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EBOT -
LPS500

셀프빨래방 전용 
결제시스템 비봇

빈틈없는 멤버십을 구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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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10  Teratower, 167, Songpadae-ro, Songpa-gu, Seoul, Korea

Mad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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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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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version



지폐투입후 심플하고 신속한 동전 교환

KIOSK

PAYMENT
콤팩트 슬림 디자인과 절재된 칼라 매칭
으로 매장을 좀 더 세련되고 환하게

독립적으로 매장에 설치 되어 시인성 확보

BEEBOT SYSTEM

E mail : Sales@korealaundry.comA-1010  Teratower, 167, Songpadae-ro, Songpa-g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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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NDRY 
    PAYMENT SYSTEM 

매립형 디자인
공간 최적화를 통해 환경친화적 
공간창출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 

디자인은 유려하고 기능은 스마트한 비봇(BEEBOT) 시스템이 셀프빨래방 
운영의 새로운 룰을 제시합니다. 무인 키오스크는 기술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디자인과 마케팅 그리고 감성 그 자체입니다. 고객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비봇 시스템의 첫인상은 편리하고 스마트하면서 또 세심합니다. 

스마트 무인 매장의 미래, 
비봇(BEEBOT)으로부터 시작되다

충전 또는 결제 시 자동으로 적립되는 포인트 혜택은 단골 고객을 만들어 주는 
강력한 무기이며, 고객의 방문 주기를 앞당겨 주는 신개념 멤버십 솔루션입니다. 
포인트 적립 시 자동으로 카카오톡 알람톡이 발송되어 고객 밀착형 마케팅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고객에게 포인트를 손쉽게 적립해 줄 수 있습니다. 
고객은 적립된 포인트를 언제든지 현금처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어 고객 재방문 
유도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멤버십을 경험하다.

자신감은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봇의 자신감은 마케팅과 멤버십을 기반
으로 합니다. 기본적인 서비스 안내부터, 이벤트 안내, 회원가입, 포인트 적립, 
쿠폰 발송, 메시지 발송 등 고객을 위한 최상의 멤버십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ARKETING(마케팅)

CONVENIENCE(편의성)
터치식 조작과 넓은 화면 구성으로 더욱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음성 안내와 
동영상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 콘텐츠는 사용자가 더욱 쉽게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콘텐츠는 점주가 손쉽게 교체 및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식이 매출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비봇 시스템은 현금, 신용카드, 
PAYCO(페이코) 까지 다양한 결제 방식으로 편의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보다 
편리한 모바일 간편 결제! 고객은 결국, 가장 편리한 매장을 선택할 것입니다.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PAYMENT(결제)

최적의 소재와 최소한의 가공이 만들어낸 정제된 디자인. 지금까지의 결제시스템 
중 가장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매장의 분위기를 더욱 감각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슬림한 디자인으로 공간이 협소한 매장에도 효율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DESIGN(디자인)

White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