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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cco 휴대폰 매입/보상판매 솔루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한국지사에 문의하려면 여기를 클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Blancco Mobile  
Buy-back/Trade-in  
매장 또는 집에서 쉽고 정확한 거래 가능

Blancco 휴대폰 매입/보상판매 솔루션은 다음을 지원합니다.

기기 식별
기기 제조업체, 모델 및 IMEI와 같은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자동으로 인식하여 인적 오류 및 
TAC(Type Allocation Code)의 부정확성을 방지.

기기 상태 진단 
98 % 정확한 액정유리 파손 탐지, LCD 화면 품질 테스트를 포함한 종합적인 자동 및 반자동 검사를 
통해 정확한 장치 상태와 가치를 결정합니다.

보상판매 가격 제시
매입/보상판매 파트너와의 연계를 통해 보상판매 가격을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제시.

솔루션 특장점
• 기능 테스트, 외관 등급, 통신사, 잠금상태 등을 기반으로 정확한 기기 상태 진단을 실시간으로 

제공

• 자동 테스트 및 보조 테스트를 통해 원격으로 기기 진단

•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나 의견을 차단

• 회사의 정책에 맞는 보상판매 가격과 기기의 외관 평가 질문을 구성 가능, 평가내용 실시간 
업데이트

• 고유의 TradeID 코드를 부여하여 거래 중 기기가 잠금 설정되어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

• 향후의 기기 반납 과정(자택에서 또는 매장에서)에 대해 고객 개인별 맞춤 단계 설정

• 기존 매입/보상판매 프로그램과의 손쉬운 연계 가능

• 매입가 견적 금액 차이 감소

•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면서 거래 범위를 확장

• 반환 기기를 정시에 재고 처리

OEM 잠금 장치 제거 
Blancco 솔루션은 OEM 잠금 및 암호를 비활성화하여 
기기가 다시 잠긴 상태로 거래 이전 단계로 돌아오는 
것을 방지

 
옴니 채널 배포 
App Store, Play Store와 호환되며 보상판매 프로그램 
전체를 옴니채널(omnichannel)로 딜리버리 하기에 
용이

테스트  

• 자동, 반자동, 수동 진단 테스트를 30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 가능

• 고유한 화면 품질 테스트, 배터리 상태 테스트, 
LCD 화면 테스트 등을 포함

지원 기기/브라우저  

• 모든 iOS 기기 버전10.0 이상

• 모든 Android 기기 버전 4.4 이상

• 웹 브라우저 IE 9+, Firefox16+, Chrome12+, 
Safari 31+, O15+

마케팅을 위한 주요 데이터 활용:  

• 운영 체제 및 버전

• 상태 및 장치 상태

• 용량 및 저장공간

• 앱 설치 날짜

• 제조사 & 모델

• 위치

• 통신사

• 가치

• 연식

https://www.blancco.com
https://www.blancco.com/ko/about-us/contact-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