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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얼# 전자영수증 소개

국내 이통사 및 기업, POS사들이 선택한 더리얼# 전자영수증

 국내 대다수의 유명 POS시스템 내 탑재 완료로 일반 매장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
 SKT 및 LGU+와 제휴로 SKT 빌레터/LGU+멤버쉽 App에서도 전자영수증 발행 가능
 국내 다양한 기업들이 더리얼# 전자영수증 선택하여 사용 중

POS 연동 위젯

탐앤탐스

SK 빌레터

U+ 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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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얼# 전자영수증 소개

종이영수증과 100%동일한 상세구매내역이 포함된 전자영수증

 교환, 환불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전자영수증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 전자영수증(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고객에게 다양한 형태로 전자영수증 발행이 가능(App 또는 카카오알림톡)

어떠한 결제방법(카드, 현금, 모바일결제 등)이라도 전자영수증 발행 가능

고객 방문

매장 상품결제

영수증 발행

쿠폰
POS 매장 결제 단말기
(카드, 현금, 페이,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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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영수증 & 전자영수증
개별 선택 가능

더리얼# 전자영수증 부가서비스 소개
전자영수증으로 스탬프, 쿠폰 등 부가서비스 제공 가능






고객에게 별도 제공되었던 종이스탬프, 종이쿠폰을 전자영수증으로 한번에 발행 가능
사은 행사 및 이벤트, 구매혜택 안내까지 전자영수증에 표시 가능
전자영수증을 통해 광고(신 메뉴 및 신규 매장 등) 및 설문조사까지 표출 가능
매장의 홍보 문자(SMS) 비용 절감
더리얼#

신제품은 어떠신
가요?

스탬프

쿠폰

광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쿠폰 및 이벤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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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더리얼# 전자영수증 발급 방법 1
브랜드 App 및 제휴사 App을 통해 전자영수증 발급

 다양한 업종에 쉽게 적용 가능한 더리얼#전자영수증 서비스 (마트, 편의점, 커피, 세탁 등)
 구매 내역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기까지 가능한 유일한 전자영수증

마트, 편의점

커피

음식 및 배달

세탁

HM24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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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얼# 전자영수증 발급 방법 2
카카오알림톡을 활용한 전자영수증 발급

 별도 App없이 카카오톡으로 전자영수증 발행 및 고객 마케팅 가능
 브랜드 플러스 친구 활성화 및 이벤트, 신메뉴 등 홍보 가능

전자영수증, 카카오톡X더리얼#

+
Consumer

App발행과 카카오톡 발행 동시 발송 가능

이벤트 홍보 / 쿠폰발행 / 공유하기로
신 메뉴 홍보 및 가맹점 홍보 가능
별도의 판매 수수료 부담 없이
1:1채팅을 통한 실시간 주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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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모바일결제기기 소개

결제와 동시에 전자영수증까지 한번에, One-Stop서비스 구축

 초 간편 통합 결제 시스템 : 금액입력 → 바코드인식 → 결제완료 → 전자영수증발행(종이영수증 선택 발행 가능)

결제완료
(즉시 확인)

+

전자영수증발행
▲ 신용카드 결제 및 모바일결제

▲ 결제 진행

패턴 분석 기능으로 소비자가 모바일 결제를 위해 어떤 바코드 or QR코드를 제시해도 자동 분류 인식하여 결제 완료

 제로페이, 카카오페이등 바코드 및 QR코드를 통해 결제되는 모든 페이 결제 가능
 매장에 별도의 QR코드 부착 없이 결제, 바로 확인 가능
기존 POS사용 매장은 기기와 연동을 통해 결제 시 바로 POS에 결제 확인 가능(API제공)
통합모바일단말기로 신용카드결제 뿐만 모바일 결제가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편리성 증대
신용카드 및 모바일 결제, 현금결제등 결제 후 발행되는 종이영수증을 대신하여 전자영수증으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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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모바일결제기기 소개

POS와 CAT단말기에서 신용카드 및 모든 페이 결제 가능

더리얼# 모바일결제 플랫폼

기존 모바일 결제

POS S/W와 별도
프로그램 사용

모바일 결제 선택 필요 없음

VS

수십 가지 결제 수단
선택으로 사용 불편

모바일 결제 추가 용이
결제 즉시 확인
CAT단말기로 페이결제 가능

바코드 및 QR리더기
필요

통합모바일결제기기로
카드와 페이 결제 모두 가능

결제 확인 필요

기존 POS와 연동도 가능
모바일전자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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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및 주요 경영진
금융, 뷰티, 친환경 산업의

플랫폼 마케팅전문그룹 ㈜더리얼마케팅
금융사 마케팅

• IBK 기업은행 카드 몰 구축
• 하나 SK카드 VIP고객 마케팅 플랫폼 운영
• 우리카드 콘텐츠 마케팅 진행

가맹점 마케팅

마케팅 플랫폼

기술,

• 롯데 칠성 신제품 런칭 마케팅
• 이니스프리 포레스트 포맨 마케팅 운영
• CGV&이니스프리, CGV& 호텔앤조이 콜라보

전자영수증 인프라 개발
개발 •• 모바일
브랜딩 전기 자동차 마케팅 툴 개발
• 도시가스 온압 보정기 그린 플랫폼 사업

CEO & 사업총괄

• 삼성물산㈜
-신사업 개발 및 제휴마케팅 담당
• Aon Group Korea(글로벌 1위 재보험, 브로커리지社)
-신사업 개발 및 제휴마케팅 담당
•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정책 위원
• (사)프랜차이즈협회 특별회원

개발총괄

•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아파트관리비 서비스 담당
- 아파트관리비 할인카드 서비스 총괄 담당
• 이지스엔터프라이즈 금융사업 담당
•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신사업 및 금융 제휴 총괄담당

1 손종희
2 나병준
마케팅총괄

3 김석

• 외환카드 제휴마케팅 담당
- 제휴처 관리 및 고객 포인트 서비스 담당
• 경기창조혁신센터 지원 사업 수행 및 마케팅 대행

※자문단

전자영수증 특허 등록
연구 •• 201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영수증 연구 수행
• 가맹점 핀테크 융합 서비스 기술 개발

1. 김재철 : 코스닥협회 회장, 에스텍파마 대표
2. 김현수 : 산업공학과 교수, 경기대 교수협의회 회장
3. 주영흠 : 잉카인터넷 대표(n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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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문의 : 나병준 부장 010-3388-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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