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이머스



약정 가격

(VAT포함) 1년 2년

태블릿 패키지 451,000원 693,000원

태블릿 미포함 451,000원 396,000원 693,000원 600,000원

1) 태블릿은 컨택포인트에서 지급해드리며 패키지에는 거치대도 포함됩니다. 
2) 태블릿 미포함 2년 약정은 최초 신규가입시에만 지원해드리는 가격이며, 2년 약정으로 연장을 하실 시에는

693,000원 정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태블릿 미포함 2년 약정은 서비스해지시 태블릿 패키지 2년 약정과 동일한 환불 정책이 적용됩니다.
4) 환불정책은 이용약관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위약금 없음
*6개월의 의무사용기간에 따라 6개월 내 서비스해지시 해당 기간의 사용금액인 198,000원이 선차감됩니다.
(6개월 사용금액은 기본 계정가인 396,000원의 6개월치인 198,000원입니다)
*지급해드린 태블릿은 전자기기의 특성상 반납 회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블릿값인 155,000원이 선차감됩니다.
*이후 남은 잔여개월수 만큼 100% 환급해드립니다.

가입비/설치비/위약금 없음

알림톡 무제한 무료

고객정보 제공
번호 가림없이 모두 제공

<태블릿 화면에 포인트 적립시,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간주한다는 안내 문구 확인 가능>

무료문자 일정량 지급
1년 약정 > 600건 /                2년 약정 > 1500건

* 무통장입금시 각 500 / 1000건씩 추가 지급

휴대폰<->태블릿 대체 가능 여부 불가

서비스 지원 가능한 기기
Pos  /  pc  /  노트북 /  태블릿 /   안드로이드,iPad포스기

* 개인 소유의 태블릿 사용시 : 컨택포인트vt어플이 실행 가능한 지 확인 필수
* 안드로이드,iPad 포스기 사용시 : 컨택포인트M / 컨택포인트POS 어플이 실행 가능한 지 확인 필수

매장 내 사용 가능 여부

매장 내 사용하는 기기와 고객 번호입력용 태블릿이 같은 IP값의 와이파이로 연동되어야 함
따라서 매장 내 무선공유기(와이파이)가 없을시 마련되어야 하고, pc/pos기가 무선공유기 미사

용중일 시에는 > 해당 기기의 랜선을 무선공유기에 한 번 거쳐서 연결해주면 됨
* 원격 설치시 안내를 도와드림



약정 가격

 하나의 매장에 2개의 태블릿을 설치하려는 경우 - 태블릿 별도구매
- 서버등록문제로 계정사용액의 50% 추가 결제

* 1년 396.000원의 절반금액 198,000원 + 태블릿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일한 매장에 카운터가 바로옆에있어도 타매장에서 사용하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악용되는사례 존재

Ex)1개 계정 결제 후 10개의 매장에 태블릿pc를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10배의 알림톡비용, 10배의 cs업무가 늘어나게됨. 이로인해 타사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문제가있어
컨택포인트는 1매장=1계정=1태블릿을 원칙으로함.

(VAT포함) 1년 2년

태블릿 패키지 451,000원 693,000원

태블릿 미포함 451,000원 396,000원 693,000원 600,000원

1) 태블릿은 컨택포인트에서 지급해드리며 패키지에는 거치대도 포함됩니다. 
2) 태블릿 미포함 2년 약정은 최초 신규가입시에만 지원해드리는 가격이며, 2년 약정으로 연장을 하실 시에는

693,000원 정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태블릿 미포함 2년 약정은 서비스해지시 태블릿 패키지 2년 약정과 동일한 환불 정책이 적용됩니다.
4) 환불정책은 이용약관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위약금 없음
*6개월의 의무사용기간에 따라 6개월 내 서비스해지시 해당 기간의 사용금액인 198,000원이 선차감됩니다.
(6개월 사용금액은 기본 계정가인 396,000원의 6개월치인 198,000원입니다)
*지급해드린 태블릿은 전자기기의 특성상 반납 회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블릿값인 155,000원이 선차감됩니다.
*이후 남은 잔여개월수 만큼 100% 환급해드립니다.



메시지 가격

1. 홍보성메시지

• 컨택포인트에서는 크레딧이라는 ‘통화’사용(부가세포함)
• 1sms는 건당 14원 > 1크레딧
• 1lms는 건당 44원 > 3크레딧
• 1mms는 건당 84원 > 6크레딧

2. 정보성메시지

• 웨이팅 알림톡 건당 30원 > 2크레딧
• 예약 알림톡 건당 30원 > 2크레딧
• 정보성이지만 기능이 들어가 있어 일반 포인트적립용 알림톡과는 달리 건

당 금액이 추가됨



 어플 필요 없이 고객이 번호만 입력하면 적립이 완료!

 고객의 재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 매출 증진!

 국내 유일하게 제공되는 고객정보(pdf), 언제든 수정 가능!

 생일/이벤트 문자쿠폰 발송기능!

 정보성 무료 카카오알림톡 무제한!

 태블릿 내 이미지 삽입을 통한 전자액자로 원하는 매장분위기 조성 가능!
 예약, 딜리버리, 웨이팅 모든 기능 계정가 추가 없이 사용 가능!

 방문 횟수로 적립되는 간편한 스탬프, 내가 설정한 비율대로 적립되는 포인트!

 포인트와 스탬프 두가지 적립 방식은 동시에 사용 불가능! 수집되는 데이터의 알고리즘 체계가 다름. 처음부터 하
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는게 좋음. 

 적립기능과 웨이팅기능은 하나의 태블릿으로 동시에 사용 불가능! 하나의 태블릿으로 화면 분할이용불가. 타사도
마찬가지.
(이용 시나리오>> 포인트적립 태블릿은 결제데스크 위에, 웨이팅 태블릿은 입구에 즉 태블릿 두개로 이용)

기능



필수 확인 사항

 스탬프 적립과 포인트 적립의 알고리즘이 다르기때문에, 
결제시 적립과 연동되는 기능은 ‘포인트 적립‘에 해당.

 안드로이드/IOS 포스기 등도 사용이 가능하나 결제시 적립과 연동 불가.
각각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아래의 어플이 설치가 되어야 함.
-안드로이드 포스기: 컨택포인트M 어플
-IOS 포스기 : 컨택포인트 관리자 iPad POS용 앱

 스탬프는 방문 ‘횟수‘적립 / 포인트는 구매금액의 ‘%‘ 적립.
 (%의 비율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설정 가능)

 Ok포스 사용시에도 스탬프 적립시에는 수동으로 ‘적립’버튼 눌러줘야 함.

 Ok포스 사용시에만 pos와 연동/ 이외의 pos기를 사용시에는 결제시 수동으로
결제금액 입력해주어야 함. (사용 시나리오는 타사와 동일)

 홍보용 카카오알림톡은 건당 약 15원의 비용이 부과, 카카오측에서 결제됨. 
이는 타사 모두 동일하게 해당.



자주 묻는
질문

 호환 되는 태블릿

> 안드로이드 / IOS 운영체제 모두 사용가능

> 버전에 따라 다르지만, ‘컨택포인트vt’ 라는 어플 설치 및 실행이 된다면 사용 가능
> (* 아이폰은 ‘컨택포인트’로 설치)

 재공되는 태블릿 사양

> 엠피지오 : 레전드 뉴8 / 8인치 1280*800 > 16:9 / 16GB / 3.600암페어(보통 휴대폰 정도)

 전국 모든 매장에서의 활용 여부

> 매장환경이 다 다르기에 매장에서 와이파이 설치 혹은 연결확인을 해야함.

 태블릿 A/S 

> 신규가입 이벤트로 지급해드리는 상품으로
> 문제 발생시 수령 2주 이내에만 새 상품으로 교환
> 2주 이후부터는 제조사 ‘엠피지오＇고객센터를 통해 A/S 접수 진행_1년 무상처리 진행



환불 정책

1)기존환불정책(693,000원/2년 태블릿pc지급) 
-> 서비스비용과 서버비용을 나누어 1년 의무사용 기간에 대한 금액 및
태블릿 pc비용을 제외하여, 환불해주는 형태

2)변경된 환불정책(693,000원/2년 태블릿pc지급) 
-> 월사용료 33,000원(1년간)의 6개월(의무사용기간) 금액과 태블릿pc 
비용을 제외하여 환불해주는 형태

*1년약정 (태블릿pc지급/미지급)의 환불은 기존/변경 후 모두 동일

선차감: 1. 태블릿pc값 155,000원
2. 6개월 월사용료(6개월 이내 해지시)

환급: 선차감 이후 잔여개월 금액 만큼 환급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상단메뉴 서비스신청 클릭

 정보입력 후 결제 하면 서비스 신청 완료

 서비스신청 페이지에서 결제 진행되며, 무통장입금/카드/가상계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결제 진행

 주문 및 입금 내역 확인 후 확인 안내전화 드림

 무통장입금시 세금계산서를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발행 메일 필요
 무통장입금시 무료문자 500건/1000건 씩 더 지급

서비스 신청



설치

 상품 수령 시, 컨택포인트 담당자에게 연락

 원격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설치 진행

 사용방법 및 정보 수정에 관하여 간략한 설명 진행

 이후, 편리한 컨택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이용하며 매장관리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