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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관리한다는것
신규 고객 보다 기존 고객이 먼저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매장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또한 신규고객을 유치하려면 기존 고객 유지비용에 5배의
비용이 추가 됩니다. (출처:Forrester Research) 

2대8 법칙

20%의 기존 고객이
총 매출의 80%차지

Bain Company

“1명의 단골고객은
20명의 신규고객과 같다.”

기존고객

신규고객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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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객관리의 중요성

=



고객관리에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지만 문제점 또한 다양합니다.

설마 아직도 이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고객관리 어떻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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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객관리의 중요성

종이스탬프의 단점

쿠폰적립 카드의 단점 POS의 단점

모바일앱의 단점
사용자의 불편함

잦은 분실

사용자의 불편함

잦은 분실

높은 제작비용 

POS 개발 비용 추가

마케팅 정보 동의 불가능

한정적인 고객데이터 활용

고객데이터 확보 X

앱다운/회원가입의 불편함

수백만원대의 앱 개발 비용

마케팅 비용의 증가 매 월 2만원 이상의 인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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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택포인트는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고객관리 서비스입니다.

 

컨택포인트 태블릿PC

 -회원가입 필요 없음

-태블릿PC의 시각적인 효과

-개인정보 동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연동

 

고객데이터 분석

 -포인트 적립 현황 파악

-성별/연령/날짜 

-고객의 DB를 통한 분석

 

쿠폰 및 문자발송

 -타겟형 맞춤 마케팅

-재방문 유도

 

컨택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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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컨택포인트는?

포인트 적립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이용약관은 홈페이지 (http://www.yooi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0 p 적립

회원가입없이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포인트 적립 끝!

QR입력

010 >

1 2 3

4 5

7 8 9
X 0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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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방문 고객

고객 데이터 분석

연락처 나이 성별 생일

010-****-2321

010-****-5289

010-****-8217

010-****-4871

010-****-1290

20대 여 951121

890217

970903

990104

751213

남

남

여

여

30대

20대

20대

40대

성별 연령대

전체회원대 비율 40%
2,012명

고객분석
고객님, 환영합니다.

신규 고객에게 전달드리는 선물이
도착하였습니다.

쿠폰보기

3,000원 할인쿠폰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



다양한  상황에서도 연결이 가능!
전국 매장의 포스기, 공유기등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연결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컨택포인트는 다양한 연결방식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매장에 적용가능

-WI-FI연결과 USB연결 방식 적용

-업무의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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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컨택포인트는?

POS기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PC

<->



2.컨택포인트는?

국내 최저 요금제 하루 8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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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SMS,알림톡

초기비용

태블릿PC

컨택포인트

건당 40원이상(LMS, 쿠폰)

가입비,설치비 15만원

별도구매 

건당 13원(SMS), *알림톡무료

월 이용료 35,000원~50,000원 최대 28,000원 (*월 계산시) 

없음

문자 1년사용시
(하루 50건 sms기준)

약 80만원 약 23만원

무상제공

SMS를지원하여 더 저렴하고, 알림톡 무료로 연간 50만원 이상 절약!



3.데이터 분석

매장 분석
매장 데이터 분석

쉽고, 빠른 데이터 분석
고객 데이터를 이용한 재방문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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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변경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포인트

등급

최근 재방문 고객

전체회원대 비율 40%
2,012명

고객 데이터 분석 회원정보 파악

성별 연령대

1 고객데이터 분석
성별,연령대,방문시간

회원정보 파악

2 쿠폰&문자발송
타겟팅 선정 후 쿠폰 발송

혹은 LMS 발송

3



타겟형 마케팅
쿠폰&문자발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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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데이터 분석

첫 방문 신규고객
3,000원 할인쿠폰 지급

재방문 유도

당일 생일인 고객
조각케이크 교환 쿠폰 지급

재방문 유도 / 매장 충성도 증가

장기간 미방문 고객
아메리카노 교환 쿠폰 지급

재방문 유도 / 매장 충성도 증가

고객님, 환영합니다.

신규 고객에게 전달드리는 선물이
도착하였습니다.

쿠폰보기

3,000원 할인쿠폰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

OOO 고객님, 축하합니다~!

생일 고객에게 전달드리는 선물이
도착하였습니다.

쿠폰보기

조각케이크 1개 교환 쿠폰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

고객님, 좋은하루되세요.

기분 좋은 하루 고객님에게 
드리는 선물이 도착하였습니다.

쿠폰보기

아메리카노 교환 쿠폰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

신규 고객 생일 고객 미방문 고객



포인트 적립 서비스는 태블릿PC를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블릿PC를 별도 구매 하신다면
그 비용은 누가 낼까요?

패키지박스 무료 제공
20만원 상당의 패키지 박스가 무료!

4.컨택의 강점

-태블릿PC

-거치대

-적립유도 POP

-패키지박스

컨택포인트 드림 패키지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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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비용에 대한 부담금 



간단한 번호입력만으로 예상 대기시간, 입장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선주문으로 인한 시간절약까지 가능합니다. 

웨이팅 기능
이젠 무작정 기다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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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컨택의 강점

웨이팅기능 사용방법

번호입력 후 인원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예상 대기시간과 입장시간을 알려줍니다.

*웨이팅 알림톡의 경우 비용이 추가됩니다.



업종의 특성에 따라 적립과 스탬프를 사용하여 고객의 취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적립과 스탬프

적립고객에겐 적립, 스탬프고객에겐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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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컨택의 강점

-일반음식점

-제품이 다양한 경우

-결제 금액이 큰 경우

-방문횟수 보단 금액

-결제금액의 3~5%가 일반적

-카페

-제품이 비교적 적은 경우

-꾸준히 방문하는 경우

-금액보다 방문횟수 

-10회 방문 당 1상품이 일반적

포인트 적립 스탬프 적립



분명히 예약해뒀는데 손님이 안오거나 시간이 늦춰지는 경우 당황해보신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젠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강력한 예약기능
예약 스케줄을 통한 알림톡 기능으로 노쇼 70%, 재문의 전화 8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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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컨택의 강점

*예약 알림톡의 경우 비용이 추가됩니다.



컨택포인트는 고객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서비스 활용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플러스친구 연동 & 고객데이터 제공
카카오플러스친구 연동으로 인하여 가장 쉬운 친구 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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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컨택의 강점

별도의 어플을 설치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쉽게 포인트적립 내용이 확인이 가능하고 
플러스 친구등록이 간편해집니다.

매장 고객

컨택포인트

번호등록 알림톡 발송고객데이터 제공

쿠폰 및 문자 발송

재방문 및 플러스친구 등록

고객데이터 요청



간편버전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태블릿과 휴대폰만으로도
적립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포스기를 카드 단말기만 두고 사용하는 
매장 혹은 외부 영업, 외근직과 같은 특수
영업에서도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스기나 컴퓨터가 없어도 가능
별도의 기기없이 태블릿이나 휴대폰만으로도 포인트 적립 사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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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컨택의 강점



우리 매장을 찾아주시는 단골고객
그리고 매장 사장님을 위한 서비스

알림톡내에서 메뉴 선택 후 결제가능

어플없이 알림톡 웹페이지 내에서
간단히 결제가 가능합니다.
어플로 발생하는 광고나 수수료보다
효율적입니다. 

우리 매장 새로운 배달플랫폼!
배달 어플 없이 알림톡에서 간단히 결제와 배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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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컨택의 강점

*별도의 광고서비스가 아닌 단골고객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배달고객도 문제없는 QR코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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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놓쳤던 배달 고객분들의 DB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달음식과 함께 배달되는 
QR코드로 배달고객분들의
포인트 적립까지 가능한 시스템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포인트 적립!

기존에 직접 방문하는 고객들의 
적립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배달
고객분들까지 단골손님으로  
만드세요.

4.컨택의 강점



대표 제휴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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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휴브랜드



전문 컨설턴트가 매장의 성공을 도와드립니다.

주식회사 이머스

고객관리는 컨택포인트
6.컨택과 만나기

Office

Web

무료상담

고객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49 신한이노플렉스 305

서비스

TEL

E-mail

TEL

FAX

http://contactpoint.co.kr/

070)5222-7666

070)5222-7666

070-8650-0555

dh@immers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