacts

비즈제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남성로 22길 54

T.064-746-8886  F.064-742-4886  M.010-9147-6424

주소 : 제주시 남성로 22길 54

전화 :               064-746-8886

팩스 : 064-742-4886

이메일 : help@bizjeju.com



THANK YOU

비즈제주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남성로 22길 54

help@bizjeju.com Tel.064-767-8886 Fax.064-742-4886

mailto:help@bizjej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