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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채널친구
어떻게늘리시나요?

요즘기업들의마케팅추세는모든연결을카카오톡으로!일정도로

카카오톡채널을홍보, 고객응대등하나의마케팅수단으로다양하게

활용하고있습니다. 하지만그만큼채널규모를빠르고쉽게키우기가어렵죠?

카카오톡채널규모확장의한계

브랜드소식, 프로모션등다양한형태의콘텐츠전달

1:1 채팅으로문의, 상담, 예약진행

지속적인고객관계관리로정교한타겟마케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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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채널추가이벤트
이제자동으로쉽게해보세요.

쿠폰센드채널추가자동발송솔루션

©

사용자가카카오톡채널추가 증정안내알림톡발송 알림톡으로경품자동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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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복잡한프로세스와달리
고객도기업도간편하게

혹시채널친구를늘리기위해경품이벤트를일일이수동으로하셨나요?

채널추가만하면되는간단한이벤트방식으로유저들의참여를높이고

단기간내에쉽고빠르게채널친구를확보해보세요.

기존친구추가이벤트방식

단기간내카카오톡채널친구확보

지속적인회사명노출로인한브랜드인지도증가

잠재고객에게제품및서비스, 이벤트안내

©

기존 친구 추가 이벤트 방식

취합후모바일상품권수동발송

당첨자에게개별연락 (개인정보필요)

당첨자 추첨후게시판에공지

담당자가데이터일일이대조

친구추가후 ‘참여완료’채팅 유저‒채널추가

알림톡으로경품자동발송

쿠폰센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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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안내

©

이벤트의적합한상품으로증정하는
채널추가리워드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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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쿠폰 (기프티쇼)

프랜차이즈교환권부터가전제품까지다양한상품군이있는

모바일쿠폰사이트비즈기프티쇼에서할인된가격의경품을골라보세요.

타겟과이벤트에맞는상품을고객이채널추가시알림톡으로자동증정합니다.

경품 - 모바일쿠폰

©

채널추가시 100%지급 or�추첨지급선택가능

채널추가시일정시간 (1일-7일 이내) 후 발송 (차단시발급불가)

발송할기프티쇼의제품(상품)명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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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카카오이모티콘비즈샵에서판매하는약 4,500여종이상의

다양한이모티콘도채널추가이벤트경품으로도발송할수있습니다.

마케팅타겟이선호하는이모티콘과시즈널이슈, 브랜드컨셉에딱맞는

이모티콘을채널추가시카카오알림톡으로자동증정해보세요.

경품 - 이모티콘

©

채널추가시 100%지급 or�추첨지급선택가능

채널추가시일정시간 (1일-7일 이내) 후 발송 (차단시발급불가)

이모티콘은고객사에서직접구입후쿠폰센드에 CSV 파일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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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늘린채널친구들
어떻게활용할까요?

채널을추가한친구들에게신제품홍보, 깜짝할인쿠폰, 이벤트소식을다이렉트메시지(친구톡)로보낼수있습니다.

직접적인타겟에게도달률 100%인콘텐츠를전송하여매출증대효과를누려보세요!

카카오톡채널마케팅활용

친구톡(광고) 메시지발송 1:1채팅으로실시간상담 고객의행동유도버튼 다양한형태의소식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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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간에채널친구확보 ✔ 앱으로유도하는액션버튼 ✔ 친구톡(광고메시지) 활용

채널추가솔루션활용사례

올튼 (아이쿱클리닉)

기존에운영했던 (구헬스쿱) 채널친구들을신규카카오톡채널(@올튼)로옮김과동시에

신규유저를모객하기위해이벤트를진행했습니다. 카카오톡채널을추가한 1,000명에게아메리카노기프티쇼를

발송하는이벤트를시작으로그결과친구수 8,000명증가로친구추가목표 800%에달성하는성과를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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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카카오톡채널을추가 알림톡으로채널추가가되었으며

쿠폰을며칠(1-7일) 후 지급하겠다고안내

(사용자이탈방지 = 채널취소방지)

1 2 3

일정기간후알림톡으로

오전 9시에일괄발송

알림톡메시지에고객행동유도버튼추가

이벤트어뷰징방지 : 공지기간내차단시쿠폰발급불가

경품소진으로인한알림톡안내는선택사항 (*비용별도청구)

알림톡총 2회발송(필수)+ 1회(선택)

알림톡은사용자가채널추가후발급안내알림톡(1회)발송하고

일정기간후 모바일쿠폰, 이모티콘을알림톡(1회)으로발송합니다.

알림톡비용은별도부과하지않으니합리적인비용으로보내보세요.

알림톡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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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에서당사에

필수정보전달

카카오톡채널계정

모바일쿠폰상품명, 이모티콘 csv

몇일후발송인지날짜

총금액 (상품개수)

채널추가시알림톡발송
당사에서솔루션을

통해알림톡발송

경품소진시알림톡발송 (선택)

고객사 사용자

채널추가시일정시간후 (1-7일)

카카오알림톡으로지급

(공지기간내채널차단시발급불가)

쿠폰센드채널추가자동발송솔루션

발송프로세스

유저가채널추가했을때카카오톡 ID(appUserId)�값이자동전송되어해당유저계정으로발송하는형태입니다.

발송할카카오톡채널의비즈니스인증이되어있어야만발송이가능합니다.

경품발송시알림톡발송카카오톡채널검색용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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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추가자동발송솔루션단가

가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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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프티쇼, 이모티콘모든상품이가능한가요?

기프티쇼상품중스타벅스아메리카노와같은상품성물품과신세계백화점 상품권과같은현금성상품모두가능합니다.

이모티콘은카카오이모티콘비즈샵에서판매하는상품이라면모든상품이가능합니다.

Q 개인정보(전화번호) 수집이가능한가요?

아니요. 별도의전화번호를수집하지않기때문에알지못합니다. 카카오톡채널의고유아이디를부여하여이를기반으로발송하고있습니다.

따라서받는사람의전화번호, 이름, 아이디등을전혀알수없습니다.

Q 일정기간을정했는데그전에기프티쇼가모두소진되면어떻게되나요?

홈페이지, 이벤트랜딩페이지등에서선착순으로제공하는것이라고안내하기때문에모두소진후에는알림톡을발송하지않게됩니다.

Q 선착순으로모두소진시사용자가채널추가를했을경우모두소진되었다고안내하면안되나요?

알림톡으로안내할수있으나, 별도알림톡발송비용이청구됩니다. 상품이모두소진되었기에오히려채널추가를했다가다시채널차단할가능성이있으므로

안내하지않는걸권장드립니다. (홈페이지, 마케팅용랜딩페이지등에해당내용고지필수)

자주묻는질문

FAQ

모바일쿠폰발송가이드 >

https://www.notion.so/dreamys/a24f34903339448e9f1d1fe4668d9e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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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가카카오계정을여러개만들어서친구추가하면어떻게하나요? 어뷰징방지가되나요?

사용자는카카오계정을여러개만들수있으나,휴대폰에카카오톡이설치되어있지않으면알림톡을받을수없습니다. (=모바일쿠폰이소진되지않으므로비용청구x)

Q 사용자가취소 &�추가를반복적으로누르면중복해서여러번기프티쇼를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용자의고유아이디를기반으로발송하기때문에중복체크를합니다. 따라서사용자당 1번만발송합니다.

Q 채널추가시즉시지급하지않고, 일정시간후에발송하는장점은무엇인가요?

즉시지급하면사용자가즉시받고만족하는장점은있으나,취소시패널티안내를해도사용자가채널추가를취소하는경향이있습니다.

따라서일정시간의유예를둠으로써취소율을낮추기위함에있습니다.

Q 사용자가이미예전부터카카오톡채널을추가해놓았던상황이라면, 발송이되나요?

기존사용자가취소버튼을눌렀을때도동일하게서버로고유아이디가옵니다. 따라서이값을체크해서발송을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습니다.

어떤발송방법을원하시는지고객사에서선택해서정해주시면됩니다.

자주묻는질문

FAQ

이모티콘발송가이드 >

https://www.notion.so/dreamys/534ab1e861d2472b81b3451762974e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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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형

카카오톡채널을더적극적으로활성화하고싶다면

고객응대부터마케팅까지다양하게활용할수있는

챗봇을연동해보세요.

카카오톡챗봇연동

챗봇연동으로
CS부터마케팅활용까지

자주묻는질문(FAQ)이나

패턴화된고객응대

제품및서비스정보제공

신제품, 베스트상품안내

운세, 영화퀴즈등사용자가

즐길수있는컨텐츠제공

퀴즈, 추첨과같은이벤트

프로모션을챗봇으로진행

카카오톡채널 (알림톡 / 플친톡 / 챗봇 / 상담톡) 기능활용

챗봇으로또하나의판매채널창구확장

카카오톡채널에서마케팅부터고객응대(CS) 한 번에해결

서비스형 콘텐츠형 마케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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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마케팅용)

두차례진행했던아디다스챗봇에서는구매인증또는이벤트참여

완료시챗봇으로인증하면카카오알림톡으로쿠폰을증정했습니다.

당첨즉시발송이라유저의이벤트참여율도높았습니다.

알림톡챗봇연동활용사례 - 1

카카오톡채널 (알림톡 / 챗봇) 확장기능

챗봇이벤트진행후친구수오만명증가

친구톡광고발송 (신제품, 쿠폰안내)

©

알림톡으로모바일쿠폰발송 해당카카오톡채널추가유도 다양한채널마케팅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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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시앤티 (주문/회원가입용)

카카오톡챗봇에서프로필플러그인(카카오싱크)로회원가입을하면

실크로드에서승인후 2-3일내에알림톡으로모바일상품권을발송합니다.

유저가챗봇에서모바일상품을직접선택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습니다.

알림톡챗봇연동활용사례 - 2

카카오톡챗봇에서주문접수비율증가

카카오톡채널 (알림톡 / 챗봇 / 상담톡) 확장기능

고객만족도와응대업무효율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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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꿈많은청년들은

다년간 축적해온 챗봇 데이터와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안사소개

Kakao i Open�Builder�챗봇공식에이전시이며

Google�Cloud�Platform대한민국공식파트너사입니다. 1 위
커스텀챗봇아웃소싱

100 여개
클라우드튜링솔루션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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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자세히보기

©

90여개이상의대기업및공기업, 스타트업과함께걸어왔습니다.

고객상담,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등다양한산업분야에서수많은챗봇을만든경험과기술력을통해

기업에게최적화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합니다. 고객에게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발걸음, 튜링이함께하겠습니다.

고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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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친구를쉽고빠르게늘릴수있는방법

쿠폰센드로 시작해보세요!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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