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GTAL QR CODE MENU

디지털 QR 코드 메뉴

당신의 카페, 식당, 호프집을 위한

온라인 메뉴, QR코드 엽서로 접촉을

최소화하여 손님과 직원 모두 안심!

DIGTAL QR CODE MENU

QR Code 메뉴란

온라인

엽서 앞면을 원하시는 디자인 
홍보글, 디자인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QR Code와 메뉴판이 만나다! 

QR Code?

코로나19 시대 식당을 위한 

가장 위생적인 고객 서비스 

QR Code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온라인 

사이트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이미지 링크입니다. 

현재 코로나 시대에 가게 출입명부로 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손님이 직접 자신의 휴대폰으로 QR Code 엽서를

찍어 디지털 메뉴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위생

적이고 안전합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QR Code를 스캔해보세요!

010-2821-8453            

info@moonjunesung.com

www.moonjunesung.com문준성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QR코드 메뉴 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www.moonjunesung.com/menu



문의에 따라

사진 추가 가능

당신의

가게 로고

당신의

온라인 메뉴

당신의 가게 정보

주소, SNS 계정 등

깨끗하고�안전한�디지털�메뉴판 

QR Code Menu Serivce by 
MOONJUNESUNG.COMSCAN

HEAR

STEP1. 휴대폰�카메라�또는 QR코드�리더�앱을�켜세요
STEP2. QR코드를�찍어�메뉴를�확인해�보세요!

Cafe JS
 Online Menu 

QR코드

사용법

당신의

가게 이름

온라인 메뉴로

연결된 QR코드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www.moonjunesung.com/menu

100% 위생적– 직원과 고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시대 거리두기 지키기에 안성맞춤!

간편한 사용법 – 메뉴판을 서빙하거나 계산대로

갈 필요 없이 손님들이 좌석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어 손쉽게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휴대성 – 가볍고 손에 잡히는 엽서 사이즈로

가게에 배치하거나 손님이 가져가기에도 좋습니다.

2. 온라인 메뉴판

코로나19 거리두기에 최적화Point 1

개별 맞춤 디자인 및 레이아웃Point 2

합리적인 서비스 구성Point 3

맞춤 디자인 – 음식점, 카페, 호프 등 가게 분위기

에 맞는 엽서와 온라인 메뉴를 제작해 드립니다.

QR코드 엽서 – 앞면은 문구, 홍보글, 디자인이

뒷면은 QR코드와 사용법이 적혀있습니다.

온라인 메뉴 – 기존 메뉴판을 스캔 및 보정하여

인터넷 페이지에 업로드해 드립니다.

추가 옵션  – 모바일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디자인

으로 온라인 메뉴판을 제작해드립니다.

균일가 – 배송, 인쇄, 웹사이트 구매 등 각종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 내용에 따라 추가 가능한 서비스

- 2개월 이후 온라인 메뉴 게시 서비스 연장

- QR Code 엽서 추가 인쇄

- 디자인 내용과 수정

- 반응형 웹 디자인

개인 맞춤 컨설팅 – 가게의 특성에 맞춘

개별 디자인을 제안해 드립니다.

온라인 메뉴 – 기존 메뉴판을 스캔 및 보정하여

인터넷 페이지에 업로드해 드립니다.

빠른 수정 가능 – 엽서와 메뉴의 디자인, 내용을 

저렴하고 빠르게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성 

– 100장의 엽서 제작 및 배송(A6 사이즈)

- 스캔한 메뉴판(기본 A4 10장)을 업로드

- 온라인 메뉴 페이지 2개월 게시

 

1. QR Code 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