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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쿠폰을문자대신
카카오톡으로보낼수있을까?

이벤트참여와구매전환을높이기위해사용되는모바일쿠폰,

카카오알림톡자동발송기능으로이제카카오톡채널을또하나의

마케팅채널로확장하고활용할수있습니다.

기존모바일쿠폰발송의한계 (문자)

3조원

[�카카오톡월이용자수추이]

*�자료:카카오(2019.09)

[�카카오톡선물하기결제액]

*�자료:스태디스타(2019)

4473만명

2조원

2018

1조2000억원

8000억원

300억원

3조원

201920172016

2011 2019

3000만명

국내메신저시장점유율 1위, 카카오톡

카카오톡채널연동으로유기적인마케팅가능

카카오톡사용자의높은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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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만있으면
알림톡으로모바일쿠폰자동발송

고객사의카카오톡채널로전화번호를기반으로모바일쿠폰을

대량발송할수있습니다. 단발적으로끝나는이벤트성문자발송보다는

카카오톡채널연동으로유기적인마케팅이가능합니다.

쿠폰센드솔루션

카카오톡채널 (알림톡 / 플친톡 / 챗봇 / 상담톡) 확장기능

결제, 회원가입등알림톡을발송하는경우가장적합

톡채널과연동하여채널친구시친구톡광고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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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채널추가유도

운영중인카카오톡채널계정으로알림톡을발송하여자연스럽게

채널추가를유도합니다. 채널추가시친구톡으로광고발송이가능합니다.

신제품홍보, 이벤트, 깜짝쿠폰발송등마케팅으로활용해보세요.

카카오톡채널마케팅

단기간내카카오톡채널친구확보

지속적인회사명노출로인한브랜드인지도증가

잠재고객에게제품및서비스, 이벤트안내

알림톡으로모바일쿠폰발송 해당카카오톡채널추가유도

1 2 3

다양한채널마케팅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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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하는발송구조

전화번호리스트를기반으로개발자가솔루션에세팅하여대량으로모바일쿠폰을발송하는형태입니다.

발송할카카오톡채널의비즈니스인증이되어있어야만발송이가능합니다.

쿠폰센드솔루션

고객사에서당사에

필수정보전달

고객의전화번호

모바일쿠폰상품명

발송일자

총금액 (상품개수)

솔루션을이용하여

특정시점에대량발송

고객에게카카오

알림톡으로지급완료

당사에서솔루션을

통해바로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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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친구늘리기이벤트활용

카카오톡채널운영자라면한번쯤고민해봤을카카오톡채널친구늘리기!

카카오알림톡발송기능으로유저가채널추가시모바일쿠폰을자동으로

증정합니다. 일일이친구추가마케팅을할필요가없어편리합니다.

카카오톡채널추가활용  친구늘리기

채널추가시 100% 지급 or�추첨 지급선택가능

채널추가시일정시간 (1일-7일 이내) 후 발송 (차단시발급불가)

옐로우아이디를통해발송이가능하기에전화번호정보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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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모바일쿠폰대량발송솔루션

구분
도입비

결제조건

5만원 할인없음

10만원 할인없음

무료 6% 할인

결제계산기간 할인율

모바일쿠폰가격

90만원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매달 1일 - 익익월말일

구분

도입비
(카카오톡채널당) 결제조건

10만원 할인없음

20만원 할인없음

무료 6% 할인

결제계산기간 할인율

모바일쿠폰가격

80만원 - 1천만원이상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상

매달 1일 - 익익월말일

채널추가시모바일쿠폰자동발송솔루션

알림톡모바일쿠폰대량발송 솔루션(기본)

가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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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Q 추가로알림톡발송비용이있나요?

알림톡비용을추가로청구하지않습니다. 도입비안에포함되어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Q 이벤트가진행되기까지얼마나걸리나요?

카카오톡채널비즈니스인증이완료된경우에는영업일기준 2일정도소요되며, 인증이완료되지않은경우에는총일주일정도걸립니다.

Q 하나의회사에서카카오톡채널이여러개이고, 여러개모두이벤트진행시에는기프티쇼결제가격이합산되나요?

죄송하지만저희도카카오톡채널별로개발자가세팅하는과정의인건비가들어갑니다. 아직홈페이지에서버튼몇번의클릭으로신청하실수있는구조로

되어있지않아서개별로비용을받고있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이하이하의이벤트를카카오톡채널 5개를진행한다면도입비 10만원 x�5개 지급하셔야합니다.

Q 결제는어떤방식으로하나요?

선결제방식입니다. 따라서상품의개수(금액)을 선결제 (계좌이체) 한 후발송해드리고있습니다. 발송량에따라협의하여분할결제도가능합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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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채널을더적극적으로활성화하고싶다면

고객응대부터마케팅까지다양하게활용할수있는

챗봇을연동해보세요.

카카오톡챗봇연동

챗봇연동으로
CS부터마케팅활용까지

자주묻는질문(FAQ)이나

패턴화된고객응대

제품및서비스정보제공

신제품, 베스트상품안내

운세, 영화퀴즈등사용자가

즐길수있는컨텐츠제공

퀴즈, 추첨과같은이벤트

프로모션을챗봇으로진행

고객응대형 서비스형 콘텐츠형 마케팅형



©

아디다스 (마케팅용)

두차례진행했던아디다스챗봇에서는구매인증또는이벤트참여

완료시챗봇으로인증하면카카오알림톡으로쿠폰을증정했습니다.

당첨즉시발송이라유저의이벤트참여율도높았습니다.

알림톡챗봇활용사례 - 1

카카오톡채널 (알림톡 / 챗봇) 확장기능

챗봇이벤트진행후친구수오만명증가

친구톡광고발송 (신제품, 쿠폰안내)

©

알림톡으로모바일쿠폰발송 해당카카오톡채널추가유도 다양한채널마케팅활용

©



©

실크로드시앤티 (주문/회원가입용)

카카오톡챗봇에서프로필플러그인(카카오싱크)로회원가입을하면

실크로드에서승인후 2-3일내에알림톡으로모바일상품권을발송합니다.

유저가챗봇에서모바일상품을직접선택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습니다.

알림톡챗봇활용사례 - 2

카카오톡챗봇에서주문접수비율증가

카카오톡채널 (알림톡 / 챗봇 / 상담톡) 확장기능

고객만족도와응대업무효율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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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꿈많은청년들은

카카오i오픈빌더챗봇공식에이전시이며

구글클라우드플랫폼대한민국공식파트너사입니다.

100,000,000 건
챗봇응답데이터보유수

1 위
커스텀챗봇최다개발

90 여개
클라우드튜링솔루션고객사

다년간 축적해온 챗봇 데이터와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안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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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자세히보기

90여개이상의대기업및공기업, 스타트업과함께걸어왔습니다.

고객상담,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등다양한산업분야에서수많은챗봇을만든경험과기술력을통해

기업에게최적화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합니다. 고객에게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발걸음, 튜링이함께하겠습니다.

고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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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loudturing.com/usecase?utm_source=couponsend_site&utm_medium=pdf&utm_campaign=alimtalk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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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채널로하는유기적인마케팅

쿠폰센드에서시작해보세요!

문의하기

https://couponsend.com/coupon-alimtalk?utm_source=couponsend_site&utm_medium=pdf&utm_campaign=alimtalk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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