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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yalty Marketing Wizard Service



Stamp Card Service Overview

Stamp Card Service는 일정 횟수의 stamp 적립

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입

니다.

시스템 통합없이 브랜드 고객사에서

Stamp Card 기반의 로열티 마케팅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브랜드 고객사의 CRM 마케팅 서비스 Tool로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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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echoss Smart Stamp

Hold your smartphone, 

and stamp!

Echoss Stamp는 정전식 터치 방식과 순차 터치 방식을 결합하여,

스마트폰 화면에 인식되는 멀티터치 포인트를 통해 유니크한 스탬프 정보를

갖도록 설계된 스마트폰 전용 도장입니다.

스마트폰에 스탬핑함으
로써 각 스탬프마다의
기하학적인 터치포인트
위치와 구조를 인증하는
데이터를 주고 받아 승인

처리 작업을 합니다.

전세계 스마트폰이
멀티 터치 방식을 기용하

고 있는 추세에 따라,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에코스 스탬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나 다른 기술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작
업의 간편성을 보장합니

다.

에코스 스탬프를
스마트폰 화면 내 어떠
한 방향으로 찍어도 인
식될 수 있어,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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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References

Stamp Card서비스 기반의 로열티 마케팅 서비스는 한국에서 시작하여,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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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oss Service Facebook Integration 

스마트 스탬프 서비스는 Facebook page에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별도 APP을 설치할 필요없이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Stamp Card Service pageFacebook page

Plugin
echoss Services

+



6

Introduction of Loyalty Marketing Wizard Service

Loyalty Marketing Wizard Service

다양한 템플릿과 간편한 Wizard(위자드) 방식으로

Self 스탬프카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브랜드 담당자는 서비스 가입 후 스탬프 카드를

쉽게 설정하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Loyalty Marketing Wizard Service는

별도의 시스템 연동 및 구축없이 저렴한 비용으

로 스탬프 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

으로, 고객 충성도 기반의 로열티 마케팅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tamp Card 서비스를 통해 매장 이용, 스탬프이

용, 쿠폰사용 등의 이용현황 report를 제공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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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yalty Marketing Wizard Service for End User

[ Facebook Page ]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해
Use APP 버튼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관리자는 Self-design

한 Stamp Card URL을
등록합니다.

[ 마케팅 활용동의 ] [ Stamp Card Page ] [ 쿠폰발급 ] [ 쿠폰 사용 ]

Stamp Card에 echoss Stamp
를 찍어 스탬프를 적립합니다.

발급된 쿠폰을 사용할
때도 쿠폰화면에

스탬프를 찍습니다.
스탬프인증을 통해
사용 처리됩니다.

목표 스탬프 적립이 완성되면
쿠폰이 발급됩니다.

Loyalty Marketing Wizard Service는 Facebook을 통해
아래와 같은 UI 및 Flow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처음 이용 시 최초 1회
마케팅활용동의를 진행합니다.
상점주가 설정한 개인정보를

입력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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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Process

직접 원하는 스탬프카드를
설정한 후, 서비스를 신청합

니다. 

운영팀에서 신청내역을 확인
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스탬프를 수령한 후, 
보유 매장정보와 매장에서

사용할 스탬프정보를 홈페이
지에 등록합니다.

운영 중인 Facebook 페이지
에 기능 버튼에 메일로 전달

받은 URL을 등록합니다.
이용고객에게 Facebook 페이
지를 홍보하고, 스탬프카드

서비스를 시작하세요!

신청자

운영자

브랜드 고객(신청자)는 ‘Loyalty Marketing Wizard Service’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Stamp Card 서비스를 쉽게 설정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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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 UI - 기본형

스탬프카드의 정보, 적립, 쿠폰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한눈에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스탬프카드 입니다.

스탬프 적립
스탬프 적립 수와 쿠폰발급위치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탬프 아이콘을 원하는 이미지로
변경 가능합니다.

보유쿠폰
스탬프 적립을 통해 발급받은 쿠폰
을 화면 하단에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폰 이미지
제공하는 쿠폰의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쿠폰정보
쿠폰명, 쿠폰에 대한 설명, 사용유효
기간의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
매장 전경이나 브랜드로고, 대표메
뉴 이미지를 상단에 노출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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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 UI – 프로모션 강조형

화면 전체의 프로모션 영역으로 더 효과적으로 마케팅 홍보를 할 수 있는 스탬프카드 입니다.

스탬프 적립
스탬프 적립 수와 쿠폰발급위치를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탬프 아이콘은 원하는 이미지로
변경 가능합니다.

보유쿠폰
스탬프 적립을 통해 발급받은 쿠폰
을 화면 하단에서 확인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폰상세화면은 기본형
템플릿과 동일합니다.)

혜택안내
스탬프 적립에 따른 쿠폰혜택안내
문구를 추가해 고객이 서비스 내용
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프로모션 이미지

화면 전체에 프로모션 이미지를 등
록하여 이벤트 내용을 고객에게 전
달할 수 있습니다.

스탬프카드 이동
화면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스탬
프카드 적립 및 쿠폰을 확인할 수 있
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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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에 대한 상세내용을 강조하여 혜택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스탬프 카드입니다.

스탬프 적립
적립할 스탬프개수를 입력할 수 있습
니다.

쿠폰 내역
입력할 쿠폰 혜택 내역이 화면 중앙
에 노출됩니다. 화면을 넘겨 쿠폰 혜
택을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한 쿠폰
은 고객 화면에 노출됩니다.

쿠폰 이미지
제공하는 쿠폰의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쿠폰 정보
쿠폰명, 쿠폰에 대한 설명, 사용유효
기간의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Template UI – 혜택 강조형



감사합니다

Contact 
www.gutentagkorea.com

대표이용주

+49 176 4594 0144

info@gutentag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