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톡 비즈메시지 제안서
비즈니스에TALK을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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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비즈메시지
알림톡과 친구톡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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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메시지소개비즈메시지

비즈메시지

50

기업고객이자사의카카오톡채널을통해 카카오톡이용자에게비즈메시지를발송할수있는상품입니다.

대표적인것으로알림톡과친구톡이있습니다.

※ 알림톡 /  친구톡 API 연동 후 실시간 자동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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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04

인증마크 표시

- 고객이 스매싱/스팸 메시지로 오해 방지

01

02

03

채널 추가 / 알림톡 차단

- 고객이 채널 추가 시 친구톡 발송 가능

다양한 템플릿 사용

- 사전에 다양한 템플릿으로 승인 후

전송 가능

04 버튼 링크 사용

- 최대 5개 버튼 링크 제공으로 효과적인

내용 전달 (채널 추가, 배송조회, 웹 링크,         

앱 링크, 상담원 연결, 챗봇 연동 등) 

비즈메시지
별도의고객수신동의없이카카오톡채널을통해정보성메시지를보낼수있는메시지서비스입니다.

알림톡이란? 

※잠깐 !카카오톡이없는고객은메시지를못받나요?

카카오톡이없거나알림톡발송이실패된고객에게는문자로전환발송이가능합니다. (이용서비스에따라추가가입 또는선택항목)

신뢰성있는

메시지전달

다양한사업범위

적용가능

전화번호만으로

발송가능

저렴한

기업메시지

알림톡소개비즈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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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메시지 카카오톡알림톡은배송정보,결제정보,가입정보등상황에맞는다양한템플릿등록및발송이가능하며,

최대5개까지입력가능한버튼, 이미지삽입, 강조표현을통해더많은내용을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습니다.

* 버튼종류 :배송조회,웹링크,앱링크,메시지전달 (상담원연결),봇 키워드 (챗봇연동) 

알림톡유형예시 (*실제승인확인까지진행된예시사례입니다.)

구매/ 배송정보 결제/ 계좌정보 가입/  예약내역

알림톡소개비즈메시지

비즈톡버거
1688 - 3764

비즈톡카드
1688 - 3764

비즈톡호텔
1688 - 3764

비즈톡버거비즈톡버거 비즈톡버거비즈톡호텔비즈톡버거비즈톡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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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록알림

비즈메시지

웨이팅확인 부가정보+ 광고추가

알림톡소개비즈메시지

카카오톡알림톡은배송정보,결제정보,가입정보등상황에맞는다양한템플릿등록및발송이가능하며,

최대5개까지입력가능한버튼, 이미지삽입, 강조표현을통해더많은내용을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습니다.

* 버튼종류 :배송조회,웹링크,앱링크,메시지전달 (상담원연결),봇 키워드 (챗봇연동) 

비즈톡병원
1688 - 3764

비즈톡식당
1688 - 3764

비즈톡쇼핑
1688 - 3764

비즈톡병원

알림톡유형예시 (*실제승인확인까지진행된예시사례입니다.)

비즈톡버거비즈톡병원 비즈톡버거비즈톡식당 비즈톡버거비즈톡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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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메시지

※잠깐 ! 친구톡은심야시간에도보낼수있나요?

20:50 ~ 익일 08:00에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모든딜러사동일사항) 

카카오톡채널을추가한고객을대상으로기업의다양한시스템과연동하여고객맞춤마케팅메시지를발송하며, 

LMS보다합리적인가격으로광고성메시지를보낼수있는기업광고메시지서비스입니다. 

친구톡이란? 

01

02

자유로운 내용 구성

- 사전 템플릿 승인 없이 광고성 메시지와

이미지 발송이 가능

01

02 버튼 링크 사용

- 최대 5개 버튼 링크 제공으로

다양한 광고성 메시지 발송

(쿠폰 이미지 / 웹 페이지 이동/ 앱 이동 등) 

채널메시지와다른

실시간전송결과확인

문자전환발송가능

(친구톡발송실패인경우) 

광고, 홍보등

자유로운정보전달

타겟맞춤

마케팅가능

친구톡소개비즈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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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메시지 카카오톡친구톡은 할인정보, 이벤트정보, 소식전달등템플릿승인없이자유로운문구등록및발송이가능하며,

최대5개까지입력가능한버튼을통해더많은내용을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게되었습니다.

* 버튼종류 :웹링크,앱링크,메시지전달 (상담원연결),봇 키워드 (챗봇연동) 

* 이미지와이드형에한하여최대2개까지입력가능한버튼추가

친구톡유형예시

소식전달이벤트정보할인정보

친구톡소개비즈메시지

비즈톡몰
1688 - 3764

비즈톡병원(광고) 비즈톡몰
(광고) 비즈톡툰(광고) 비즈톡툰

비즈톡툰
1688 - 3764

비즈톡스토어
1688 - 3764

(광고) 비즈톡스토어



02. 비즈메시지 발송
어떻게 비즈 메시지를 발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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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톡알림톡API 는?

►제공형식 : RESTful API

►언어 : JSON 

비즈메시지
API 전송방식

고객사 비즈톡

고객사 서버

고객사 DB
(수신자명, 휴대폰번호, 메시지내용)

카카오톡

통신사

수신자

① 비즈 메시지 전송 요청

② 요청 메시지 결과 수신

(성공/ 실패) 

비즈톡에 등록된 IP 알림톡 / 친구톡 수신

비즈톡 GATE WAY

알림톡 / 친구톡 발신

문자 발신

비즈메시지 전송 요청

/ 결과 수신

문자 수신
(고객사기존문자메시지

업체활용가능)

비즈메시지API 전송방식비즈메시지발송

③ 알림톡 실패건

문자 재처리 발송

④ 문자 재처리 결과 수신

비즈 메시지 전송 성공 비즈 메시지 전송 실패
비즈 메시지 전송 실패 후
문자 재처리 발송

① ~ ② : 문자 재처리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① ~ ④ : 문자 재처리 신청 경우 * 서비스추가가입 및서류필요

비즈메시지는RESTful API 방식으로전송할수있으며,언어는JSON을사용합니다.  * Agent(모듈) 방식제공가능

알림톡발송실패건에한해서문자메시지로자동전환발송기능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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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절차 안내

01. 회원가입 후 서비스 가입 신청서 제출하기

02. 채널(발신 프로필키) 발급 및 템플릿 등록하기

04. 알림톡 발송 준비 완료

03. 연동 및 개발 진행

01. 사이트 회원 가입하기

비즈톡센터

개발 연동 가능

https://center.biztalk.co.kr 에서 회원가입 후 가입 신청 서류 다운로드

* 우편발송필수

톡투비즈

고객사 내부적으로 연동 및 개발 진행

*서비스 가입 완료 후 API 개발 문서 전달

https://www.talktobiz.co.kr 에서 회원가입 진행

인증된 카카오톡 채널을 비즈톡 센터에 등록 → 템플릿 등록/검수까지 진행

비즈메시지이용절차안내비즈메시지발송

개발 연동 불가능

02. 채널 및 템플릿 등록하기

04. 알림톡 발송 준비 완료

03. 캐시 충전하기

톡투비즈 사이트 내 ‘충전 메뉴’에서 발송단가 확인 가능

인증된 카카오톡 채널을 톡투비즈에 등록 → 템플릿 등록/검수까지 진행

https://center.biztalk.co.kr/
https://www.talktobiz.co.kr/


03.비즈톡
비즈톡은 어떤 회사인가요?



＂비즈니스에TALK을더하다. ”

비즈톡주식회사는

국내최초로알림톡서비스를상용화시킨카카오비즈메시지공식파트너사로

전임직원이비즈메시지구축경험을보유하고있습니다.

다양한노하우와보안을바탕으로카카오비즈메시지시장점유율1위를달성하고있습니다.

네이버챗봇&카카오챗봇공식빌더사확정

2017 카카오비즈메시지시장점유율1위달성

상담톡과챗봇서비스출시

' S-OIL ‘ 상담톡서비스OPEN

2016 최초알림톡전용웹발송사이트톡투비즈구축

카카오톡알림톡최초발송

‘한화생명‘계약 (국내금융권최초도입)

‘롯데닷컴’계약 (국내쇼핑몰최초도입)

2015

2018

카카오싱크공식빌더사확정2019

네이버스마트알림 (NSA) 공식딜러사확정2020

2021 비즈톡가입채널수약2만개달성

웹발송사이트‘ 톡투비즈’리뉴얼



15
비즈톡주요고객사소개

비즈톡 주요 고객사

보안 및 서비스의안정성이 필수 조건인 금융 및 유통업체를 포함하여

다수의 업체에서 비즈톡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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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알림톡/친구톡

카카오싱크 챗봇
(카카오 /네이버 )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선택, 비즈톡

비즈톡에서는카카오톡알림톡 /친구톡은물론카카오싱크,챗봇등

다양한B2B 서비스를통해고객에게편의를제공하고있습니다.

카카오톡,네이버 …모두활용가능한 비즈톡에서귀사의비즈니스를완성하세요!

문자 메시지
(RCS)

비즈톡서비스회사소개

네이버
스마트 알림



THANK YOU
귀사의발전과번창에밑거름이되기를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