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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를 만드는 
티포트 주식회사입니다.

회사명�

주요서비스�

주요사업�

구성원�수

티포트�주식회사�
ONDA�
소프트웨어�개발/공급�
52명

오현석�
2016년�9월�22일�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431�저스트코타워�S10002

대표이사�

설립일�

주소

회사�개요



����������������는�
숙박산업의�
바른�내일을�제시합니다.

ONDA는�숙박산업과�여행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기술을�개발하는�
여행기술회사입니다.��
숙박/여행산업을�지탱하는�기술을�연구하고�개발하여�산업의�기준을�끌어
올리고,�모든�숙박업이�ONDA의�기술로�사업의�내일을�기대할�수�있도록��
끝없이�고민합니다.�또한�첨단�기술뿐�아니라�바른�지식과�교육을�통해�산업
의�더�큰�도약을�뒷받침합니다.

ONDA는�언제나�숙박산업의��
바른�내일을�제시하기�위해�노력합니다.



티포트�주식회사�연혁

2019

11 ONDA�GDS�-�Airbnb/Agoda�런칭

WIT�Asia�2017�-�Silver�Sponsorship�
ONDA�펜션관리�앱�런칭�
서비스�브랜드�ONDA�리런칭

10

07 ZARI�GDS�-�11번가�오픈

05 ITB�China�2017�-�전시회�참여

03 펜션통합예약관리플랫폼�런칭�
2017�호텔페어�-�전시회�참여�
ZARI�CMS�-�Ctrip�런칭

01 숙박전문매거진�Magazine�ON�창간

06 ZARI�GDS�-�TMON�오픈

06

야놀자,�투자금액�비공개�투자�유치�
ONDA�GDS�월�거래액�100억�달성

GDS�일�거래액�2억�돌파�
ONDA�GDS�-�씨트립(trip.com)�연동

04 ZARI�GDS�-�NAVER�오픈

07

09

ONDA�GDS�총�거래액��500억�돌파

ONDA�GDS�-�위메프(WeMakePrice)�연동

11

06

ONDA�Star(중소형�호텔,�리조트�전문�PMS)�/�
Keyless�도어락�/�무인�키오스크�런칭

2018

ONDA�GDS�-�여기어때�연동

03

11 ONDA�누적�투자금�100억�돌파�
50억�규모�시리즈�A�투자�유치

04 ONDA�Wave(중소형�숙소�통합예약관리�플랫폼)�베타�런칭

2017 12 ONDA�GDS�거래액�100억�달성

2016 09 티포트(주)�-�(주)자리웍스�인수/합병�
티포트(주)�설립�/�시드�투자�유치

2020

02 T�PORT(ONDA)�x�핸디즈�MOU�유치�
T�PORT(ONDA)�x�호텔프롭�MOU�유치

ONDA�Plus(펜션예약관리플랫폼)�리뉴얼05

ONDA�Easysell(호텔�Extranet)�런칭04

201805 T�PORT(ONDA)�x�올스테이�MOU�유치�
ONDA�Wave(중소형�숙소�통합예약관리�플랫폼)�정식�런칭



ONDA�서비스�소개



호텔,�게스트하우스,�B&B�등�
중소형�숙박업소를�위한

오로지�펜션만을�위한,�
펜션�전문�통합�예약관리�플랫폼

Web Web

ONDA�Wave�
웨이브

ONDA�Plus�
플러스



통합 예약관리 플랫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예약관리!

오늘 모든 정보를 대시보드에서 
우리 숙소의 오늘을 대시보드에서 한 눈에! 
더 이상 숙소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 헤매
지 마세요. 대시보드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고객에게만 집중하세요.

매출과 운영지표를 한눈에 
ONDA에 입력된 정보를 자동 분석하여 숙소 운영
에 꼭 필요한 맞춤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ONDA Wave 모바일 
컴퓨터가 없어도 모바일을 통해 간단하게 예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모
든 관리를 해결해보세요!

복잡한 예약도 한눈에 확인 가능한 
ONDA Wave 타임라인 
객실별 예약관리를 차트로된 타임라인에서 한
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Web

호스텔&게스트하우스,�B&B�등�
중소형�숙박업소를�위한



오로지�펜션만을�위한,�

ONDA�Plus 펜션 전문 통합 예약관리 플랫폼, ONDA Plus

쉽고 편리한 예약관리 
예약생성, 취소, 조회, 방막기, 가격설정 등 예약관리
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eb

실시간�예약창��
예약

채널�예약 수기�예약

한�번에�관리!



계약�한�번으로�수십�개�채널에�판매를�시작하세요. 25 +객실�통합�판매대행�서비스�
ONDA�GDS

호텔,�리조트를�위한��
최적의�PMS

호텔/리조트/모텔을�위한�
Extranet�플랫폼

Web

ONDA�Star�
스타

ONDA�Easysell�
이지셀

Web



호텔 규모에 맞는 최적의 스케줄러 제공 
아무리 꼼꼼하게 확인해도 꼭 하나씩 빠트리는 객실 
예약, 청소, 요금지불 관리! 

ONDA Star는 호텔 전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호텔 규모에 알맞는 최적의 스케줄
러를 제공합니다.

단체 고객 관리에 적합한 ‘마스터룸’ 기능 
단체 고객을 관리할 때에는 ONDA Star의 ‘마스터 룸’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모든 객실의 상태 확인 및 부가 요금에 대한 지불 결제
까지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호텔/리조트를�위한�최적의�PMS�

ONDA�Star
호텔/리조트 예약관리에 최적화된 스케줄러! 
호텔/리조트 전문 PMS, ONDA Star

Web



화이트라벨링 서비스 
온다 프로그램을 귀사의 이름으로 서비스할 수 있
도록 화이트라벨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프로그램 개발은 온다에게 맡기시고 숙소영
업과 상품 판매에만 집중하세요.

엑스트라넷 플랫폼 제공 
호텔 판매에 최적화 된 엑스트라넷 플랫폼을 제
공합니다.  
호텔판매를 위한 B2C 플랫폼은 보유하고 있지
만 실시간 상품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면 온다 엑스트라넷을 이용해보세요!

해외 채널 맞춤형 자동 번역 
해외고객을 타겟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
어와 중국어로 자동번역을 지원합니다. 
해외채널에 손쉽게 등록 및 수정을 지원합니다. 
매출을 극대화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자동번역 
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

호텔�/�리조트�/�모텔�판매증대를�
위한�Extranet�플랫폼�

ONDA�
Easysell

Web



주 단위 정산 
정산을 위한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주 정산으로 빠른 판매대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온다 판매대행 상품은 투숙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익주 금요일에 정산해 드립니다.

온다 판매대행 서비스(GDS) 
온다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은 국내외 수 많은 채널에 객실을 판매해보세요.  
단 한 번의 계약만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상품을 동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판매채널 설정 및 채널별 재고&가격 조절 가능 
해외 판매채널 노출로 평일, 비수기 객실 판매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원하는 판매채널만 설정하여 판매하실 수 있으며, 각 채널별 재고와 가격도  
각각 조절 가능합니다.

ONDA 판매대행 서비스
수많은�판매사이트,�이제�
ONDA에서�한번에�판매하세요!�

ONDA�GDS�
판매대행



ONDA�더�알아보기



      추가로 숙박 관련 전문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다양한�숙박전문칼럼이�연재되는�

숙박�전문�뉴스레터,�
Weekly�ON�

을�읽어보세요!��

(ONDA�공식�블로그에도�
다양한�정보가�가득!)



숫자로�보는 3.8만�명�+ 500억�+ 26개�+
ONDA 서비스 이용 
숙박업소 가입자 수

ONDA GDS 판매대행 
2018 누적 거래액

ONDA GDS 
연동 판매 제휴사 수

15만�건 5,725,180건�+
ONDA PMS 
월평균 처리 예약 수

ONDA GDS 판매대행 및 서비스 
2020.04 누적 예약 건 수



숙박업주의�BEST�FRIEND가�‘ONDA’!
한국관광신문�/�2020년�01월�22일

티포트,�50억원�규모�시리즈A�투자�유치…�
설립�3년�만�누적�투자금�100억원�돌파
매일경제�/�2019년�11월�20일

티포트,�‘온다트래블�테크놀러지’��
합작투자�설립
메트로신문�/�2019년�12월�15일

[신현성�티몬�의장이�만난�스타트업]��
오현석�티포트�대표
중앙시사매거진�포브스�/�2020년�01월�23일

언론�속

티포트-핸디즈,��
생활형�숙박시설�판매관리�MOU�체결
세계여행신문�/�2020년�02월�27일

티포트,�호텔프롭과�숙박�서비스�지원�협력
벤처스퀘어�/�2020년�02월�05일



감사합니다.
숙박산업의�바른�내일을�제시합니다.�
ONDA�

http://ond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