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벤더스터 자판기여야만 할까요?
매몰 비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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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자판기와 키오스크를 일체형으로 제작하여

1

비용과 공간을 최소화하고 디스플레이 확장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했으며,
별도 기계 없이 사람이 설치가 가능하여 초기 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다.

브랜딩 커스텀

비대면 오프라인 마켓,

로고, 디자인 래핑부터 이미지 & 영상 홍보, 상품 프로모션까지
브랜딩에 필요한 오프라인 마케팅을 실현해 드립니다.’

고객 서비스 원격 관리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관리자 웹 및 원격제어로
손쉽게 확인하고 고객 요청 처리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챗봇을 통한 서비스제공
카카오 챗봇을 활용하여 개인 인증, 리뷰 요청, 쿠폰 관리 및 광고 등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간 상호 교류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수집 & 분석
오프라인 소비자들의 다양한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자판기 운영에 지속적인 개선 및 발전이 가능합니다.

벤더스터는 키오스크 자판기를 통해 일상적인 공간에서

+82 010 4630 0706

Venduster@gmail.com

소비자와 브랜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연결을 제안합니다

http://vendus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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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자판기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소비자와 브랜드를 연결해드립니다.

Product Spec
대형 자판기 사양

벽걸이 소형 자판기 사양

모델명 : VAT-32WA

모델명 : VBT-27WA

사이즈 : 1710 X 790 X 615 (mm)

사이즈 : 900 X 670 X 220 (mm)

화면 : 32inch Touch Display

화면 : 27inch Touch Display

제품무게 : 150kg

제품무게 : 50kg

Storage capacity : Masks 150~400 EA

Storage capacity : Masks 40~120 EA

AC 220V 60Hz 100W

AC 220V 60Hz 100W

결제방식 : IC카드 / 삼성페이

결제방식 : IC카드 / 삼성페이
※ 실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Use Case

Function
기본 기능

활용 예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판매

마스크 자판기를 통해 실시간 감염 현황을 송출하고
시설 이용에 착용이 필요한 마스크를 비대면으로

최대 10가지
상품 판매가능

사용자
데이터 수집

원격으로
고객 문의 관리

관리자 웹으로
실시간 운영 관리

원활히 보급 및 판매 가능
회원등록, 출결관리 등 키오스크 기능과 함께
관련 상품 판매로 활용성 증대 및 시장 창출

백화점, 아울렛, 지하철, 대형마트, 헬스장,
상품홍보
영상 & 이미지 송출

내부 SW & 외장 랩핑
맞춤식 커스텀

다양한 제품 판매 및
프로모션 솔루션 제공

챗봇을 통한
고객 서비스 제공

숙박시설, 학교 등 용도에 맞는 운영으로
다양한 목적에 맞게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