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터디카페 통합 운영 솔루션



노하우를 그대로 스터디카페
솔루션에 적용했습니다.

키오스크 관리프로그램 모바일 앱

일 방문자 100만 명,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PC방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솔루션을 자랑했습니다. 

●   회사명
●   설립일
●   주력사업
●   사이트

주식회사 미디어웹

1999년 10월 26일

PC방 & 스터디카페 관련 솔루션 사업

미디어웹 홈페이지(www.mediaweb.co.kr)
쌤카페 홈페이지(www.ssamcafe.com)

미디어웹이 만든 쌤카페

What is SSAMCAFE
스터디카페 통합 운영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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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생산

고품질합리적 가격

자체 생산으로, 외주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유통 마진이 없기
때문에, 거품 뺀 비용으로 고사양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당사만의 개발&유통 노하우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KIOSK

매장소통 담당자 접수

기능 업데이트 자체 연구개발

체계적인 매장 소통 및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빠른 니즈 파악과 업데이트 적용
적극적인 시장 대응력

서울
경인

충청

전라
제주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지방 대리점 운영방식이 아닌 직영 총판 운영으로, 잔고장(에러) 발생 시
직영 총판 전문 인력을 통해 신속한 현장 방문 A/S를 진행합니다. 

지역별 직영 총판 운영
전국 고객 문의 신속 대응 가능

관리프로그램

키오스크 모바일 앱 365일 전국 5,000여 개의 PC방, 500,000여 대의 좌석에서도
안정성이 검증된 솔루션을 스터디카페 운영에서도 제공합니다.

국내 NO.1 솔루션 기업
뛰어난 솔루션 안정성

쌤카페만의 차별화된 핵심가치

Why SSAM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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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터치모니터

지폐인식기

지폐방출기

동전방출기

Windows Embedded 10

27” 터치스크린 (정전식)
LED Panel: 1920 x 1080 (Full HD)

5만원 포함 전체 권 종 인식

1,000매 적재형

100원/500원 전용 호퍼
(각 500개 적재)

PC

써멀프린터

카드리더기

QR 스캐너

크기

Intel i3-9100
RAM DDR4 8G

SSD 120GB + HDD 500GB

203dpi, 250mm/sec

MS/IC 겸용

바코드/QR코드 스캔

510(W)*330(D)*1740(H) (mm)

구분 제원 구분 제원

바코드 기반이 아닌
QR 2D스캐너 장착으로
인식 오류 등의 불편함 해소

빠르고 정확한 QR코드 인식

현금이 섞이는 낙하형 단점을 보완
차곡히 쌓이도록 지폐가 보관되어

현금매출 정산 시 편리

적재형 지폐인식기 탑재

정전식 터치 방식으로
높은 정확도 & 반응속도

27인치 정전식 디스플레이

멀티형 키오스크

S.S.A.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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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없는 크기로
매장환경에 따라

탁상형/스탠드형으로 이용 가능

탁상형/스탠드형 선택가능

정전식 터치 방식으로
높은 정확도 & 반응속도

21.5인치 정전식 디스플레이

카드결제 전용 기기로
거스름돈 관리 등
불폄함 해소 

카드 결제 전용

OS

터치모니터

써멀프린터

크기

Windows Embedded 10

21.5” 터치스크린 (정전식)
LED Panel: 1920 x 1080 (Full HD)

203dpi, 250mm/sec

330(W)*255(D)*880(H) (mm)

PC

카드리더기

QR스캐너

옵션

Intel i3-10100
RAM DDR4 8G
SSD 250GB 

MS/IC 겸용

바코드/QR 코드 스캔

탁상형/스탠드형 가능

구분 제원 구분 제원

카드형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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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부 관리자 기능들과
매장 환경 요소들을 손쉽게 설정

매장 설정

일/월/년/분기 단위의 매출 추이와
상세 데이터 조회 및 분석

매출 분석

매장 방문 고객의 세부 정보 및
등급 조정 기능 수행

회원 관리

고객에게 직접 발송되는
앱 Push, SMS 및 알림톡 설정

알림 관리

자동문, KIOSK 원격을 비롯한
각종 원격 설정 및 제어 기능

원격 제어

직관적이고 편리한 관리프로그램

S.S.A.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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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매장

B매장 C매장

D매장

통합(연계)된 매장
어디서든 쓸 수 있어요!

여러 매장도 통합관리 기능을 통해
한번에 운영 가능

다수 매장 관리

프랜차이즈 관리도 어렵지 않아요

가맹점 매출현황부터 매장 구성까지
모든 가맹점 한번에 관리 가능

프랜차이즈 관리

남녀 좌석
구분

운영시간
설정 가능

독서실도 운영 가능해요

남녀 좌석 구분, 운영시간 설정 등
독서실 운영 가능 
(2022년 중순 업데이트 예정)

독서실 운영 기능 

쌤카페만의 차별화된 관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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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QR코드 부여

좌석 예약/결제 기능

매장 공지 실시간 알림

잔여 시간 실시간 확인

이벤트 쿠폰 지급 기능*

마일리지 적립 기능*

관리 용이

매장 홍보

단골 유도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매장 좌석 결제, 예약 가능

결제 및 좌석 예약
단골 이용 매장 선택 및
입/퇴실 QR코드 발행

매장 선택 및 QR코드
S.S.A.M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유저 이벤트

다양한 이벤트

단 한번의 앱가입으로 여러 매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S.S.A.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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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끊겨도
기존 회원
QR출입 가능

번호 출입 가능
카드 출입 가능 
QR 출입 가능

인터넷 걱정없는 출입통제 시스템!

IoT
원격 제어

끄기

켜기

공기 청정기
원격 제어

IoT 원격 제어

전원 자동 OFF

퇴실 시입실 시

좌석 전등/220V
전원 ON

* 키오스크를 포함한 솔루션 외 별도 판매 품목으로,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IoT 하나로 좌석관리도 간편하게!

IoT 및 출입 통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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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카페는 가맹점이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쌤카페 파트너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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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카페 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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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samcafe.com
대표번호 1544-0810

이메일 ssamcafe@mediaweb.co.kr

mediawe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