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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OF HOTEL FRONT SERVICE

호텔의 ADR(객실점유율)을 높이는 가장 스마트한 서비스, 

호텔 여행의 편리함과 콘텐츠를 더합니다.

호텔 F&B서비스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호텔 예약만으로 ‘여행’이 되도록


주변 숨은 컨텐츠를 찾고 고객과 연결해주는 서비스



INNOVATION OF HOTEL FRONT SERVICE

HOTEL TRAVEL


CONCIERGE
호텔 여행 모바일 컨시어지



간편 예약

부대시설  예약 및 유료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안내 서비스

DIGITAL CONCIERGE

호텔 프론트를

내 손안에

호텔 전용 간편 모바일 웹 서비스로 


프론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호텔 게스트의 편의를 높입니다.

디지털 컨시어지

야조 서비스를 통한 인건비 절약,


균일한 호텔 서비스 퀄리티 보장 

정기적인 관리

주기적인 호텔 정보와


주변 관광정보 최신화

모바일 홈페이지

숙박 시설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공

Hotel Information



핫플레이스 추천

SNS, 미디어 기반 핫플레이스 정보를


고객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추천합니다

숨은 명소 선별

호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는


찾을 수 없는 숨은 명소를 선별해


우리 호텔 고객을 위해 소개합니다.

CURATION SERVICE

우리 호텔의

새로운 스토리

야조의 전문 MD가 직접 큐레이션한


호텔 주변 명소, 핫플레이스를 통해 


우리 호텔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합니다.

핫핫 곳 제보하러 가보자~


나만 알고 싶은 명소 공유하고 싶다면?
핫핫 곳 제보하러 가보자~


나만 알고 싶은 명소를 공유하고 싶다면?

맛있어요

메뉴 가격 분위기

뷰가 좋아요

편의/기타

친절해요가성비 좋아요

상권 가이드 제공

호텔에서 필요한 주변 상권 정보


페이지를 만들어 제공합니다.

 인스타에서 핫한 맛집 추천 !

경일옥팟제리아

4.4 1.2km 무료배달

24~30분



MARKETING CHANNEL

우리 호텔의

신규 마케팅 채널

야조의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


우리 호텔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홍보와 고객의 재방문을 높여드립니다.

호텔 상품 홍보

호텔 부대시설 및 레스토랑 메뉴의 디지털 판매를


제공하고 호텔 상품을 홍보하여 매출 증진에 기여합니다.

OTA 의존도 해결

호텔 예약, OTA 및 기타 판매 사이트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호텔 마케팅 채널을 제공합니다.

쿠폰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쿠폰 등록 완료

확인

3,000원 할인

바로사용가능

[웰컴] 조식 주문하기

2022. 03. 01. 까지 7일남음

3,000원 할인

바로사용가능

[웰컴] 무료배달 쿠폰

2022. 03. 01. 까지 7일남음



ACCOMMODATIONS

이제는 모든 형태의

숙박 시설에 필요한


 플랫폼야조

야조는 숙박시설의 컨디션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규모 숙박시설부터 럭셔리 호텔, 펜션,


리조트까지 시설내 제공되는 부대시설과


주변 서비스를 야조 플랫폼으로 연결합니다.

Hotel Information

로고 및 디자인

객실 및 부대시설 안내

[이색카페] 스카이

호캉스로 즐기며 먹고 싶었던 맛집을 

당신의 여행에 플러스 해보세요 

[이색카페] 스카이

호캉스로 즐기며 먹고 싶었던 맛집을 

당신의 여행에 플러스 해보세요 

지역맛집

자체 레스토랑 입점


또는 야조 딜리버리 제공

호텔 프로모션 및


객실 예약정보

액티비티 및 주변


핫플레이스 정보

스페셜

EVENT
게스트 할인

HOTEL RESORT PENSION MOTEL



ACCOMMODATIONS

이제는 모든 형태의

숙박 시설에 필요한


 플랫폼야조

야조는 숙박시설의 컨디션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규모 숙박시설부터 럭셔리 호텔, 펜션,


리조트까지 시설내 제공되는 부대시설과


주변 서비스를 야조 플랫폼으로 연결합니다.

숙박 시설 컨디션 맞춤 디자인HOTEL RESORT PENSION MOTEL



INNOVATION OF HOTEL FRONT SERVICE

HOTEL F&B
호텔 여행 모바일 컨시어지



서둘러주세요! 주문마감까지 00:15분

조식/석식을 예약 주문하세요.

MORNING&DINNER PACK SERVICE

모닝팩 & 디너팩

다이닝 서비스

호텔 F&B 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객 서비스의 이용만족도를 높여드립니다.



모바일 컨시어지 서비스로 부대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 다이닝 패키지

객실과 간편 다이닝 패키지로


조/석식 준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객실내 조/석식 예약주문

고객은 체크인 이후, 모바일 객실 내


QR코드로 직접 조/석식을


예약 주문 할 수 있습니다.

맞춤 컨설팅

호텔 맞춤형 F&B 컨설팅을 제공



편하게 객실에서 식사를 하고싶으신가요?


를 해보세요.조식/디너 추가

조식 추가

디너 추가

먹거리

조/석식 간편 예약 새벽&저녁 예약 시간 배달 커스텀 배달 포장 서비스 리포트 정기 제공

MORNING&DINNER PACK SERVICE

모닝팩 & 디너팩

서비스 이용안내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서 픽업 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서 제공합니다.


호텔 레스토랑이 있는 경우 해당 메뉴로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호텔 제휴 조건에 따라 서비스 범위 상이

시간 오늘 10: 30

02 / 08 (수) 09 20

오늘 (화) 3010

02 / 09 (수) 11 40

배달로 받을래요



LOCAL DELIVERY SERVICE

주변 맛집

딜리버리 서비스

야조 서비스는 호텔 주변 지역의 배달 맛집을


선정해서 소개하고 배달해드립니다.



야조는 고객의 배달 이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호텔의 F&B 서비스에 제공합니다.

호텔 선정 맛집

호텔에서 원하는 배달 맛집만을


선정하여 파트너십 체결

CS Free 정책

24시간 운영하는 C/S 센터,


외국인 응대직영 배달 라이더 운영

맛집 추천요정

경이로운 브런치 - 명동점

시그니처 메뉴인 부채살 스테이크와 연어샐러드가 있는데, 매콤한 고추

기름으로 맛을 내고 로즈마리와 함께 해산물 오일이 만나 여행오면 꼭 먹

어봐야한다. 말도 안되게 싱싱한 연어를 구워 겉바속촉해서 또 먹어보고

싶은 연어 샐러드까지 있다.  인스타에서 핫한 맛집 추천 !

라크루다 라크루다 더보기

0.8km 무료배달

쉐이크쉑 쉐이크 쉑 더보기

2.3km 무료배달

배달 플랫폼과 차별성

호텔 시설을 청결히 유지하는 메뉴를 선정하여  배달합니다.


엄격한 입점 기준을 통과한 5개 업체만 입점됩니다.

[베트베트] 프리미엄 스파게티

12,500원
[카레루] 경양카레

7,900원



맛집 지도 제공 실시간 주문 및 배달 프로모션 이벤트 및


게스트 할인 제공

서비스 리포트 정기 제공

LOCAL DELIVERY SERVICE

주변 맛집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안내

호텔 주변 엄선된 배달 맛집 만을 배달 파트너가 호텔 앞까지 안전하게 배송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서 픽업 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서 제공합니다.

*호텔 제휴 조건에 따라 서비스 범위 상이

접수완료 배달 완료

롤링파스타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1인분


더블 매쉬드 샐러드 1개


사이다 1병

주문상세가게보기

주문을 확인하고 있어요. 할인쿠폰



YAJO SERVICE

서비스 이용 안내
호텔 맞춤 디자인으로 QR 코드와 Wi-Fi 자동 접속 QR코드를 제공하여 야조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드립니다.


많은 호텔과 OTA(온라인 여행사), 다양한 숙박시설에서 도입하는 야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커스텀 큐알코드
Wi-Fi QR 코드 맞춤제작

팝업 스탠드 
Wi-Fi QR 코드 프린트

테이블 텐트 / 스티커
Wi-Fi QR 코드 프린트



*추가 기능 및 일부 주요 서비스에 따라 도입 비 발생
BENEFIT

호텔 혜택

지금까지 이 모든 서비스는 100% 무료입니다. 준비 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객실 예약률 증가

추가 비용없이 게스트에게


다양한 F&B서비스와 액티비티


정보를 제공 합니다.

호텔 브랜드 이미지 상승

OTA 별점을 높이고 호텔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원 업무효율 증대

객실의 배치된 부가적인


브로셔와 컨시어지를 고객의


스마트폰만으로 해결합니다.

고객 재방문율 증가

호텔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재방문율을 높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핫플레이스, 배달 이용 서비스를


다국어로 미리 준비힙니다.



from beginning to end 

호텔은 여행의 시작과 끝
The hotel is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trip. The "YAJO" platform in between.



호텔에 머무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YA(夜) JO(朝)

CONTACT

Tel 02-577-0420

Email contact@yajo.co.kr

OFFICE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18F 1832호

야조 홈페이지 호텔 파트너 신청

서비스 도입문의

(주) 야조

mailto:help@ya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