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빠르게,
바로 사용하는
예약서비스

메이크티켓
축제,콘서트,박람회등초대형이벤트부터
독립영화제,파티,간담회등소규모이벤트까지
모든예약접수및관리를편리하고합리적인

Smart ・Easy
Reservation
Platform

이용료로만나보세요.

NOTICE: Proprietary and Confidential
This material is proprietary to smartix. It contains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which is solely the property of smartix. This material is solely for the Client’s
internal use. This material shall not be used, reproduced, copied, disclosed, transmitted,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express consent of smartix.
Copyright © smartix Corporation.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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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예약・접수부터 결제・취소, 입장검표, 정산・통계까지 모두 자동화로 편리하게

예매・예약 및
접수 자동화

결제・취소 및
환불 자동화

입장 검표
자동화

정산・통계 및
보고서 자동화

예매・예약 및 접수자들의 목록과
결제완료 등의 정보가 모두 자동
처리되어 더이상 접수자 정보를
일일이 수기 관리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무통장입금,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PC와
모바일에서 동일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결제취소 시 환불처리까지
모두 자동으로 관리되어 고객결제
관련 업무가 간편합니다.

예매・예약 및 접수자들의 입장 시
무인 자동발권기 및 모바일 티켓
등으로 발권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실제 입장한 고객수를
자동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완료한 뒤 정산을 위한
예약금, 위약금, 환불금, 수수료 등을
취합하고 계산하는 모든 일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보고서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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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범위 및 흐름
메이크티켓의 서비스 범위와 흐름을 한눈에 둘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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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Off Line 대행 서비스 안내
온라인은 기본,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편리하게 운영대행하는 메이크티켓

온라인 접수대행

오프라인 운영대행

행사정보 등록대행
01 좌석도면 그리기
02 행사일정 등록
03 행사정보 등록
01

온라인 접수

결제/취소 관리대행
01 결제수단 선택관리
02 결제/취소 내역 조회
03 취소/환불 자동관리
04 예매자 목록 조회

02

모바일 티켓

모바일티켓 자동 발행

현장 발권 및 판매대행
03

종이티켓 발권
및 판매

04

티켓 검표

01 매표소 판매 및 발권 대행
02 무인발권기 대여
03 매표 진행인력 교육 및 운영
모바일티켓 검표지원

인쇄티켓 검표 대행

정산/보고서 발행
05

정산 및 보고서

01 예매/현장판매/취소내역 조회
02 수수료 내역 조회
03 최종 정산서 발행
5

Features
다양한 기능을 안정적으로이용하고, 사용한만큼만지불하세요.

빠른 설정 대행과 즉시 적용
시스템 구축이나 설치 없이 모든
서비스를 임대형으로 즉시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초기 설정을 모두
대행해드리므로 도입이 간편합니다.

PC, 타블렛, 휴대폰 모두 사용
PC, 타블렛,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기에서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떤 기기든 걱정없이
예약・예매 및 접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관리
온라인 기반의 접수 및 판매관리
시스템으로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편리하게 예약자 확인 및 판매보고서
등을 조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합리적 이용료
서버/시스템/트래픽 사용료, 초기 정보
설정 대행료 모두 무료!
예약・예매 및 접수가 이뤄진 만큼
합리적으로 지불하여 부담이 없습니다.

무료 이벤트도 동일하게
결제 필요없이 무료로 진행하는 어떤
이벤트라도 메이크티켓의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쇼1일3만명, 음악방송1시간5천명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대량의 동시간 접속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여 초대형
이벤트도 거뜬히 접수대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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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소개
예약・접수부터 결제・취소, 입장 검표, 정산・통계까지 모두 다 편리한 메이크티켓

01
다양한 접수대행

02
좌석지정

03
시간지정

04
접수인원 제어

독립영화제, 인디콘서트, 무료콘서트,숙박,
교통,엑스포/박람회/전시, 간담회,강의,파티등
다양한형태의접수특성을고려한접수대행이
가능합니다.

행사장의 좌석위치를 도면화하여 사용자가
직접원하는좌석을선택하여 접수할수
있습니다.

행사의진행시간대또는일단위로 접수받을
시간을지정할수있습니다.

시간단위 또는일단위로 입장객수를 제한하여
접수받을 수있습니다.

05
다양한 결제수단

06
예매정보 SMS 및 이메일 발송

07
무료 접수

08
모바일 티켓 발권 및 검표

한국정보통신(주) 이지페이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무통장입금, 휴대폰결제방식을
원하는결제방식만 선택하여 이용가능합니다.

고객예매시예매정보및결제정보를SMS및
이메일로 고객에게 전송할수있습니다.

결제가필요없는 무료티켓도 결제단계없이
유료티켓과동일하게접수및관리가능합니다.

인쇄된티켓또는모바일티켓에표시된
바코드를 이용하여검표하거나 또는모바일
티켓의바코드를 이용하여사용자가 직접
티켓을발권할수도있습니다.

09
정산관리

10
통계관리

판매금액,취소금액, 수수료등의정산을위한
내역을조회관리할수있습니다.

시간대별,일별,월별,티켓종류별, 행사의
회차별예약및판매현황 보고서및
통계자료를 조회할수있습니다.
7

Customers
기업과 단체 뿐 아니라 개인에 이르기까지다양한고객들이 메이크티켓을이용하고있습니다.

고객수

3,582

예약사용자수

210,244

120,340건

40,127건

17,404건

32,373건

57%

19%

8%

16%

입장 및 접수 예약

캠핑 및 숙박 예약

좌석 및 시설 예약

기타

2016.05.19 누적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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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콘서트/공연/이벤트

독립영화제/인디밴드 콘서트

공익의목적으로 티켓금액이 없는
무료티켓을 접수/배포하고 싶어요.

적은예산으로편리한예매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취소,환불을자동으로
관리하고 싶어요.

런칭쇼/프라이빗 파티
규모는작아도고품격행사진행을위해
사전예약제 또는지정좌석제로
접수받고 싶어요.

설명회/강연회/세미나
공간적제약으로 접수자수를 감안하여
접수받고,입장관리도 하고싶어요.

수강신청
학원또는시험장에 방문하지않아도
직접수강료또는수험료를 결제하고
수강신청을 받고싶어요.

대학축제
투명하게 예약,환불을처리하고
사전판매 기간에할인을자동으로
할수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역 축제/대회
합리적인 예산으로편리한예매및현장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싶어요.

소규모 미술관/전시관/박물관
체계적인 입장티켓판매및
입장관리를 하고싶어요.

작품 발표회
졸업작품쇼, 동아리발표회등
소규모무료발표회를 접수받고
방문객을 확인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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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례

1
지역축제/대회
1 제3회 강북 북페스티벌
§
§

1

주최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주관 : 강북문화정보도서관

§

3

1

2

주최 : 한국공연관광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장소 : 서울 각 공연장,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

2

Snow Board Project 14

중앙일보 할인쿠폰 예매 시스템

4
3

4

3

주최 : Aliment Record
장소 : 홍대 클럽 CRACK

주최 : 중앙일보
장소 : 2015 경기세계도자기비엔날레, 벽초지수목원
규모 : 쿠폰 10,000장

무료 콘서트/공연/이벤트

2014 인천공항 SKY FESTIVAL (쇼,음악중심,클래식)
§
§
§

주최 : SBP14
장소 : 대명 비발디 파크
규모: 약 600명

독립영화제/인디밴드 콘서트
4 Aliment 인디밴드 콘서트
§
§

3

주최 : 서울시 , 서울신문
장소 : 고척 스카이돔
규모 : 약 17,000명

무료 콘서트/공연/이벤트
§
§
§

2

런칭쇼/프라이빗 파티
§
§
§

2015 슈퍼 서울 콘서트 인 스카이 돔
§
§
§

지역축제/대회
2 2015 공연관광축제
§

무료 콘서트/공연/이벤트

주최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장소 : 인천국제공항 잔디광장
규모 : 약 5만명

런칭쇼

2013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
§
§
§

주최 : (사)남양주 슬로푸드 국제조직위원회
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규모 : 약 30만명

수강신청
5

스키강사 자격시험 접수
§
§

주최 : (사)한국스키장경영협회
규모: 약 6,200명

5

6

4
6

수강신청

Talking Spot
§
§

주최 : Talking Spot
지역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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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행사등록 및 예약/접수관리를위한 고객사계정생성까지 알아서 척척편리하게서비스받고,
예약, 접수, 결제, 취소, 입장, 정산, 통계까지모두자동으로 이용하세요.

§
§

www.maketicket.co.kr 문의하기 접수
또는 카카오톡 메이크티켓 친구 추가하여
문의

§
§
§

행사정보 등록
예약/접수 페이지 확인
고객사 전용 계정 생성 및 전달

§
§
§
§

예약/접수페이지 연결
예약/접수 페이지 런칭
실시간 접수정보 확인 관리
행사 종료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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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담 및 계약
메이크티켓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 또는 의뢰할 행사 내용을 문의하시면 전문 담당자가 바로 확인하여 상담해드립니다.

contact@smartix.co.kr
02) 866-6480
메이크티켓 친구하기
이메일로 문의하기

카카오톡 실시간 문의하기

접수인원의 대략적인 규모,장소,기간및내용을
기재하여 문의해주세요. 별도의회원가입없이
언제든지 문의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모든부분을카카오톡 실시간문의로
가능하며,바로답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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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비스 준비
행사정보 등록 등의 기초 업무부터 예약・접수 관리를 위한 관리자용 계정 생성까지 알아서 준비해 드립니다.

행사정보 등록

예약・접수 페이지 확인

고객용 계정 생성

접수에 필요한행사정보를 등록하고,예약・접수
페이지를 생성해드립니다.

생성된예약・접수 페이지주소를전송받아 페이지를
확인합니다.

예약・접수 관리를위한고객용계정을생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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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오픈 및 이용
예약・접수부터 결제・취소, 입장 검표, 정산・통계까지 모두 다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예약・접수 페이지 연결

예약・접수 페이지 런칭

실시간 통계정보 확인

행사 종료 후 정산

예약・접수 페이지를 공식사이트 또는 SNS에
공유할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사전설정된정보에따라간편하게 접수또는
예매할수있습니다.

예약・접수된 내용을실시간 SMS로알림받을
수있고,각종통계정보를 실시간확인할수
있습니다.

행사종료후계약정보에 따라정산된정산서를
발행하고 고객확정시수수료를제외한판매금액을
바로입금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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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ing
시스템 구축비, 사전준비 수수료등이 전혀없는사용한만큼 지불하는합리적인후불 종량제

유료접수

무료접수

종이티켓

모바일 티켓

결제금액의

접수 인원당

티켓 장당

티켓 장당

5%

결제완료 건당

(취소 제외, 부가세 별도)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휴대폰
결제의 유료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접수할 경우 별도의 신청, 이용비용
없이 PG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결제
금액의 5%가 부과됩니다.

400원
접수완료된 인원당

(취소 제외, 부가세 별도)

취소된 접수건을 제외한 실제 접수
받은 건에 대해서만 과금합니다.

200원
발권된 티켓 장당

100원
이용한 티켓 장당

(취소 제외, 부가세 별도)

(취소 제외, 부가세 별도)

원하는 티켓 용지로도, 별도의 티켓
용지가 없어도 원하는 방식으로 티
켓을 발권하여 드립니다.

취소된 접수건을 제외한 실제 접수
받은 건에 대해서만 과금합니다.

(자체 디자인 티켓의 경우 제작제외)

(검표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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