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LDEN  KEY

800-635-3136 
app.goldenkeypos.com

앞으로 스몰 비즈니스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 입
니다.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쇼핑을 하는 고객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 되는 것 
입니다. 그 흐름에 발 맞추지 않는 스몰 비즈니스는 
당연히 도태될 것 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 입
니다. 

골든키 앱스가 여러분의 필요에 맞추어 최신 기술의 
앱을 쉽고 간편하며 비용효과도 뛰어난 앱을  만들어 
드리는 서비스로 변화 되어가고 있는 시장에 발 맞추
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연락  주십시요!

스마트폰  없는  사람  
찾는게  더  힘든  요즘

MOBILE APP SERVICE
25가지가  넘는  
모바일에  특화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GOLDEN  KEY
MOBILE APP SERVICE

ABOUT US GALLERY

CALL US PDF VIEWER

CONTACT WEBSITE VIEWER

GPS DIRECTION RSS FEED

EMAIL FORM YOUTUBE CHANNEL

EMAIL PHOTO MUSIC PLAYER

EVENTS PODCAST

FAN WALL NOTEPAD

MESSAGE  
(PUSH NOTIFICATION) RESERVATION

GPS COUPONS FOOD ORDERING

QR COUPONS TIP CALCULATOR

LOYALTY MENU

SOCIAL (SNS 
CONNECTING) MERCHANDISE

TELL FRIEND

앱  있으세요?

http://app.goldenkeypos.com
http://app.goldenkeypos.com


GPS Directions One Touch Calling모바일 쿠폰 푸쉬 알림

이벤트 리스팅 QR 쿠폰

Picture Gallery Blog 연동 모빌 오더

Facebook 연동 Tweeter 연동

YouTube 채널 연동

팟 캐스팅 사진 올리기 음악 듣기

And 
More…

•모바일	 앱을	 통한	 쿠폰은	 신문이나	 우
편물	 쿠폰보다	 사용률이	 월등히	 좋습
니다.	 

•50%	 이상의	 손님들은	 모바일	 앱	 쿠폰
을	 사용하기	 위해	 스토어로	 찾아	 갑니
다.	 

•지역의	 사업체를	 찾을때	 50%이상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	 합니다.	 

•고객들은	 웹사이트	 보다	 모바일	 앱을	 
선호	 합니다.	 

•현재	 75%	 이상의	 회사나	 업체들이	 모
바일앱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10명	 중	 9명은	 
그	 매장을	 방문합니다.

•GPS로 매장까지 안내 

•모바일 쿠폰으로 매장 Traffic 증가 

•푸쉬 알림 기능으로 빠른 정보 전달 

•이벤트 리스팅으로 매장 행사 알림 

•터치 한번으로 매장으로 통화 

•모바일 음식 주문 

•예약기능 

•Facebook, Tweeter등 SNS 연동등 
다양한 기능 

골든키 앱으로 이 모든 기능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골든키 앱의  놀라운  기능들왜 스마트폰  앱  인가? 골든키 앱은  부담이  없습니다

•저렴한 월 사용료 $99 

•손쉬운 내용관리와 업데이트 

•무제한 메세지 발송 

•Apple, Android 앱스토어에 등록 

•24/7 테크니컬 서포트 

•수정된 내용을 미리 보는 온라인 앱 프리뷰 

•앱 사용자 분석 리포트 

•이메일, 전화번호등 사용자 정보 수집 가능

$99/월

GOLDEN  KEY
MOBILE APP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