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고 빠른 포인트 적립은 물론 마케팅까지 ! 

매장관리 통합 솔루션 샵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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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포인트  

  태블릿
    태블릿, 고객 데이터의 수집부터 프로모션까지

  PC프로그램
    편의성 위주의 구성

   '알림톡'과  '친구톡'

  넘버패드로 간편하게
  실용적이고 라이트하게

    플러스친구관리 시간을 더하다
    샵+ 디자인을 더하다
    마케팅 , 고객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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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입력 만으로 
포인트 적립
번호입력과 동시에 

자동 회원 가입,
고객 유치와 적립을 동시에

고객 정보 수집
번호입포인트 적립과 동시에

고객 정보 자동 수집
맞춤 메모 혹은정보 기입 가능

마케팅 활용
SMS LMS 카카오톡 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메세지형 마케팅으로

고객 재방문 유도

고객 재방문 UP
가맹점 매출 UP

샵포인트





    플러스친구관리 시간을 더하다
    샵+ 디자인을 더하다
    마케팅 , 고객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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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STEP 1
계산이 끝난 후 

손님이 ‘적립’버튼 클릭

STEP 2
계산된 금액 입력 후

손님이 ‘핸드폰 번호’를 입력

STEP 3
적립 완료

적립 내역 손쉽게 확인

태블릿의 역할 ‘적립’

태블릿의 활용 ‘광고’

화면 노출 광고
메뉴판 , 신메뉴 , 영업안내

신제품 , 이벤트 , 할인안내

등 카운터 태블릿에

매장만의 광고 가능 

ㅣ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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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프로그램

Point 1
편의성 위주의 구성
알아보기 쉽고 귀여운 아이콘으로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사장님께서도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oint 3
문자발송과 
고객관리를 동시에! 
별코인 충전으로 간편한 문자전송
고객의 성함 생일 성별 메모 등
정보를 기입하고 관리 가능 

Point 2
3가지 적립모드
포인트 스탬프 선불금 
총 3가지 적립모드 원클릭사용 가능
그때 그때 필요한 적립방식으로
유동적으로 사용 해 보세요.

Point 4
고객 데이터의 섬세한 분석
우리매장 방문랭킹 부터 
오늘 방문자, 최근 일주일 방문자,
한달 방문자 까지 체계적인 분석 제공

편리한 PC 프로그램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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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과 친구톡

Point 1
적립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연동하여
 가맹점이 ‘친구추가’되지 않은 고객님께
태블릿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번호의 해당 카카오톡 ID로   
’정보성’ 메세지를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포인트의 적립 내용 / 사용 내역이
가맹점의 플러스친구 아이디로 전송됩니다.

Point 2
알림톡과 친구추가?
신규 고객님께 알림톡이 전송되면,

카카오톡에 새로운 채팅방이 생성됩니다.

또한 상단에 ‘친구추가’버튼이 표시됩니다.

기존 QR코드나 플러스친구 ID로 

친구추가를 유도하는 방법 보다 쉽고 

빠르게 친구 추가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Point 3
친구들에게 메세지 보내기
알림톡으로 플러스친구 친구등록이

완료되면 , ‘친구톡’ 이라는 

광고성 메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할인쿠폰,1:1채팅,포스팅 등 

친근하게 소통하는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알림톡 ㅣ 알림톡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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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패드로 라이트하게

넘버패드 하나로 라이트하게

비품이 많아 카운터가 복잡한 매장
소점포 카운터에 태블릿을 배치하기 힘든 매장 
키즈카페와 같이 태블릿 파손이 우려되는 매장

넘버패드 하나로 PC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샵포인트 MINI를 사용 해 보세요.

기존 기능은 그대로, 가격은 좀 더 가볍게! 

바쁜 고객님께도 안성맞춤

고객님이 조작하는건 오직 휴대폰 번호 입력 뿐,
고객님은 적립버튼과 조회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 적립 / 조회 모두 PC로 가능합니다. 

태블릿 없이, 포인트 적립?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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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친구 관리자 대행 서비스

플러스친구 관리자 대행ㅣ

오프라인 매장 관리에도 바쁘신 사장님,
수시로 메세지 보내고, 쿠폰보내고, 

신상품 포스팅에 ... 하루가 다 가셨죠?

이제 샵플러스가 다 할게요! 

샵플러스는 가맹점 플러스친구 관리자 대행 서비스이며
관리자 추가를 통해 대행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쿠폰발송, 메세지발송, 포스팅 등 
플러스친구 채널을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이며 

월 단위 이용이 가능합니다. 

Plus
시간을 Plus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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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디자인 대행 및 SNS타겟팅 광고

손님을 Plus

소셜 네트워크 타겟팅 광고로 손님을 Plus하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광범위 하지만 타게팅 분석이 가능한

SNS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세요!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큰 SNS 타게팅 광고를 해드립니다!

디자인을 Plus

디자인을 입혀 아름다움을 Plus하다 

홈페이지 로고 등 웹에서부터 메뉴판 전단지 등 인쇄 홍보물 까지

 매장에서 필요한 디자인 모두를 의뢰 해 주세요 
샵플러스 전문 디자인팀이 사장님의 디자인을 책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