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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준비된
교육 서비스,
베베티움

01 본사
·법인명 : 웬즈데이커머스(주)
·설립일 : 2014년 12월 1일
·자본금 : 1억원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403-1 (신촌동, 웬즈데이 사옥)
·서비스 : 전자상거래/소프트웨어개발 외
·관계사 : 웬즈데이(주), (주)크리에이티브마스

02 관계사
·법인명 : 웬즈데이(주)
·설립일 : 2005년 1월 3일
·자본금 : 2억원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403-1 (신촌동, 웬즈데이 사옥)
·서비스 : 출판/디자인/문구용품 외

03 주요 구성원
CEO 손정욱

·현 웬즈데이(주) 대표이사
·현 도서출판 세리프 발행인 겸 편집장
·현 1인출판협동조합 부이사장
·성균관대학교 언론매체전공 석사
CMO 이구익

·현 (주)크리에이티브마스 대표 / 크리에이티브실 CD
·현 계원예술대학교 영상디자인과 겸임교수
·전 비비디오 코리아 프락시미티 CD
·성균관대학교 광고홍보전공 석사
CTO 박홍성

·전 (주)코바스소프트 대표
·전 (주)크럭스소프트 대표
·전 프렌즈톡(주) CTO
·고려대학교 전산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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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소개

하루 15분,
생각이 큰 아이를
만드는 비결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아이와 소통하고 함께하는 방법에 대한 코칭
·부모와 함께하는 책읽기를 통한 아이의 IQ/EQ 발달 유도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등 교육표준지표와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 가이드 제공
·성장 시기에 맞춘 단계별 도서 및 교육 정보 제공

매월 유아도서를 유익한 교육 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 기반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신뢰성
·각 분야 20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서전문위원회’의 추천과 자문
·20인의 소비자들로 구성된 ‘티움평가단’의 검증
·교육과정 연계, 안전성, 친환경 등 베베티움만의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 신뢰할 수 있는 도서

매월 선정되는
영유아 도서

편의성
·집에서 받아보는 유아교육 전문가의 큐레이션 서비스

유아교육
전문가의
큐레이션 서비스

·매월 엄선된 도서와 함께 교육 및 육아 정보를 한 번에 제공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주문을 통한 간편한 신청

경제성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체감가격 상승
·서브스크립션 박스를 통해 여러 권의 도서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

도서/교육/육아
관련 정보 제공

·베베티움 회원만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

이 모두를 한 박스에 담아 매월 36,000원에 제공
·12개월(+리팩 48권 적립) 구독 신청 시 최대 25% 할인
(정가 48만원 → 할인가 36만원 / 할인 및 포인트 적립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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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선정과정

티움박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읽어준 책 한 권이
생각이 큰 아이를 만듭니다

전문가 추천도서

티움평가단 검증

집까지 안전하게 배송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한 ‘도서전문위원’

실제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이렇게 선정된 4권의 도서는 도서 활용

20인이 영유아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엄마/아빠들로 구성된

안내가 들어있는 ‘티움레터(가이드)’와

4권의 도서를 선정합니다.

‘티움평가단’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함께 정성스럽게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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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선정단

전문가가 추천하고
평가단이 검증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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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서전문위원 20인

티움평가단 20인

강창용 _출판인

김경식 (아빠, 1982) _회사원, 파워블로거

고영석 _전문의

김영주 (엄마, 1987) _주부, 파워블로거

김광수 _미술감독

문연경 (엄마, 1980) _주부

김준성 _대학교수, 건축가

박민희 (엄마, 1977) _주부

김충환 _세무사

배세진 (엄마, 1982) _주부

도승철 _출판인

백은아 (엄마, 1977) _스튜어디스

박상혁 _애니메이션 작가

송영은 (엄마, 1980) _주부

박수민 _번역가

오기쁨 (엄마, 1985) _교사, 어린이집

심우창 _벤처기업가

우한나 (엄마, 1979) _주부

원혜원 _미술치료사

윤혜진 (엄마, 1985) _주부, 파워블로거

이 경 _회화 작가

이선경 (엄마, 1983) _주부

이승환 _그림책 작가

이유라 (엄마, 1980) _고등학교 교사

이지현 _그림책 큐레이터

이희연 (엄마, 1986) _소아인지치료사

이현욱 _건축가

장미선 (엄마, 1978) _주부

정광진 _출판인

장윤정 (엄마, 1988) _주부

조 봉 _변호사

정세은 (엄마, 1978) _디자이너, 대학강사

진병조 _약사

정예담 (엄마, 1985) _주부

최성욱 _그래피티 작가

정현지 (엄마, 1978) _주부

탁예은 _방송인, MC

조유나 (엄마, 1983) _회계사

한지원 _방송작가

최용규 (아빠, 1978) _회사원, 파워블로거

제품구성

매월 제공되는
이 달의 도서 4권과
교육 및 육아정보
매월 선정되는 ‘이 달의 도서’ 4권
각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도서전문위원회’의 추천과
20명의 소비자들로 구성된 ‘티움평가단’의
검증 및 교육과정 연계, 안전성 등의
세부평가를 통해 엄선

전문가의 서평 및 추천서
해당 도서에 대한 전문가의 서평,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지도를 통한
단계별 맞춤 교육 서비스

티움박스 가이드
‘이 달의 도서’ 정보와 서평 및
엄마/아빠를 위한 맞춤식 도서 활용 안내,
관련 교육 및 육아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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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의 가치를 전해 드리는
베베티움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품소개

아이의 성장과
함께 달라지는
단계별 제품구성

티움박스는 4개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아이가 성장하면
구독 연령에 맞는 단계로 매월 자동 업그레이드 됩니다

12–24

25–36

M O N T H

M O N T H

태어나 책을 처음 접하는 12~24개월

바로티움박스

40,000원
할인가 36,000원

주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24~36개월

크게티움박스

37–48

49–60

M O N T H

M O N T H

지능과 감성에 깊이가 생기는 37~48개월

깊이티움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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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할인가 36,000원

우리라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나는 49~60개월

넓게티움박스

40,000원
할인가 36,000원

40,000원
할인가 36,000원

리팩캠페인

큰 기부, 큰 혜택!
베베티움
리팩 캠페인 안내
아이들의 미래만큼, 지구의 미래도 함께 걱정하는
베베티움의 365일 캠페인

베베티움만의 특별한 「리팩 캠페인」
·시간이 갈수록 쌓이기만 하는 아이들 책, 			
책장 한 켠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나요?
·지금 「베베티움 리팩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책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자녀의 이름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참여한 헌 책만큼 티움박스가 할인됩니다.
·헌 책을 보내지 않더라도, 티움박스 리팩을 통해		
실용적이고 예쁜 새 박스를 만나보세요.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며 아이에게 지구사랑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리팩 동영상 재생

리팩 할인 혜택
· 3개월 구독 + 리팩 12권 › 3,600원 적립( 300 포인트/권)
· 6개월 구독 + 리팩 24권 › 12,000원 적립( 500 포인트/권)
·12개월 구독 + 리팩 48권 › 48,000원 적립(1,000 포인트/권)

리팩 참여 방법
1. 티움박스를 해체하여 잘 펼쳐주세요.
2. 박스를 뒤집어 안쪽면이 바깥을 향하게 접어주세요.
3. 아이에게 나눔과 지구사랑에 대해 설명한 후, 			
박스에 헌 책을 담아주세요.
4. 리팩된 티움박스를 잘 봉인한 후, 티움박스 배달 시 		
함께 들어있던 스티커를 아이와 함께 붙여주세요.
5. 이제 베베티움 홈페이지에서 픽업 신청을 합니다.
6. 택배기사님이 약속한 시간에 방문하면 전해주세요.
7. 보내주시는 헌 책은 추후 SMS를 통해 처리 결과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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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내

도서정가제 시행,
적립할인을 통한
합리적 가격정책

PRICE 1. 단품구매
·1개월 단품구매 40,000원 › 36,000원 (10%)
   : 10% 즉시할인 + 무료배송 포함

PRICE 2. 정기구독(선결제 포인트 구매방식)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가격정책이 복잡해졌지만,

· 3개월 정기구독 120,000원 › 102,000원 (15%)

현명한 선택을 위해 반드시 5분만 확인하세요!

   : 10% 즉시할인 + 5% 적립 + 무료배송 포함

· 6개월 정기구독 240,000원 › 204,000원 (15%)
   : 10% 즉시할인 + 5% 적립 + 무료배송 포함

·12개월 정기구독 480,000원 › 408,000원 (15%)
   : 10% 즉시할인 + 5% 적립 + 무료배송 포함

PRICE 3. 정기구독 + 리팩 캠페인 참여
· 3개월 정기구독 120,000원 › 98,400원 (18%)
   : 10% 즉시할인 + 5% 적립 + 3,600원 적립(리팩 12권) + 무료배송 포함

· 6개월 정기구독 240,000원 › 192,000원 (20%)
   : 10% 즉시할인 + 5% 적립 + 12,000원 적립(리팩 24권) + 무료배송 포함

·12개월 정기구독 480,000원 › 360,000원 (25%)
   : 10% 즉시할인 + 5% 적립 + 48,000원 적립(리팩 48권) + 무료배송 포함

PRICE 4.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베베티움에서 판매하는 도서와 함께 5만원 이상 구입 시		
(국내도서를 제외한 2천원 이상 가격의 상품을 함께 구매) 		
2천원을 추가 적립해 드립니다.

PRICE POINT. 도서정가제 준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도서정가제)에 따라 모든 도서는
최대 10% 할인, 5% 적립으로 가격 혜택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로 인해 할인 판매에는 제한이 생겼지만,
리팩 캠페인과 같은 헌 책 보상구매, 무료 배송, 제휴 카드 할인,
경품 프로모션 등은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정가제, 2014. 11.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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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티움’을 검색하세요
BEBETIUM.COM

9:41 AM

100%

베베티움 CF 영상

개그콘서트 협찬영상

감사합니다

THANK YOU

서비스 및 제휴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403-1 (신촌동, 파주출판도시 웬즈데이 사옥), 우편번호 10881
부서별 연락처
대표번호
기획편집부
물류

031 955 9700
031 955 9701
031 955 9707

제휴문의
손정욱 | CEO·대표이사
이구익 | CMO·마케팅기획
이상학 | 팀장·추천도서선정

팩스번호
디자인팀
고객센터

031 955 9708~9
031 955 9702
031 955 9704~5

경영지원팀
마케팅실
대표이사실

031 955 9700
031 955 9703
031 955 9710

son4080@wednesday.co.kr		

010 6530 4080

cross@wednesday.co.kr		

010 7337 2927

shlee@wednesday.co.kr		

010 9377 7106

이 소개서는 2015년 9월 22일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Copyright ⓒ 2015 wednesday commerce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