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i 커넥트 비즈메시지 소개
이제 문자 보내듯 카카오 i 커넥트 비즈메시지를 보내세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소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국내 대표 IT 플랫폼 사업자로서 최고의 기술, 최적의 방법으로 기업들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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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소개
핵심 AI 요소기술 솔루션
지능형 검색, 추천 솔루션
종합 업무 플랫폼
AI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와 일상에 AI 기술을 더하여
더 편리하고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AI기술의 집합체

AI 기반 콜센터 플랫폼
AI 맞춤형 공간 플랫폼
기업용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플랫폼
물류 생태계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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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통한 카카오톡 채널 활용
카카오톡 채널

주요 기능
1. 포스팅 보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서비스

톡 채널 홈에서 브랜드의 주요 소식,
이벤트 Posting

Biz Message
• Kakao의 안정적인 서비스 인프라
• 알림톡, 친구톡은 물론 SMS/LMS 까지
• API, Agent, Web 발송 방식 활용

2. 톡 메시지
즈
라이
터프
엔
오
카카
제공

3. 고객 <-> 브랜드
비즈니스접점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는
All in one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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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라이
터프
엔
오
카카
제공

정보성 메시지 : 알림톡

• Connect Talk 서비스와의 유기적 연동

홍보성 메시지 : 친구톡, 톡 채널메시지

Connect Talk
Biz 챗봇 : 메뉴 기반의 질의 응답 셋 구성
+ AI챗봇을 통한 고객 플랫폼
정보제공, CS응대, 요청업무처리 수행

• kakao i open builder 통한 다양한
서비스 구현 ► 차별화 된 브랜드 플랫폼
• AML/전문인력을 바탕으로 90%이상의
대화 인식율을 확보하는 AI 챗봇
AML: Advanced Machine Learning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소개
카카오톡 알림톡

•

기업이 자사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비즈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사전에 카카오톡 채널개설 후 비즈니스 채널 전환)

•

카카오톡 비즈메시지는 발송대상 및 발송내용에 따라
알림톡, 친구톡으로 나뉘어 집니다.

•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거나, 발송이 실패된 경우
SMS, LMS, MMS로 전환 발송 가능합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톡 비즈메시지를 활용한
기업의 메시지 발송 업무를 수행하는 공식 딜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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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톡
이미지형

카카오톡 친구톡
와이드형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소개
카카오톡 채널 활성화

알림톡을 통해 고객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전화번호만 있으면
정보성메시지를 발송 가능하며, 알림톡을 받은 고객이 친구추가도 가능

더 저렴한 메시지 비용

기존 SMS 상품보다 훨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발송
(알림톡 1건 최대 1,000자 제공)

문자스팸/스미싱 No!

스팸, 스미싱 걱정 없는 친근한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톡 받지 않기 버튼 터치 한번으로 수신거부가 자유로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창구

기업 브랜드 이미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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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특장점

다수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카카오를 대고객 채널로 활용하여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대

믿을 수 있으며 확인이 빠른 카카오톡 사용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소개
알림톡(정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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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톡(광고성)

스팸 스트레스 없는
정보성 메시지 알림톡

기업 마케팅을 위한
광고성 메시지 친구톡

§ 구매, 결제, 택배/배송 등 정보성 메시지는 스팸
스트레스 없는 알림톡으로 발송
§ SMS,LMS 문자보다 저렴하면서 한/영 구분없이
띄여쓰기 포함 1천자까지 가능(LMS 대체 가능)
§ 사전 검수로 스팸, 스미싱 등 오용이 없는 깨끗한
서비스

§ 기업의 CRM / 캠페인 시스템과 연동하여 타겟
고객에게 개인화된 마케팅 메시지를 발송
§ 카카오톡 채널 친구에 한하여 ’성공’ 처리됨
§ 효율적인 메시지 발송으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가능

문자(SMS/LMS/MMS)

알림톡/친구톡 실패 시 문자 대체 발송
처리하여 통합 메시지 도달율은 97%
이상 가능함.
§ SMS : 90Bytes
§ LMS : 2,000Bytes
§ MMS : 이미지3장 + 2,000Bytes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소개

알림톡 vs 친구톡 비교

알림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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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내용

정보성 메시지
(템플릿 사전 승인 및 등록 필요)

발송대상

제한 없음
(전화번호정보 필요)

발송형식

한/영 구분없이 띄어쓰기 포함
1,000자 텍스트 + 메시지 하단 링크버튼

기타

발송실패 시 문자전환 가능

친구톡
홍보/광고성 마케팅 메시지
(발송제한시간 20시~익일 8시)
채널 친구 등록 이용자
(전화번호 정보 필요)
1. 텍스트형 : 한/영 구분없이 띄어쓰기 포함
1,000자 텍스트 + 링크버튼
2. 이미지형 : 텍스트 400자 + 이미지 1장 + 링크버튼
3. 와이드형 : 텍스트 76자 + 이미지 1장 + 링크버튼
발송제한시간 20시~익일 8시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 알림톡

고객의 수신 동의가 없어도, 기업의 채널 친구가 아니더라도
꼭 보내야 하는 문자는 알림톡으로 부담없이 보내세요.
합리적인 가격(SMS / LMS / MMS 대비 50%이상)으로
더 많은 메시지를 고객에게 전달 할 수 있습니다.

활용사례
#주문 및 예약 확인

#회원 및 서비스 가입 확인

#배송 현황 알림
#구매상품 사용법 안내

#결제 및 입금 확인
#문의 답변 등록 알림

#금융 입출금 , 증권 매수도 결과 등
버튼타입

기능

배송조회

카카오검색 배송조회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 자동생성 기능

웹링크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Mobile/PC URL 각각 설정)

앱링크

앱 커스텀스킴 실행하는 기능(Android/iOS 각각 설정)

봇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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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명’이 텍스트 들어간 챗버블 발송 기능

메시지전달

‘버튼명+메시지내용’이 텍스트로 들어간 챗버블 발송 기능

상담톡전환

상담이 가능한 상담톡으로 전환되는 기능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알림톡 API연동 방식은 물론
고객사 CMS와 연계한 Agent 방식도 지원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 친구톡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은 이용자 에게

광고 알림 문구

1

채널을 추가한 고객에게 보여지는
광고 수신 안내 문구

홍보 /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세요.

2

기업의 CRM과 연동하고 타겟고객을

이미지+텍스트 조합
시선을 사로잡는 큰 이미지와
광고 문구를 동시에 보여주는
이미지+텍스트 광고 형식

선정하여 맞춤화된 메시지를 발송하고
실시간으로 전송 결과를 확인하세요.

버튼 링크

3
카카오톡 친구톡
이미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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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톡
와이드형

최대 5개의 버튼 링크를 제공하여
다양한 광고 전달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 절차
1

2
서비스 상담
& 서비스 계약
단가 견적 및 서비스 범위 협의

3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비즈니스 채널 인증
기존에 개설한 채널 유지 시
본 단계 Pass 가능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비즈메시지 시스템
계정생성 & 고객 전달
#알림톡 템플릿 신청
#정산관리 #실시간 발송 조회
admin 사이트 링크

5
4
서버 연동
고객사 <-> KEP
API 방식, Agent 방식
확인하여 연동
WEB방식 -> 연동X 바로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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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 템플릿
사전 승인 등록
요청 : 고객사 -> KEP -> 카카오본사
본사 템플릿 승인 후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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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LMS/MMS
발신번호사전등록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해
사전 발신번호등록이 필요

테스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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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발송 및
결과 확인
연동형, 예약형, 수동발송 등
(WEB방식 -> 예약발송 미지원)

비즈메시지 서비스 구성도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아래와 같이 비즈메시지 중계서버를 구축하여 API/Agent 연동 및 웹 발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고객사
CRM
(or Legacy)

Message
Data 생성

Message
발송 서버

API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중계 서버

수신자

알림톡/친구톡

Agent
SMS/LMS/MMS
(알림톡/친구톡 실패 시)
웹발송
(MSG 포털)

서비스

12

- 카카오 비즈메시지 알림톡 /친구톡

인터페이스

- 이통사 문자메시지 SMS/LMS/MMS

- API (전문방식) / Agent (DB연동방식) / 웹 발송 (메시지 포털)

이통사
문자사서함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비즈니스 채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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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채널개설및비즈니스채널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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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채널개설및비즈니스채널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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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템플릿검수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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