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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발송방법

카카오 알림톡은 메세지미에 카카오채널(구:플러스친구) 과 심사 승인된 템플릿이 있는 경우에
발송이 가능 합니다.

만일 카카오채널과 알림톡 템플릿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상단의 <알림톡 이용방법 보기> 를
이용하여 등록 및 심사 승인 후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템플릿의선택

① 등록되어 있는 카카오채널이 여러 개 있다면 먼저 카카오 채널을 선택 합니다.
② 선택된 카카오채널에 등록되어 있는 템플릿을 선택 합니다.
③ 1,2 번 단계 대신 하단의 템플릿 에서 바로 선택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즉,1,2 번 과 3번은

동일한 동작으로써, 템플릿을 선택 하는 동작 입니다.)

④ 상기에서 선택한 템플릿의 내용이 표시 됩니다. 문자 메시지와 달리 이 곳의 내용은
보여지기만 할뿐 수정 할 수 는 없습니다.

카카오 알림톡은 사전 승인된 내용으로만 발송이 가능 하기 때문에 발송 시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템플릿 내 변수로 지정된 부분에 한하여 수신인 별로 내용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 수신인번호와변수내용지정

보내고자 하는 템플릿을 선택 하였다면 알림톡을 수신하게 될 휴대폰 번호 와 템플릿 내용의 변수
부분의 내용을 지정 합니다. 메세지미 웹에서의 알림톡 발송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수신인 번호와 변수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엑셀 파일로 지정 : 수신인의 휴대폰 번호와 선택된 템플릿의 변수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엑셀로 정리 하여 저장 한 후 불러 옵니다. (불러오기 화면에서 엑셀 샘플 파일이 제공
됩니다.)

⑥ 붙여 넣기로 지정 : 수신인 휴대폰 번호와 변수 (여러 개인 경우 탭 또는 띄어쓰기로 분리) 를
메모장이나 엑셀로 정리한 후 복사 하여 붙여 넣기로 지정 합니다.

⑦ 수기 등록 : 이 버튼이 눌리면 하단에 수신인 휴대폰 번호와 선택된 템플릿내에 포함된 변수
수 만큼 입력 창이 생성 되며, 이곳에 수신인 별로 내용을 입력 합니다.

• 문자메시지대치발송여부선택

⑧ 대치 발송은 보내려고 했던 알림톡 내용을 그대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 하거나 또는 문자로
대치 될 경우에는 다른 내용으로 발송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알림톡으로 보내려고 했던 내용이 길어서 문자 대치 발송 시 장문 (LMS) 비용이 소요
되게 된다면 미리 지정해 둔 단문 문자 메시지로 발송 되게 하여 발송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⑧ 바로 발송 하거나 지정된 시간에 예약 발송 할 수 있습니다.

수신인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발송자의 카카오채널의 알림톡을 수신거부 했을 경우
문자 메시지로 대치 되어 발송 할 지의 여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참조> 문자 메시지 대치 발송을 이용하는 경우 문자 메시지 발신 번호를 선택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