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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1 

코네스트는 일본어판 www.konest.com과 중국어판 www.hanchao.com을 통해  

한국 초심자 뿐만 아니라 리피터들도 공감할 수 있는 한국 콘텐츠를 직접 제작, 제공하며  

한국 여행 정보 사이트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KONEST의 사명(社名)은 ‘Korea Society Networking Nest’의 축약어로서  

‘한국’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코네스트라는 하나의 ‘둥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Best Travel In Korea’를 서포트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정보 사이트, KONEST 

커뮤니티 

 음식, 쇼핑, 관광정보 온라인 호텔예약           

    일본어/중국어판 대한민국 지도 

 투어, 공연, 에스테틱 예약   한국의 생활문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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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Data 2 

75% 

25% 

성별분포 

여자 남자 

15% 

33% 

26% 

16% 

10% 

연령분포 

20대 30대 40대 50대 기타 

80% 

11% 

9% 

접속지역 분포 

일본 한국 기타 

23% 

77% 

처음방문 재방문 

홈페이지 재방문율 

(2) 유저속성 
 

코네스트의 회원은 주로 주경제활동 인구인 20대에서 40대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특성을 파악한 마케팅 전략과 꾸준한 고품질의 콘텐츠 제공으로 사이트 방문자의 77%가 KONEST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중국어판(www.hanchao.com)의 Access Data는 마케팅팀에 문의 바랍니다.  

Page View：일 평균 800,000PV   방문자수：일 평균 100,000人 

체류시간  : 10분 10초  

 

 

(1) 일본어판 www.konest.com Acces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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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EST 게재 기사사진 등 

콘텐츠 제공 및 판매  
세계 최초 일본어/중국어판  

대한민국 지도 서비스 제공 

map.konest.com 

map.hanchao.com 

전국 호텔 및  

투어, 체험 상품 판매 

 

다양한 업종과 업무 & 광고 제휴 

사이트 운영 

콘텐츠 제공/판매 

지도 서비스 

여행업 

광고 제휴 

www.konest.com 
www.hanchao.com 

3 사업 분야 

코네스트는 한국관련 일본어/중국어 콘텐츠를 직접 제작제공함으로써,  

2001년 설립 이래 韓流의 지속적인 성장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파생되는 관광사업 및 업무광고제휴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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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부문 

여행업부문 

콘텐츠 제공 

4 주요 거래처 

중앙일보 서울시/인천도시공사 

SK 텔레콤 덴츠-일본 광고대행사 

한국관광공사 

크레디 세존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난타(공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프리버드-항공권 대행사 

젠린데이터콤 

현대백화점 

비전모바일 

경험이 풍부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코네스트는 외국인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한국문화·생활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한중일 관련기업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업무 및 광고 제휴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비 높은 수익과 최상의 광고 서비스 제공으로 제휴 스폰서와의 재계약율은 90%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Yahoo! JAPAN (Yahoo! 로코) 

JCB 카드 

CJ E&M 롯데월드 이랜드크루즈 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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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 정보 

조직도 

대표이사 

지도 
콘텐츠팀 

경영 
지원팀 

기획팀 

사진파트 기자파트 웹디자인 
파트 

연혁 

www.konest.com 정식오픈 
라이코스 재팬 한국부문 베스트사이트 선정 

아스키 한국부문 베스트사이트 선정   

All about Japan 한국부문 베스트사이트 선정 

온라인 호텔 예약서비스 개시 

RECRUIT사 발행 『ABROAD』 서울 에이전시 선정(2년) 

한국관광공사와 일본부문 콘텐츠 제공 및 호텔예약서비스 계약 체결  

중앙일보사와 콘텐츠제공 계약체결 

서울시청 일문 홈페이지 콘텐츠제공 계약체결(연간계약) 

서울시청, SK텔레콤 U-tour 서비스 콘텐츠 제공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선정   

서울시청 일문 홈페이지 콘텐츠제공 계약체결(연간계약)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선정 

일본어판 한국지도 map.konest.com 오픈  

2010서울국제관광대전 최우수관광기업부문 수상 

사이트 전체 리뉴얼 

가이드북 「걷고 싶은 거리 한국」(서동사) 서울부문 담당 

젠린데이터콤과 콘텐츠제공 계약체결 
일본 하카타항 및 부산항 i-Digatal Signage(㈜Finger Touch International) 부산콘텐츠제공 계약체결 
JCB와 지도콘텐츠제공 계약체결 
인천도시공사와 콘텐츠제작 계약체결 
한국 어학유학 수속대행서비스 개시 
코네스트 중국어판 hanchao.com 오픈 
중국어판 한국지도 map.hanchao.com 오픈 
강원도청과 콘텐츠제작 계약체결 

NTT docomo와 콘텐츠제공 계약체결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선정  

2001  
 

2002 

~
 

2003  
 

2004 

~
  

2005  
 

2006 

~
 

2007  
 

2008 

~
 

2009  
 

2010 

~
 

2011  
 

2012 

~
 

2013  

한국관광공사와 지도콘텐츠제공 계약체결 
일본어판∙중국어판 모바일사이트 오픈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선정  

2014  

마케팅팀 
지도 
구축팀 

고객 
서비스팀 콘텐츠팀 

코네스트 포인트서비스 오픈 
한국문화재재단과 콘텐츠제휴 

2015  

일본어판‧중국어판 한국지도 어플리케이션서비스 개시 

CJ E&M JAPAN과 콘텐츠제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수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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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주) 코네스트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88 (서교동 441-3) 서교월드빌딩 6~7층 

사업자 등록번호  :  105-87-49861 

일반여행업 등록  :  마포-736 

통신판매업 등록  :  마포-1076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제 2-01-12-0167 호 

지도제작업 등록  :  제 10-000344 호  

대표자  :  박 해 신 (朴 海 信) 

직원수  :  87명 (2016년 01월 기준) 

자본금  :  200,000,000원 

전화번호 한국어 : 02-337-5155 
일본어 : +82-2-337-9948  
중국어 : +82-2-337-5156 
FAX : 02-6442-5156 

URL 일문 http://www.konest.com  
        http://map.konest.com  
중문 http://www.hanchao.com       
        http://map.hanchao.com             

이메일 right@kone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