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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ING PEOPLE
AND PLACES

서울본사

언제나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Total Travel & Event Group

ILDONG
WORLDWIDE

기업 출장, 행사, 이벤트 전문 그룹

일동월드와이드
일동월드와이드는?

Business Travel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Event & Marketing Specialist 들이 함께하는
국내외 상용 및 단체 여행, 기업 이벤트 전문 그룹입니다.
“Bridging People and Places”라는 슬로건을 모토로 고객의 비즈니스와 마케팅 활동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Total Travel & Even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걸어온 길

1992-1999

1992
1994
1995
1996
1998

비전 및 핵심가치

일동월드와이드 임직원은 모두가 화합하여 올바르고, 남다르게,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하는 일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업 여행&이벤트 그룹이 되겠습니다.

2000-2010

2000
2001
2002
2006

Core Value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화롭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합니다.

인화

신의

Harmony

Trust

2007

Core Value

우리는 고객사, 파트너사,
동료직원들과의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믿음을 쌓아갑니다.

2010

2011-2020

Bridging
People
and Places

2011
2012
2013

2015

Core Value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같은 일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합니다.

02

창의

Creativity

성실

Sincerity

2016

Core Value

우리는 작은 일에도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Total Travel & Event

2017
2019

(주) 일동여행사 출범 (BSP, IATA, PATA, ASTA 가입)
상용티켓 월판매액 100만불 돌파

국외 여행업계에서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제361호)
상용티켓 월 판매액 170만불 돌파
대한항공집계 항공권판매 10위

일반 여행업 집계 항공권판매 17위
일반 여행업 집계 항공권판매 15위
경남 창원지점 개설

연 항공 매출액 400억원 돌파
강남 교보타워지점 개설

두산 인프라코어 인천 지점 개설
24시간 콜센터 운영

루프트한자 우수대리점 수상
중앙대학교 지점 개설

BTMS SYSTEM 도입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Member 가입
다수 기업체 행사 우수표창 수여
아시아나 공로패 수상

국내 유수 학교법인 전담 여행사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중국전담여행사 선정

아시아나 최우수 여행사 수상(2015년~2017년)
㈜일동월드와이드 사명변경

중소기업중앙회 전담여행사 선정

대한항공 우수 대리점 연속 수상 (2003년~2019년)
ILDONG WORLDWIDE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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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 소개
01 항공 & 호텔 사업본부

고객사의 출장 규정에 근거하여 최적의 항공 및 호텔 스케쥴을 출장자에게 제안하며 기업을 대신하여
국내외 항공사 IVR 협상, 호텔 기업 요금 확보, Business Travel Management System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사의 이벤트, 프로모션, 컨퍼런스, 세미나 등 BTL 영역 전반의 업무 대행과 연계된 여행 관련 서비스까지
One-stop, Travel through Even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특성

서비스 특성

임직원 국내외
예약 및 발권 서비스

가치 및 강점

03 트래블 & 마케팅 사업본부

임직원 Visa 발급
대행 서비스

공항 VIP 의전 요청
대행 서비스

기업 여행 비용 관리
시스템 제공 서비스

24시간
콜센터 운영

· 국적 항공사 15년 연속 우수 대리점 수상

국내외 기업 이벤트 행사
대행 서비스

가치 및 강점

· 최상위 매출에 의한 뛰어난 가격 협상력 및 좌석 확보력
·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 직원

고객사의 소규모(5인 이하) ~ 대규모(300명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현지 차량, 통역 안내원, 여행지, 미팅룸,
식사 장소 섭외 등 인센티브 여행 전반의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적

300

서비스 특성

※ 2019년 기준

억원

출장 항공권 발권
국내외 VIP 전용
여행 프로그램 기획 서비스

외국 고객의 국내 관광
프로그램 기획 서비스

· 국내 유수기업 다수 행사 표창 및 감사패 수상

출장 송출인원

%

명

%

고객사 재계약율/행사 재수주율

· 기업행사 재수주율 80% 이상, 협회 & 대학 행사 계약연장 70% 이상
· 20年 이상 내국인 VIP 국내외 행사 노하우 보유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Total Travel & Event

288

건

113

123

억

53

행사(프로젝트)

27,600
90 80

· 검증된 국내외 Land社(현지여행사)와의 Partnership
· 20年 이상 금전사고, 인명사고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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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이벤트 현장 경험 풍부한 다수 직원 근무

· 외국 VIP 국내외행사 참가자 평가 만족도 조사 1위

02 법인 사업본부

가치 및 강점

· 국내 최초 이벤트 업계 Service + 여행 업계 Service 결합
· 다수 기업 행사 만족도 1위, 재계약율 80% 이상

· 긴급 상황을 대비한 24시간 Call Center 운영

기업, 공공기관,
학회 및 컨벤션 등
프로그램 기획 서비스

외국 고객 초청 국내 이벤트 및
관광 프로그램 기획 서비스

· 기업의 마케팅 관점에서 여행과 이벤트를 재해석

· 글로벌 Travel Management Solution “Concur” 국내 기업 최소 Partnership

국내외 Customized
Incentive Travel
프로그램 기획 서비스

기업 연말 시상식, 시연회
프로모션, 자선 바자회,
워크숍 등 대행 서비스

ILDONG WORLDWIDE BROCHURE

외국인 행사(프로젝트)

행사(프로젝트) 취급액

9,130

건

명

행사(프로젝트) 누적인원

억

외국인 행사(프로젝트) 취급액

1,680

명

외국인 행사(프로젝트) 누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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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artner
03 Local Travel Agency

01 SAP Concur
Concur Technologies, Inc.는 SAP의 자회사이자 SaaS(Software-As-A-Service)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사로서,
전세계 150여개국의 4만 3천여 고객사, 5천6백만 사용자를 보유한 Global No.1 출장 및 경비 관리 솔루션 업체입니다.
일동월드와이드는 2019년 국내 상용 여행사 최초로 SAP Concur와 출장 관련 서비스 ‘트래블’의

바른 파트너십으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

일동월드와이드는 1992년부터 중국, 일본, 유럽 등을 비롯하여 한국內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50여개의 현지 협력사들을 발굴하여 실시간 Global Network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지 협력사들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동반성장과 ‘함께 일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성취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세계 어디에서든 한결같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업무 파트너 협약을 체결하여 Concur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업의 각종 경비 처리, 출장 승인 예약, 세금계산서 처리까지 재량 지출의 모든 출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02 출장 및 경비 관리 프로세스

CANADA
EUROPE

SAP Concur는 사전 품의 및 출장 예약부터 회계, 분석까지 End-to-End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사전품의

· 사전품의 데이터와 실비 매칭
· 품의 유형별 서식 정의
· 가지급금 지급 및 잔액 관리

예약

· 전세계 주요 GDS 시스템 연계

· Travel Agency와 연계한 사내
On-line Booking Tool 제공,

· 항공권/호텔/렌터카 직접 예약
· 예약 시점부터 Travel Rule에

경비 집계

· 전세계 법인카드 연계

승인

경비 자동 집계

(스타벅스, 우버, 에어비앤비 등)

회계처리

보고서 생성

· 입력 시점의 모니터링,

· 코스트센터별, 프로젝트별

· 비용 회계처리 및 고객별 지출

· 거래처(항공사, 호텔) 지출

예산 승인

비용 집계, 급여성 비용 처리 등
CRM, HR 연계 효과

SINGAPORE

AUSTRAILIA

전체 경비 지출 분석

분석을 통한 협상력 제고

항공&호텔 사업본부

법인 사업본부

기업 출장, 그룹 항공권,

기업, 대학, 협회 각종 해외연수 및

Visa, 출장관리프로그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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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MALAYSIA

분석

· Concur Intelligence를 통한

Notification

HONGKONG
TAIWAN

직원 생산성 및 만족도 제고

· Connector를 통한 ERP, CRM,
HR 시스템과의 연계

JAPAN

BRAZIL

· 자동으로 생성되는 경비보고서,

· 사용자 정의 워크플로우를 통한
회사 전결규정 적용

AFRICA

· 시간, 장소에 제약 없는 경비

· 규칙기반의 규정 위배지
사전 통제

VIETNAM

· 별도의 스마트폰 앱 제공

· 파트너 에코 시스템을 통한

KOREA
CHINA

경비 보고서 제출

따른 출장 규정 준수 여부 통제

규정 감사

UNITED
STATES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Total Travel & Event

단체 인센티브 여행 문의

트레블&마케팅 사업본부
외국인 VIP 국내외 투어,

국내외 기업 이벤트 프로모션 문의

02)3703-3411

02)3703-3420

02)3703-3434

ky.han@idts.kr

bumsu.park@idts.kr

minhyuk.lee@idts.kr

ILDONG WORLDWIDE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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