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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서비스 필요성

3

오프라인 매장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어, 우리 매장에 고객을 묶어둘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매장 포화로 경쟁 심화 차별화가 어려운 매장 컨셉

효과적인 LOCK-IN 수단이 없으면, 고객이 경쟁 매장과 신생 매장으로 이탈하게 됨

• 서울시 생활밀착형 43개 업종 매장 수 증가, 객단가 하락

• 1인당 스타벅스 매장 수 세계 4위

• 일 평균 114개의 매장이 창업, 66개의 매장이 폐업

• 매장 컨셉과 서비스 모방이 쉬워 진입장벽이 낮음

• 차별화를 위한 가격 경쟁으로 매장 마진 감소

• 고객은 이용 매장을 옮겨도 체감하는 차이점이 없음

해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Me Too 매장

2015

스몰비어 호프

2016

저가 생과일주스점

2014

벌집 아이스크림 가게

2017

수제맥주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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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서비스 개념

4

선불 서비스로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선불 서비스란?

- 고객이 해당 매장에 미리 돈을 충전해 놓고, 차감해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선불 충전 고객은 잔액을 사용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므로, 고객을 우리 매장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 선불 충전으로 예수금을 확보할 수 있어, 매장의 고정적인 매출이 보장됩니다.

- 스타벅스를 비롯한 많은 브랜드가 선불 서비스를 도입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선불 충전 고객은 우리 매장 방문을 약속한 것입니다

매장 방문 일회성 결제 재방문 유인 부족으로 이탈 단골 전환 어려움

매장 방문 선결제로 고객 Lock-In 충전금 사용을 위해 재방문 단골 고객으로 전환

￦ 잔액 사용
￦ 선불 충전

￦ 금액 결제

구분 매장 방문 결제 재방문 단골 고객화

일반
고객

선불
충전
고객

▲ 스타벅스 모바일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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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칭머니 소개

5

터칭머니는 브랜드, 또는 매장별로 이용할 수 있는 간편한 선불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

• 고객은 터칭 앱에서 터칭머니를 충전하고,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매장은 POS에서 간단하게 사용금액 차감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월 2회 정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터칭머니의 장점

• 고객은 충전할 때마다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번 지갑을 꺼낼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매장은 충전금으로 고객을 고정시키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월 2회 정산금 입금

(수수료를 제외한 사용금)
고객이 터칭 앱에서

충전 결제

매장은 POS에서

사용금액 차감

터칭머니

고객이 매장에서

터칭머니 사용 시

고객 고객 매장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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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칭머니 도입효과

6

터칭머니 이용 고객은 더 자주 오고, 더 많은 매출을 올려줍니다.

터칭머니 이용 고객은 미이용 고객보다 3배 더 많은 매출을

올려줍니다.

※ 터칭머니 도입 5개 매장 통계 기준

차이 일반 고객 터칭머니 고객

방문횟수 2.3배 높음 10회 방문 23회 방문

방문주기 절반 10일마다 방문 5일마다 방문

건단가 1.3배 높음 10,000원 결제 13,300원 결제

VS.

VS.

VS.

차이 충전 전 충전 후

방문횟수 3.3배 증가 10회 방문 33회 방문

건단가 1.3배 증가 10,000원 결제 13,300원 결제

터칭머니 이용 고객은 충전 전에 비해 더 자주 방문하고,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합니다.

매출 증대 효과 고객 Lock-In 효과

고객당 매출 효과 비교

매출 3배
일반 고객

터칭머니
이용 고객

매
츨
액

터칭머니 이용 전/후 비교

방문횟수 3.3배
건단가 1.3배충전 전

충전 후

방
문
횟
수, 

건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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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칭머니 강점 ① 멤버십과의 연계

터칭머니는 멤버십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고객을 우리 매장에 확실하게 Lock-In시킵니다.

멤버십과 연계되지 않는 선불 서비스는 이용 고객 확보와 유지가 어렵습니다.

방문 고객

단골 고객화

터칭 멤버십

터칭머니

기존 방식

• 고객이 재방문할 동기가 부족해 다른
매장으로 쉽게 이탈함

• 고객과의 채널이 없어 재방문 유도가
어려움

최우수 고객화

• 멤버십 적립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객이 계속 방문하게 되고, 단골이 됨

• 멤버십을 이용하며 자주 오게 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터칭머니를 충전하게 됨

• 고객들에게 터칭 앱 푸시 메시지를 보내
터칭머니 충전을 유도할 수 있음
(푸시 메시지 비용 무제한 무료)

• 적립 고객이 터칭머니를 충전하면,
더 자주 방문하고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하게 됨
(이용 후 방문횟수 3.3배, 결제금액 1.3배 증가)   

• 터칭매니저 웹사이트에서 충전 고객의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푸시 메시지로 추가 충전
을 유도할 수 있음

⇒ 고객을 우리 매장에 확실히 고정시킬 수 있고,
고객 1인당 매출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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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칭머니 강점 ② 높은 매출 창출 효과

터칭머니 충전 고객이 많아질수록, 우리 매장 매출도 올라갑니다.

※ 주요 가정

• 매장 월 매출 1,000만 원

• 터칭머니 충전 고객 1인당 객단가는 기존 고객의 3배

고객 10%가 터칭머니 충전 시 고객 20%가 터칭머니 충전 시

매출
20% 증가

충전 후

기존 매출

월 매출 1천만 원 가정 시 매출 2백만 원 증가

충전 전

기존 매출

20%가 충전

매출
40% 증가

월 매출 1천만 원 가정 시 매출 4백만 원 증가

기존 매출기존 매출

충전 후충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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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칭머니 강점 ③ 편리한 운영ㆍ정산

터칭머니 정산금

매장별 정산

터칭머니 사용금

A 매장 사용 금액

B 매장 사용 금액

(수수료 제외)

A 매장으로 입급

B 매장으로 입금

정산 소요 기간:

최소 5일 ~ 최대 20일

※ 월 2회 정산

매장에서는 터칭머니 이용 통계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터칭머니

통계 서비스 • 터칭머니 충전ㆍ사용 추이 • 고객별 이용 현황 • 기간별 정산금액 및 정산예정금액

⇒ 터칭매니저 웹사이트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서비스 • 정산금액 문자 알림

사용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사용 매장에 정산

터칭머니 이용 통계 및 정산 안내 제공

ⓒ 2018. TouchWork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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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선불 서비스와의 비교

브랜드 단독 앱 모바일 상품권 터칭머니

구축
• 별도 서버ㆍ인프라ㆍ앱 구축 필요
(수천만원~수억원 소요)

• POS 연동 통합개발 필요
(수천만원 소요)

• 별도의 구축 비용 없음

• 준비 기간없이 즉시 도입 가능

운영

• 충전금액별 수수료 외에도, 월간
운영유지비(수백만원) 발생

• 외주 개발시 기능 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높은 판매대행 수수료 발생
(구매금액의 10~20%)

• 고객 사용금을 정산받기까지
최대 3개월 소요

• 업계 최저 수준의 저렴한 수수료
- 수수료 5% (PG 수수료 포함)

• 별도의 운영유지비 없음

• 지속적인 기능 개선

• 짧은 정산 주기
- 월 2회 (최소 5일~ 최대 20일)

신규고객 확보
및

Lock-In 효과

• 고객 기반 없이 시작하므로,
앱 설치 유도를 위한 마케팅 필요

• 앱을 설치한 고객도 하나의 브랜드
만 이용할 수 있어 쉽게 앱을 삭제

• 일회성 사용 방식으로,
단골고객 확보 및 Lock-In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터칭으로 적립하던 고객이 자연스럽게
터칭머니 충전고객으로 전환되어, 고객당
매출 증가

• 적립 고객들에게 쿠폰과 메시지를 보내
충전 및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음

• 이미 터칭 앱을 사용하고 있는 잠재고객
대상 매장 홍보 가능

터칭머니는 다른 어떤 선불 서비스보다 편하고, 효과적입니다.

ⓒ 2018. TouchWork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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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칭머니 도입 사례: 메가커피

메가커피 충전 정책

일부 지점에 터칭머니 도입 후 서비스에 만족해, 

신규로 오픈하는 전 지점에 터칭머니 도입 결정

※ 2017년 12월 기준 100개 매장 도입 완료

메가커피 터칭머니 충전금액 증가 추이

메가커피에서는 터칭머니 도입 효과에 만족하여, 도입 매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충전금액

월 평균 3.2배 증가

도입기간

충
전

금
액

※ 스탬프 10개 적립 시 무료 음료 1잔을 증정하는 멤버십 정책

병행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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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칭머니 도입 사례: 카페93

카페93은 터칭머니 도입 후 실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카페93 대표님 인터뷰

“우리 카페가 잘 되는 비결 하나는 커피의 맛이고,

다른 하나는 터칭이에요. 터칭머니로 고객들을

확실한 단골로 만들 수 있었어요. 터칭머니를

충전하신 고객이, 가족이랑 친구들에게 사용하게

하시기도 해서 한 명 올 고객이 더 오기도 하고요. 

충전 후에는 한 번 방문할 걸 두세 번 더 오세요. 

확실히 터칭머니를 도입하고 매출이 상승했어요. ”

카페93 충전 정책

※ 스탬프 10개 적립 시 무료 음료 1잔을 증정하는 멤버십 정책

병행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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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

www.mytouching.com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mytouching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MyTouching

도입문의

1661-9097

contact@mytouching.com

13

충전식 선불결제 서비스도

터칭으로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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