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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S24 및 YES24영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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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 및 YES24영화 소개

YES24 
주요 서비스

대한민국 대표 문화포털 기업

| 도서

온라인 서점 부동의 1위!

최대 회원 수, 최대 매출의 전문 인터넷 서점

| 영화

영화 예매 사이트 1위!

국내 최초 예매 극장 420개 돌파 (2017.3기준)

| 공연

공연 예매 업계 2위!

SM엔터테인먼트 공연 단독 예매!. 예스24 라이브홀 보유

| 이북/쇼핑

이북 컨텐츠 및 패션 컨텐츠 운영!

이북 단말기 크레마 개발, 판매. 패션브랜드 전문몰 아이스타일 2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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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 및 YES24영화 소개

전국 417여개극장,  2,730여개상영관 (업계최대)

실시간/좌석선택 예매서비스제공

구분 극장 개수

실시간 극장

CGV 136

롯데시네마 112

메가박스 88

기타 81

비실시간 극장 당일 오전 취소 7

계 417

실시간 예매

98%

20분전예매/취소 22%

30분전예매/취소 20%

60분전예매/30분전취소 25%

60분전예매/50분전취소 33%

* 2017.3 기준

좌석 선택 안됨. 극장 자동할당

모바일예매 제공 하지 않음(CGV정책)

좌석 선택 가능. 모바일 예매 제공

극장 포인트 적립 안됨(롯데시네마 정책)

좌석 선택 가능. 모바일 예매 제공

극장 포인트 적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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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 및 YES24영화 소개

네이버,다음, SKT
국내최고포털, 통신사영화예매서비스제공

- 2011년 네이버 예매 단독 제공

- 방문자 수 국내 1위

- 2011년 다음 예매 단독 제공

- 방문자 수 국내 2위

- 2016년 멤버십 예매 단독 제공

- 국내 통신사 점유율 1위

- 멤버십 예매 혜택 연간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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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스24 영화예매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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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 소개

〉

YES24 영화예매권은,

보고 싶은 영화를,

가고 싶은 극장에서,

원하는 시간에, 

무료로 예매!

전국적 이벤트 가능

 각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400여 개 극장과 제휴 되어 많은 회원에게 서비스 가능!

현대인의 가장 보편적인 여가생활 ‘영화’! 

 이용 층이 다양한 만큼 경품 타겟의 범위가 광범위함

E-Mail, 모바일 등 선물로도 간편하게 GOOD!

 원하시는 어떤 형태로든 YES24영화 예매권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DOWN! 효과는 UP!

 주말요금 11,000 대비최대 40% 이상할인된단가로구매가능하며
인기영화와공동프로모션을통해인지도와이벤트효과를극대화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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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영화예매권 소개

<WEB> <MOBILE>

대량 영화예매권 구매 시 이벤트 홍보 동시 진행 가능
 YES24 WEB 메인 YES24영화 메인, 모바일, 타겟 메일, SMS 발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가능

(**1,000매 이상 구매 시 노출 영역 협의 가능)

영화사 공동프로모션 진행
 영화사가 구매하는 지정 영화예매권의 60% 점유

네이버, 다음 등 제휴사 포함 가장 많은 회원 수 보유
 영화예매권 사용을 위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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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영화예매권 소개

사용 목적에 따라 영화, 발송형태, 사용매수 선택 가능!

 일반 예매권 : 모든 영화 예매 가능
 지정 영화 예매권 : 선택 된 특정영화만 예매 가능
 3D 예매권 : 3D 영화를 예매 가능

 온라인 티켓 : E-메일 및 모바일 전송이 가능(대량 구매 시 서비스 지원)
 실물 티켓 : 예매권 인증번호가 인쇄 된 종이 티켓 (봉투 포함)

 1인 1매 : 1장당 1명 예매
 1인 2매 : 1장당 2명 예매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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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 민원 처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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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콜센터CTI-SYSTEM을이용한고객문의안내!  

대기시간을최소화시키는상담원자동전환기능! 

고객응답율95%~99% 항시유지!

연중무휴

평일 : 09:00 ~ 1800

주말 /공휴일 : 10:00 ~ 17:00

1:1 문의게시판

예매및예매권문의당일 99% 응답

※예매권사용문의시정확하고신속하게응대가능!

고객 민원 처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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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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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비스 내용

YES24 영화 메인 페이지 내 배너 노출 YES24 영화 이벤트 페이지 오픈

**예매권 구매 1,000매 이상부터 수량 별 노출 영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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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비스 내용

정기 메일진 배너 노출 및 타켓 메일 발송 YES24 영화 모바일 PUSH 또는 SMS 발송

**예매권 구매 1,000매 이상부터 수량 별 노출 영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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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YES24 프로모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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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 프로모션 기대효과

구매력을 갖춘 820만 잠재 고객 확보!
 YES24 회원은 30&40대 주요 고객으로 타 쇼핑몰에 비해 구매력이 높습니다
 구매회원 – 회원수 대비 33.1% (출처 : YES24 내부 자료)

다양한 영역 노출로 이벤트참여율 UP!
 YES24영화 웹사이트와 모바일, DM, SMS 등 다양한 노출 영역을 통한
이벤트 참여 유도로 성공적이 마케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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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행 절차 및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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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 소개

〉

진행 절차 및 결제

1. 예매권수량및단가제안및협의 (최소100매)

2. 구매신청서작성후선결제진행

3. 온라인, 또는실물티켓으로배송

** 100매미만실물티켓의경우착불퀵또는택배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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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이은주 |  대리

www.movie.yes24.com  |  m.movie.yes24.com

eunju.lee@yes24.com

02-3215-9384  |  02-780-3308(fax)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 일신빌딩 8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