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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망을 이용하는 Message Service로써 전송되는 데이터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SMS/LMS/MMS로 분류.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viewloc=0&where=idetail&rev=11&query=%BE%C6%C0%CC%C6%F9&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pq=1&start=3&img_id=blog4535700|25|80105291380_1�


Microsoft Excel 문서작성 툴과 비슷한 기능을 ActiveX Control 기반으로  

구현하여 전송할 대량의 데이터의 처리가 신속하고 편리함을 추구.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업체에서도 간편하게 비즈문자 웹서비스

의 주소록기능을 통해 고객을 관리할 수 있으며, 회원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다면 쉽게 연동이 가능한 컴포넌트(DLL,OCX) 제공. 

재판매 사업자(대리점,딜러)가 직접 회원관리 / 전송량 체크 / 수익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관리서비스(account.bizmunja.co.kr)를 제공. 

- LG U+ 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높은 기술력 확보 

- 에러장애 긴급대처 능력 보유 

- 시스템적인 안정화 최대 수용 

   WEB Service, Application Service, DataBase, BackBone 장비 등 분산        

   처리 및 다중화 처리 운영 









비즈문자 엑셀컨트롤의 향상된 

기술도입으로 한번에 10,000건  

동시전송이 가능합니다.  

1. 엑셀파일 내용을 그대로 복사 

해서 붙여넣으면 끝! 

2. 엑셀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한  

엑셀파일 한번에 업로드 가능! 

문자발송전 전송가능번호 확인을 

통한 중복번호 제거 및 오류번호  

체크가 이루어 짐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확! 줄였습니다. 



각 서비스 별로 

전송결과  보기가 가능합니다. 

    실패 건에 한해서는 반드시  

환불 됩니다. 

실패 건은 분류에 따라 즉시  

재전송 가능합니다. 



주소록 등록이 필요한 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 비즈문자  

주소록 등록 대행을 통해 무료로  

처리해 드립니다. 

1. 엑셀파일 내용을 그대로 복사 

해서 붙여넣으면 끝!  

2. 엑셀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한  

엑셀파일 한번에 업로드 가능! 

편리한 수신거부 번호를 이용하여  

문자전송 시 등록된 수신거부  

번호가 제외되고 전송됨으로써  

고객 관리가 수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결제자가 즉시 발행 가능합니다. 

국세청과 바로 연결되어 즉시  

발행 가능합니다. 

무통장 입금 내역은 월별로  

조회 가능합니다. 



비즈문자 상담원이 고객님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주소록 등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주소록  

등록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하시면 약1일~2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업체에서 효율적인 고객관리(고객 만족의 극대화, 고객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모듈을 연동하여 대량으로  

발송하기 위한 서비스 

ASP 방식 DB 서버연동 방식 

SMS  
서비스 방식 

SMS 발송을 위한 자체 서버를 구축하지 않
고 사이트 내에서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시스템에 설치되는 에이전트 프로그
램으로, 메시지를 DB에 저장하면 자동으로 
SMS를 발송해주고, 전송결과를 업데이트 처
리해주는 솔루션입니다. 

특징 - 다양한 OS와 언어에 맞는 모듈을 
  제공해 드리며 별도의 서버 비용이  
  필요 없어 구축비용이 절감됩니다. 
 
- 원하는 화면에 메시지 전송 기능을  탑재 
  함으로써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이 가능합니다.  

-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서버 
   가 필요합니다. 
 
- SMS 연동모듈을 서버에 설치하고 SMS클라  
  이언트를 제공받아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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