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개별 자유 여행객을 위한 한국여행 정보 사이트, 한차오

01.

02.

한차오：

PC>http://www.hanchao.com/
MOB>https://www.hanchao.com/m/

한차오 중문지도app：

PC> http://map.hanchao.com
MOB>https://map.hanchao.com/m/
APP

Andriod

03.

iPhone

한차오 중문지하철노선도app ：

PC PDF DOWNLOAD >
https://www.hanchao.com/contents/area_subway_p
df.html
MOB PDF DOWNLOAD >
https://www.hanchao.com/m/area_subway_pdf.html
APP

Andriod

iPhone

사업내용
한차오의 사명(社名) 은
‘韩国鸟巢’의 축약어로서
“한국”이라고 하는 키워드 안에서 한차오
라고 하는“둥지”에 모인 모든사람들의
“Best Travel In Korea” 를 서포트 한다는
의미입니다.

콘텐츠 제공/ 판매

호텔/ 공연 예약 서비스

중국어 원어민 기자가 직접
작성한 양질의 콘텐츠
전문 카메라맨이 촬영한
고퀄리티의 사진

지도 서비스

세계최초의 완벽한 중국어판
대한민국 전국 지도

한차오맵: http://map.hanchao.com/

전국 약 2100개 호텔 예약 서비스
약 100개 공연 및 투어 예약 서비스
핸드폰/ 와이파이 렌탈
예약 서비스
항공권 예약 서비스

사이트 운영

중국인 관광객의 니즈에
맞추어 한국여행 정보를
발신하는 한차오(韩巢)

한차오: www.hanchao.com

광고 제휴

중국인 관광객 대상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들의 철저한 관리
재계약율 90% 이상

韩巢.com
Page View：일 평균 595,000/일 방문자수：일 평균 75,000/일 체류시간 : 13분 00초

한차오 는

한국여행 초보자부터 한국 여행경험이 있는
여행자 모두를 배려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그리고 신선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 관광・문화정보 소개 사이트입니다.

FIT 에게 꼭 필요한 교통, 지역, 관광 정보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본정보, 공항, 음식, 쇼핑, 미
용, 쿠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제공
하여 최상의 한국 여행을 서포트합니다.

지역가이드 특집기사

한차오 지도를 활용한 지역소개
특집기사

한차오 기본포맷의 기사페이지

점포 상세 소개기사와 함께 ‘주소/전화번호/
영업시간/휴업정보/중국어가능여부/
지불방식/교통’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공되는 정보는 주기적으로 갱신

특별 웹프로모션 페이지

한차오 광고제휴 업체의
웹프로모션 페이지
특별 콘텐츠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가능

한차오 중문지도app

Andriod

韩巢.map

iPhone

한차오 중문지하철노선도app

Andriod

韩巢APP.map

세계최초로 중국어
대한민국 전국 지도 지원

iPhone

韩巢APP.subway

지도 메인 페이지

중국인의 시선에서 본 지도

길찾기/ 지하철 노선 검색

검색 기능

한국과 서울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여행자를 위해
인기지역의 위치와 지역설명, 주변관광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②
③
④

주요 랜드마크에 중-영-한 병기
중국에 특화된 아이콘 사용
횡단보도,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표시
전국 주요관광지를 5단계부터 표시

140만 건의 지도 POI, 3700만
지번 데이터 보유로
대한민국 전국의 지도가 중국어로 서비스되며
1주일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정확도 높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소개문, 주요 랜드마크에 중-영-한 병기,
중국인에게 특화된 아이콘 표시, 경로검색과
지하철 노선도 검색이 가능한 지도입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하여 길 찾아가는 방법 표시 및
전국의 지하철 노선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어를 통해 원하는 지역 검색이 가능하고, 세분
화된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만 표시하
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차오에 게재되는 모든 사진은 한차오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이미지의 저작권은 한차오에 있습니다.

예약서비스
한차오는 자체 온라인 예약대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약대행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 중국인 오퍼레이터가 한국 현지에서
업체와 고객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과 공연에 대한 소개 콘텐츠와 함께
예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가격정보, 시설정보 등에 대해서도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현지관리
모든 손님 대응은 여행지인 한국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손님 불편사항 발생시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손님이 중국의 여행사에 컴플레인을 접수하고,
해당 중국 여행사에서 다시 한국의 업체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예약

고객

예약내역 송신

예약완료

예약확인

호텔,
공연사

또한, 여행업체 제휴업무와 관련한 영업∙마케팅도 한국에서 이루어짐으로 손님께 보다 다양한 혜택제공이 가능합니다.

한국 현지 영업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상품 예약,
특별 프로모션을 통한 할인가격 제공 및 선물 증정,
한차오 제휴사간의 협조로 시너지 효과 를창출해 냅니다.
한국 5대 면세점 쿠폰집

9,10월 한정 호텔특가 이벤트

한차오만의 예약특가 혜택

주요 거래처

광고부문

LG 생활건강

kt (KOREA TELECOM)

현대백화점

신라면세점

SK 텔레콤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MCM

롯데호텔

난타(공연)

롯데월드

이치페이

신라호텔

쉐라톤 워커힐

에버랜드

여행업부문

한국인삼공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회사연혁

2018

5月 중국어판 한국지도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업그레이드 출시
-실시간피드.나의여행.담기기능추가

2017

11月 중국어판 한국지도 어플리케이션서비스 업그레이드출시
9月 한국관광공사와 지도콘텐츠제공 계약체결
8月 중국어판 한국지하철노선도 어플리케이션서비스 개시
1月 SK M&SERVICE와 중국사업 합자법인인 「주식회사 한차오」 설립

2016

CJ E&M JAPAN과 콘텐츠 제휴
일본어판・중국어판 한국지도 어플리케이션서비스 개시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수상

2015
2014
2013

2012

2011
2009~2010

한국문화재재단과 콘텐츠 제휴
코네스트 포인트서비스 오픈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지도콘텐츠 제공 계약체결
일본어판 · 중국어판 모바일 사이트 오픈
호텔예약페이지 리뉴얼, 리얼타임 예약시스템 도입
한차오 호텔,공연,핸드폰렌탈 예약 및 항공권 예약대행 서비스 오픈
Yahoo! JAPAN 컨텐츠제휴
인천도시공사와 콘텐츠제작 계약체결
한국 어학유학 수속대행서비스 개시
코네스트 중국어판 hanchao.com 오픈
중국어판 한국지도 map.hanchao.com 오픈
강원도청과 콘텐츠제작 계약체결
젠린데이터콤과 콘텐츠 제공계약 체결
Culture Convenience Club(T포인트)과 광고계약
일본 하카타항 및 부산항 i-Digatal Signage 부산 콘텐츠 제공 계약 체결
서울시청 일문 홈페이지 콘텐츠 제공 체결(연간계약)
하나은행과 환전수수료 할인 제휴
한국문화관광부「2009/2010외래관광객유치 우수여행사」선정
일본어판 한국지도 map.konest.com 오픈
2010서울국제관광대전 최우수관광기업부문 수상

2007~2008

중앙일보사와 콘텐츠 제공 체결
서울시청 일문 홈페이지 콘텐츠 제공 체결(연간계약)
한국문화관광부「외래관광객유치 우수여행사」선정

2005~2006

사이트 전면 개편
SK 텔레콤 로밍 서비스 계약 체결

2003~2004
2001~2002

RECRUIT사 발행 여행잡지 『ABROAD』 서울 에이전시 선정(2년)
한국관광공사와 일본부문 콘텐츠 제공 계약 체결
한국관광공사와 일본부문 호텔예약서비스 계약 체결
일본인 대상 한국여행사이트 www.konest.com 정식오픈

HANCHAO INC.

03964 首尔特别市麻浦区世界杯路25街 46, 2F (望远洞, 南一大厦)
Namil bldg., 46, World Cup-ro 25-gil, Mapo-gu, Seoul , Korea 03964
03964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5길 46 (망원동 424-31) 남일빌딩

合作咨询/ 购买文稿咨询 / 广告咨询
邮箱 : cn_master@hanchao.com
电话 : +82 – 2 – 337 – 5156
传真 : +82 – 2 – 6442 – 5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