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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 비즈메시지란?

카카오비즈메시지란?

안녕하세요.
비즈톡에가입해주셔서감사합니다.

비즈톡은카카오공식비즈메시지
파트너사입니다.

추가적인서비스안내는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스팸걱정 NO

알림톡

☆홀리데이이벤트☆

지금로그인하시면, 바로 사용하실수
있는쿠폰 10장을지급해드립니다.

최대3만원할인혜택!

타겟팅
광고

친구톡

2. 카카오톡 친구톡
타겟팅홍보효과UP!

비즈메시지 상품 종류

1. 카카오톡 알림톡
스팸/스미싱차단!신뢰도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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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톡 친 구 톡

발송방식 기업고객사 API�연동 후 자동발송

발송내용
정보성메시지

(고객의 액션에대한피드백으로써
결제/배송/포인트적립등의메시지)

광고성 메시지등
다양한정보의메시지

발송대상 전화번호기반 전화번호 +�플러스친구를 친구추가 한카카오유저

발송형식 한/영 구분없이 1,000�자 +�링크 버튼 1. 텍스트형 :�한/영 구분없이 1,000자 +�버튼 링크
2. 이미지형 : 400자+이미지 1장+버튼링크

특이사항
메시지템플릿사전등록필요,

발송 실패시문자메시지로전환가능
야간발송제한 (20:00~익일 08:00)

카카오비즈메시지상품특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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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LMS/MMS�메시지 가격대비,�

훨씬 저렴한가격으로발송가능

(알림톡 1건 최대 1000자 제공)

카카오 인증마크를통해

스미싱/스팸 메시지로부터자유로움

(기업의 신뢰도상승과고객만족이높음)

API를 통한 최적화된메시지시스템
(자동발송,�타겟팅 설정)

실시간 메시지전송결과확인기능
(카카오톡이없는고객에게자동문자발송가능)

알림톡 발송시,�플러스친구
아이디를통한브랜딩홍보효과

친구톡을통한트렌디한광고마케팅기능
(플러스친구와친구가된수신자에게만전송가능)

카카오비즈메시지특장점

3. 최적화된 메시징 커뮤니케이션 4. 기업 브랜드 홍보 효과 및 이미지 상승

2. 스미싱 / 스팸 문자 스트레스 NO!1. 저렴한 기업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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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즈톡 서비스 소개  카카오 비즈메시지 알림톡

친구추가/ 알림톡 차단

카카오톡 알림톡 전용 UI

알림톡정보성메시지

버튼설정(최대 5개 생성)

친구추가한고객들에게는친구톡
발송이가능하며, 알림톡받지않기를
누르면알림톡으로발송되지
않음.(문자로대체발송가능)

문자메시지와차별화된 UI와 카카오
인증마크를통해고객과믿을수
있는커뮤니케이션이가능함.

알림톡은정보성메시지만발송이
가능하기때문에, 사전에등록된
문구(템플릿)로만 발송이가능함.

5가지의버튼의타입을선택가능
(최대 5개 / 버튼 타입중복가능 )
• 배송조회 : 송장조회
• 웹링크 : 웹페이지연결
• 앱링크 : 앱으로연결
• 메시지전달 : 상담원연결
• 봇키워드 : 챗봇 연동

카카오플러스친구프로필

카카오기업계정으로
비즈메시지를보내기위한

발신자역할.

*�플러스친구아이디계정생성:
https://center-pf.kakao.com

알림톡 서비스 구성

SMS보다저렴한가격!불법스미싱차단으로안심!

정보성메시지는카카오톡알림톡으로알려주세요!

카카오톡 알림톡은 별도의 고객수신동의 없이 플러스 친구를 통해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정보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업 메시징 서비스입니다.

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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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 서비스 유형 및 예시

SMS보다저렴한가격!불법스미싱차단으로안심!

정보성메시지는카카오톡알림톡으로알려주세요!

배송 정보

배송출발, 송장번호안내
반품 / 교환요청접수
반품 / 교환수거완료

구매/예약 정보

주문 /�예약 접수및취소
배송지연안내
예약준비중안내

결제 /�계좌 정보

신용카드승인 /�취소
은행계좌입 /�출금
환불 (무통장입금)

회원 정보

회원가입및탈퇴안내
QnA 문의신청확인및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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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보다저렴한가격!불법스미싱차단으로안심!

정보성메시지는카카오톡알림톡으로알려주세요!

알림톡 서비스 특징

별도의카카오톡
친구추가없이전송가능

SMS/LMS보다
훨씬저렴한 비용

최대1000자 지원
(한/영 띄어쓰기포함)

다양한 버튼 제공
(최대 5개)

카카오인증마크를통한
신뢰감UP

(스팸/스미싱차단)

플러스친구추가유도
(친구 수 UP)

발송 실패시,
문자 대체전송가능

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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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가격!트-렌디 한 카카오톡 UI로 브랜드 홍보 효과UP!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는카카오톡 친구톡으로 홍보하세요!

광고 알림문구

버튼설정(최대 5개 생성)

기업의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하여 고객에게 맞춤화 된 마케팅 메시지를 발송 할 수 있으며,
LMS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업 광고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친구톡 서비스 구성 및 유형

친구톡텍스트 친구톡이미지

발송 대상
전화번호기반 + 발송할플러스친구의친구관계

*�모든 요건모두충족시, 발송가능

발송 형식

띄어쓰기포함
1,000�글자

이미지첨부 + 400�글자

버튼링크최대 5개 지원

주의사항 발송시간제한 (�20:00� 익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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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톡 서비스 특징

합리적인 가격!트-렌디 한 카카오톡 UI로 브랜드 홍보 효과UP!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는카카오톡 친구톡으로 홍보하세요!

광고,홍보,공지 등 친구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수신번호를 통해 타겟팅 마케팅 가능!(단,플러스친구의 친구 추가가 되어 있어야 전송 가능!)

기존 LMS보다 저렴한 가격과 트렌디한 카카오톡 UI 제공

플친메시지와 차별화 된 실시간 전송 결과 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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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즈톡 전송 방식

비즈톡전송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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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즈톡에가입해주셔

서감사합니다.



“비즈니스에 TALK을 더하다. ”

비즈톡 주식회사는

국내 최초로 알림톡서비스를 상용화 시킨 카카오 비즈 메시지 공식 파트너사 로

다양한 노하우와 보안을 바탕으로 카카오 비즈 메시지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최초 알림톡 전용
웹 발송 사이트 구축

‘삼성전자’
서비스 계약

상담톡 서비스 출시

카카오 비즈 메시지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2017.06 ~

2016.05

‘한화생명’ 계약
(국내 금융권최초도입)

‘롯데닷컴’ 계약
(국내 쇼핑몰최초도입) 2016.01

2015.10카카오톡 알림톡
최초 발송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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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제공,�비즈니스 관련 기술 및

전문 모바일 서비스를 공급하는 B2B�IT솔루션 회사입니다.

No.1

서비스동종업계
고객사최다보유 1위
알림톡시장점유율 1위

급변하는시장의흐름을파악하고
새로운가능성을찾아멈추지않고

끊임없이나아갑니다.

재빠른응대서비스로
언제,어디서나고객의
만족을채워드립니다.

고성장 업체 무한 발전 가능성 즉각적인 서비스 응대

각서비스에맞는
전문인력제공

세분화된 전문 분야팀

24h

매월
120%�매출 증가

매분기
신규서비스출시

24시간
無장애서비스원칙

동종업계
가장많은인력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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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톡주요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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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에 TALK을 더하다.
기업형메시징솔루션

Thank you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304,�14F���⏐ T:��1688-3764���⏐ E-Mali:�help@biztalk.co.kr ⏐ www.biztal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