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와 카카오 마케팅을 동시에

제품 제안서

제품 개요

쉽고 간편한 포인트 적립기
샵포인트는 복잡한 인증과정 없이
전화번호 하나만으로 포인트 적립이
이루어지는 매우 간편한 적립기 입니다.

적립시 카카오톡이 자동으로 발송되어
종이쿠폰,적립카드 등을 사용하는
불편함점이 모두 해소되기 때문에
점주님과 손님 모두 편리합니다.

카카오채널의 높은 진입장벽을
쉽게 넘기위한 도구
대한민국 채팅어플 90%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채널은 다년간 수많은 개선과 변화를 겪어왔지만
여전히 친구추가(수신동의)를 받지 못하면 카톡 전송이
불가능하여 개인이 마케팅 용도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샵포인트는 바로 이부분을 유리하게 만들어 드리며
고객 마케팅을 보다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카카오톡 마케팅 활용

적립하는 순간 편리해지는 채널 추가
적립이 완료되는 순간 점주님의 카카오채널 프로필로 적립내역이 전송되는 채팅방이 생성됩니다.
방문 고객은 채팅창 위에 있는 “채널 추가”만 터치하면 바로 채널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쁜 테이블링 중 간단한 말 한마디로 친구추가를 편리하게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Point 1

Point 2

적립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채널 친구에게 메세지 보내기

직접적인 매장 검색을 유도하면
대부분의 손님들은 카카오채널을
검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찮음”을 없애버리는 순간
고객들은 한발 더 다가오게 됩니다.

카카오채널은 친구추가를 한
고객분들에게만 마케팅메세지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연령대,성별과 같은 내용만으론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이 불가피하므로
불필요한 전송비용이 점주님께 부담됩니다.

“포인트적립 ”을 미끼로 고객들은
본인들의 카카오톡에 사장님의 채널을
“번거로운 과정 없이” 띄울 수 있습니다.
이는 더욱 수월한 채널추가 유도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샵포인트는 이런 불필요한 전송을 거르고
최근방문순, 장기 미방문 제외, 특정 가격대 등
다양한 조건으로 전송이 가능하도록
연동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적립 과정이 마케팅으로,또 다시 재방문으로
쉽고 간편한 적립과정 속에서 매장 손님들의 스마트폰엔 이제 점주님의 매장이 항상 머물게 됩니다.
이는 우리 매장을 잊을때 쯤 카카오 마케팅으로 고객분들이 인지하시고 재방문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번호 입력 만으로
포인트 적립
번호입력과 동시에
자동 회원 가입
고객 유치와 적립을 동시에

고객 정보 수집

마케팅 활용

포인트 적립과 동시에
고객 정보 자동 수집
맞춤 메모 혹은 정보 기입 가능

SMS LMS 카카오톡 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메세지형 마케팅으로
고객 재방문 유도

고객 재방문 UP
가맹점 매출 UP

마케팅 지원 서비스

추가 비용 없이 다양한 지원을 받으세요.
매장 관리도 바쁜데 디자인작업까지 해야한다면
점주님들의 시간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릅니다.
샵포인트는 이런 점주님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무료 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자 메세지 전송 대행 작업(LMS,SMS)
단체문자를 보내실 때 각종 조건과 내용 제안을 받고 싶으시다면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동종업계 문자전송 예시, 조건부 전송 등을
전화 또는 채널 카카오톡만으로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카카오채널 쿠폰이미지 무료 작업
샵포인트는 가맹 이용중이신 고객 매
장에 한하여 무료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용 채널에 원하시는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미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품 구성

태블릿과 함께 구성된 Standard SET
보다 편리한 번호 입력과 대기 중 광고 또는 매장 로고 삽입이 가능한
태블릿이 추가로 제공됩니다.태블릿은 무상 렌탈 서비스로,
고객 부주의를 제외한 모든 고장건에 대하여 약정기간 동안 무상 A/S가 제공됩니다.

충전기 및 거치대

메뉴얼북

태블릿 PC

PC프로그램 및 알림톡 무제한

샵포인트 STANDARD SET
핵심만 골라낸 가성비, LIGHT SET
상권과 업종에 따라 불필요한 정액제 비용 지출을 낮추고, 적립고객의 수만큼
메세지 비용을 충전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블릿 대신 키패드를 제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얼북

적립용 키패드

PC프로그램 및 충전식 알림톡

샵포인트 LIGHT SET

감사합니다.

도입 및 대리점 문의

1833-7534

02-1833-753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 27 M타워 802호
tomatolab@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