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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매출을잡는쿠폰마케팅
즉각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쿠폰 마케팅은 모바일 비즈니스의 필수아이템입니다

“ 소비자의 71%는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쿠폰을 얻고자팔로우”

“ 모바일 사용자의 77%는쿠폰을 통해 기업이미지와 신뢰도 상승”

“ 소비자의 44%는쿠폰으로 구매행동에 영향을 받음”
출처: Quora.com

구매욕구
촉매

서비스
차별화

구매전환율
상승

재구매율
상승

잠재고객
확보

재방문율
증가

고객만족도
상승

제품브랜드
인지도상승

단골고객
확보

마케팅효과
증대



쿠폰관리어떻게하고계신가요?
현재의 쿠폰 마케팅으로 얻은성과는 무엇인가요?

위탁으로인한
고객정보이슈

월약정으로
과다비용지출

고객사용여부
확인불가

쿠폰별
정책관리의어려움

제 3자의쿠폰발행업체를통해

쿠폰을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상발생하는

업무의한계및어려움발생

매월약정되어있는금액보다

쿠폰발행금액이낮더라도

비용회수가어려워

과다한비용지출

발행된쿠폰의사용여부를

확인하기가어려워

쿠폰별, 캠페인별, 고객별

유효성확인불가

세분화된타겟, 캠페인등

(고객별, 기간별, 캠페인별)

다양한카테고리별로

정책관리가어려움



사업성장을이끄는 Morpheus 쿠폰관리시스템(CPS)
쿠폰관리 시스템은 여러분의 쿠폰 마케팅을 보다전략적으로 진행할 수있게 합니다

TARGETING

INSIGHT

MANAGEMENT

1. 고객층을다양한요건별로세분화하여캠페인진행

2. 다양한채널별로캠페인진행

3. 캠페인목적별로타겟을구분해쿠폰발행

4. 푸시발송을통한타겟쿠폰전달

1. 고객구매행동을추적, 분석하여데이터추출가능

2. 타겟, 채널, 지역또는구매를일으키는요소들에대한데이터수집

3. 수집된데이터를통한보고서로전략적캠페인수립

4. 캠페인별명확한 ROI 간편하게파악

1. 쿠폰생성과발행현황, 사용여부등확인

2. 오남용방지를위한캠페인별정책관리

3. 쿠폰별템플릿관리

4. 효율적인예산관리

개발단계 간소화

사용자 편의성 향상

고객맞춤형 쿠폰자동 추천
●
●
●

외부 API와연동

매출성장
고객만족도향상



복잡한쿠폰정책도쉽고명확하게관리
쿠폰별로 승인/반려 과정을 거쳐할인(정액/정률/차감), 유효기간, 용도, 적용가능 상품등다양한 조건을 추가하고 관리할 수있습니다

쿠폰정책관리 쿠폰별정책승인/반려관리



수많은쿠폰의유효성과성과도한번에파악
발급현황, 사용 여부/이력, 취소처리 등의조회와 통계 기능을 제공합니다

쿠폰통계조회 쿠폰사용이력



Morpheus CPS 주요기능

구분 기능 내용

• 사용자관리 • 사용자등록 관리

• 공통코드, 메뉴 관리 • 공통코드 관리, 사용메뉴관리시스템관리

쿠폰정책관리

• 쿠폰상태관리 • 발급, 인증, 사용완료, 기간만료, 취소 상태관리

• 쿠폰정책관리
• 쿠폰할인구분, 정책기간, 유효기간 관리, 중복가능 여부, 

적용대상등 관리, 정책복사기능

• 승인현황관리 • 생성된쿠폰 정책을승인/반려관리

• 쿠폰사용관리 • POC(App, Web, STB 등)별쿠폰사용/취소, 조회연동 관리

쿠폰발급/
통계관리

• 캠페인연동 발급관리 • 캠페인시스템 연계쿠폰자동 발급관리

• 쿠폰양도(선물) 관리 • 발급된쿠폰을 양도(선물) 관리

• 쿠폰발급관리 • 관리자, 인증번호발급관리

• 통계관리 • 사용내역 및이력관리

• 권한그룹관리 • 사용자권한그룹관리/그룹별업무권한 관리



Morpheus CPS 주요기능

구분 기능 내용

• 포인트상태 관리 • 발급, 인증, 사용완료(잔액 0), 기간만료, 취소상태 관리

• 포인트정책 관리
• 용도(판촉용, 판매용), 유효기간, 중복가능여부등관리, 

정책복사기능포인트정책관리

• 승인현황 관리 • 생성된포인트 정책을승인/반려관리

• 포인트발급 관리 • 관리자, 인증번호 발급관리

• 포인트사용 관리 • POC(App, Web, STB 등)별포인트차감/취소, 조회 연동관리
포인트발급/
통계관리

• 캠페인연동 발급관리 • 캠페인시스템 연계포인트발급 관리

• 통계관리 • 사용내역 및이력관리

• 쿠폰, 포인트 발급이력조회 • 고객에게 발급, 인증, 사용된쿠폰, 포인트이력조회

• 쿠폰, 포인트 조회, 사용(취소) 처리 • 발급/다운받은쿠폰 상세조회및사용처리(POS연계)외부연계 API

• 타시스템 SSO 로그인 • 관리자시스템 연계가가능한 SSO용 Token 및세션생성



Morpheus CPS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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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itory

CORE

쿠폰/포인트시스템

Interface 통합메세징시스템

표준
API

표준
API

콜센터

고객

Auth Key

 쿠폰/포인트발급/사용현황

 개별쿠폰/포인트발급

 연계시스템과의이질감을최소화하기위한

Look&Feel 동일적용(CSS)

캠페인대상군에

쿠폰/포인트발급스케쥴링

SSO
(Token)

Polling

POC

...

 쿠폰/포인트 정보 연동

 쿠폰/포인트 발급 연동

 쿠폰/포인트 사용/취소 연동
CRM

쿠폰/포인트정보 화면(URL 링크) 및 I/F 제공



고객사례 – HDC 아이파크몰
고객용 멤버십 서비스 앱내쇼핑몰과 주차쿠폰 발행시스템을 도입

 회원등급에따른차감형주차쿠폰발급과사용관리기능제공

 Legacy와 CPS 연계. 자체 POS로연계가불가능한매장은수동으로 쿠폰관리

CHECK POINT



고객사례 – 한국타이어
Truck Bus 고객용 멤버십 서비스(TBX) 앱내에쿠폰 발행시스템을 도입

 쿠폰선물하기(양도) 기능

 자동발급쿠폰관리로 편의성향상

CHECK POINT



고객사례 – 르노삼성자동차
대고객용 멤버십 앱에 차량관리 서비스 쿠폰발행 시스템을 도입

 쿠폰선물하기(양도) 기능

 정비시스템과연계하여캠페인정책에따른할인쿠폰지급

CHECK POINT

모피어스 CPS 정비시스템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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