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휴양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행·휴양,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전기기, 기업소모품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에서도 별도의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 대기업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아보세요

여기어때

아고다

휴양소/숙박/여행상품/카셰어링

단독혜택 17%할인 + VIP 멤버쉽
국내외 호텔 7~10% 추가 할인

건강관리
선헬스케어

듀얼헬스케어

서울메디컬
샬레코리아

#모든 중소기업 임직원

그린카

#이용료 무료

코레일관광개발

서비스 무료 가입·이용 방법

기업회원
가입신청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야나두

복지 담당자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방문 및 회원가입 클릭

기업 정보 입력 및
필수서류 제출

튜터링

민병철유폰

시원스쿨
생성한 임직원의
계정 정보 공유

관리자 페이지에서
임직원 정보입력 및 계정 생성

회원가입 승인
1~2일 내 메일 통보

쿠폰/포인트 할인 + 15% 추가 할인
국내 철도여행 최대 10% 할인

취미/자기계발
롯데시네마

이패스코리아

밀리의서재

영화티켓/레저/교육/도서

영화예매권, 콤보교환권 최대 22% 할인
외국어 수강권 최대 88% 할인

병원진료 할인 + 10% 추가 할인

아이코젠

스포츠/골프/라이프 최대 80% 할인

리프레쉬클럽

생활안정

임직원

전국 운동시설 최대 70% 할인

보안/렌탈/이사/꽃배달/경조사

ADT캡스

캡스홈 도어가드 렌탈 최대 20% 할인

코웨이

렌탈료 할인+상품권/사은품 최대혜택

교원웰스

렌탈료 최대 45%+제휴카드 추가할인

1:1 영어회화 최대 70% 할인+적립금
외국어 수강권 최대 70% 할인
직무 및 자격 콘텐츠 최대 60% 할인
6개월·12개월 구독권 최대 20% 할인

티맥스와플

6개월 무료체험 및 최대 50% 할인

통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기업이전 최대 20% 할인

후다닥

퀵서비스, 화물, 이삿짐 최대 11%할인

JTI플라워

화환 6만원, 꽃배달 최대 30% 할인

한국생애설계

은퇴·재무설계 상담 최대 59% 할인
교원 임직원가 제공(최대 80만원 할인)

영유아 그림책/완구 최대 19% 할인
예다함

넥스트에너지

레저·공연 티켓 온라인 최저가

KKday

국내 액티비티 최대 10% 할인

약관 동의 후
서비스 이용

비급여 의료비 최대 49% 할인

1:1 외국어 회화앱 47% 할인

기업회원 임직원
로그인

welfare.korcham.net
에서 회원로그인

77개 항목 유전자 검사 50% 할인

OK닥터

교원라이프
부키부키

전국 검진센터 회원 우대가 혜택

휴양소 최대 60% 할인

#대기업수준 복지
#가입비 무료

건강검진/병원진료/피트니스

한마음 F&C

LSC푸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동일혜택
시장 최저가에서 25만원 추가 할인
위탁급식 서비스 무료 컨설팅 및 시식

제휴상품몰
SK 베네피아

11번가

IT/가전기기/공구/사무용품

복지포인트는 회사가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배정하는 포인트로, 복지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입니다.

SK 임직원몰
(SK임직원과 동일 혜택)

복지포인트 사용 신청 방법

매주 새로운 특가 +
10% 할인 쿠폰 혜택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한

행복한 복지
특별한 가격의 즐거운 혜택을 플러스+ 하세요

우리아이해피박스

출산, 육아 생활용품 최저가 혜택
(5,000여 종)

아이마켓코리아

공구, 사무용품, 인기가전
최대 50% 할인

안심모바일

복지포인트 유선 상담

계약 체결

포인트 사용 신청

임직원 포인트 사용

임직원 포인트 배정 및 이용 공지

포인트 사용 승인

공시지원금 + 29만원 추가할인
+ 사은품 증정
복지플랫폼 고객센터

1588-6555
포인트 월 정산
OPEN

행복마트

브랜드관/지역상품관/기업 소모품관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인증제도’
삼성전자 브랜드관

삼성전자 250여 종 제품,
최대 43%, 무료배송

복지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기업을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 부여하는 제도
인증기준 : 전체 근로자 30% 이상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중소기업

애플 브랜드관

애플 60여 종 제품,
최대 30%, 무료배송

지역상품관

부산, 대전, 청주, 강원, 전라 등
지역 특산품 특별가

기업 소모품관

복사용지, 화장지, 생수, 마스크,
우수기업 상품 등 특별가

주요 우대사항
·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
·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 부여(5점)
· 수출, 자금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예) 온라인수출플랫폼(가점 1점, 2022년부터 시행)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한도 60억원 → 100억원 상향)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19층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복지센터
welfare@korcham.net 1588-6555
20210908.ver.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