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즐기면서 살자 여가상자 입니다 :)



여가상자를 소개해 드릴께요~
(여가박스 아닙니다(정색))



“사람들이여가를좀 더 쉽게즐길수

있는데기여하자”



여가상자는,
여가콘텐츠 플랫폼 입니다.



여가상자의 첫번째 고객은,
여가 가이드분들입니다~

홍보 및 모객

온라인 결제/관리

다양한 사업 기회
(기업강의 등)

현 여가상자 여가 가이드
- 캘리그라퍼 장용아



여가상자의 두번째 고객은,
구매고객분들 입니다.

새로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음

온라인에서 바로 결제 가능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음

여가상자 이용 고객
- 인스타그램에 후기를 남긴 고객
#여가상자



지금까지 제공했던 콘텐츠는,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여가상자의 수익모델은,
3가지로 나뉩니다.



그간 여가상자는,
공간사업자와 사업(B2B2C)을 진행 해 왔습니다~

전국 18개지점 CGV
문화강좌오픈 (2016.03)



그간 여가상자는,
기업과 사업(B2B)도 진행 해 왔습니다~

CJ 제일제당
– 드로잉으로 표현하는 새해 목표

CJ 신입사원 교육
– 캘리그라피로 적는 입사 포부



CJ 제일제당
– 드로잉으로 표현하는 새해 목표

SKT
– 토요취미클럽

삼성전자 외국인 근로자 부녀회
– 문화강좌

롯데백화점 VVIP 대상
– 2015 MERRY AVENUEL PARTY 문화강좌

서울시 무중력지대
– 직장인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

CCV
– 고객을 위한 문화강좌 운영

CJ 신입사원 교육
– 캘리그라피로 적는 입사 포부

SK 사내 동아리
– 팀빌딩 워크숍

(주)비주얼지
– 팀 워크숍

(주)플레이스엠
– 연말 사내 워크숍

그간 여가상자는,
꽤나 다양한 분들과 진행을 해 왔습니다.



여가상자의 2016년도 계획은요!!
(올해는 Quantum Jump!!

열일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지난 여가상자는 이렇게 커왔습니다!

항 목 내 용

회 사 명 ㈜여가상자

대 표 자 최미리

설 립 일
2015.01.15.
(개인사업자 설립 2014.02.03)

사업분야
여가 콘텐츠 전문회사
1) 여가 콘텐츠 기획/운영
2) 여가 콘텐츠 중개

회사연혁

2014 .02 여가상자 설립
.05 [한국관광공사]제4회 창조관광사업(관광벤처)

공모 장려상
.08 국내최초 배낭여행 페스티벌 "로드페스타" 주최
.11 세바시PAN2014 운영총괄
.11 여가상자 온라인 플랫폼 오픈 www.enjoyablebox.com

2015 .01 ㈜여가상자 법인 설립
.0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주제영상 행사 총괄
.08 CGV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총괄
.12 [미래부/부산시] 창업 엑셀러레이팅 캠프 데모데이 은상

2016 .02 CGV 문화강좌 전국 확장

http://www.enjoyablebox.com/


2016년도,
기업과 함께하는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임직원의 행복이 곧
조 직 의 행 복
인재육성및일하기좋은기업문화구축

신한은행,신한카드,‘대한민국일하기좋은기업’

7년 연속 은행부분 1위

6년 연속 신용카드 부분 1위

( GWP Korea 주관 )



2016년도,
B2B2C(CGV, 무중력지대 등) 부분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역 확장 포함



2016년도,
강사분들을 위한 교육/세미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콘텐츠(분야, 규모, 지역)를 다양화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서비스를 안정화 할 것입니다.

(개발자님 모십니다.굽신굽신)



APGC-TI : 넘나 좋은 프로젝트
(픽미픽미 픽미업~♬)



여가상자의 로컬 서비스(콘텐츠 기획) 테스트!!
공대생의 문화예술 기획자 도전을 응원합니다.

01
Step 1

02
Step 2

03
Step 3

04
Step 4

시장조사
/타겟설정

콘텐츠
기획

마케팅 진행

05
Step 5

로컬 Biz
개발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



자 그럼, 오늘…!!



“같이 인사해요 :)”
오늘 친해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