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예약시스템

일본의 여행수배처,
각각 한 곳씩 계약한다면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현지투어

렌터카

고속버스

일본 도착 후의 이동수단, 현지체험 등을 한꺼번에 수배가능!
- 항공권과 호텔의 수배업체는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서의 현지체험이나 이동수단의 수배업체가 적어 걱정..
- 성수기 일정은 렌터카 예약이 가득 차서 좀처럼 렌트가 힘들어..
- 최근, 일본에서 〇〇를 하고 싶다는 상담을 받았는데, 수배업체를 잘 모르겠네..
등등, 일본 내 여행수배업체에 대한 곤란을 겪으신 적 없으신가요?

「WBF agent s」를 통해서라면, 일본 전국의 약 1,500여개사가 제공하는 이동수단, 현지체험 등의 여행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수배하는 것이 가능!
시스템 비용도 일절 발생하지 않고,「Web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시면 개발의 수고도 없으므로, 내일부터라도 당장 도입,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본 내 수배처 확대에 대한 영업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상품 개발 및 고객 유치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현지투어

제공 서비스

정기관광버스를 비롯해 크루즈 투어 등, 상시 약 3,000여 코스의 액티비티 투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상품개발, 게재 등 지역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대형 렌터카 회사를 비롯해, 저가 렌터카 회사 등, 일본 전국의 130여개사 이상, 2,400여개
점포의 렌터카 상품을 게재.
또한, 도도부현, 브랜드, 공항명 등, 다양한 패턴의 검색방법을 통해,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렌터카 플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일본 전국의 약 140여개사가 운행하는 3,200편 이상의 고속버스 및 야간버스를 간단히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일본 최대급 포털사이트.
초특가 버스편은 물론, 고객님의 희망조건에 따라 버스타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tabione.com/kr/

https://www.web-rentacar.com/kr/

https://www.kosokubus.com/kr/

예약 절차

-Web 인터페이스-

WBF agents의 여행상품들을 조합하여, 여행 플랜을 작성

인터넷 예약

전화 예약

점포 예약

고객이 귀사를 통해 예약

참가자 정보 입력

WBF agents로 예약수배 완료

1

이점

기존 예약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내
도입이 원활합니다.

3

WBF agent s에 게재되어 있는 여행상품들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라 플랜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2

폐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1,500여개사의 상품 데이터를
즉시 이용가 능! 상품 라 인업 확 대에 시간 이 허비되지
않습니다.

4

실시간 재고확인을 통해 수배처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예약이 가능하므로, 고객들에게도 신속한
수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약 절차
-API 연동-

귀사의 사이트와 wbf agents의 API 연동

인터넷예약

고객님이 귀사사이트를 통해 예약

예약 완료

1

이점

재고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므로, 예약확보가 용이합니다.

3

데이터 연계를 통해 플랜 등록에 드는 수고를 줄여주므로,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

2

참 가자 정 보 의 입력 및 예 약 확정 통지 의 발 송 작 업이
불필요합니다.

문의

neko-info@wbf.co.jp

（+81）6-6292-7914

주식회사 화이트베어패밀리

https://whitebear family.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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