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와 경품(기프트쿠폰) 을
One Stop Solution 으로 !!

메세지미 기프트쿠폰 이용 제안서
www.messageme.co.kr

• 메세지미에서는 이벤트 진행과 경품 제공을 한번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MO 문자 이벤트 참여

메세지미 MO 시스템 수신
당첨 조건 충족 시 시 지정된 기프트 쿠폰 자동 발송

➢ 인력 개입없이 24시간 자동 진행 됩니다.
➢ 경품제공 수량 조절 가능
➢ 다양한 당첨 방법 적용 가능

기프트쿠폰 수신

기프트 쿠폰 전송 방법

다양한 기프트 쿠폰 전송 조건
MO,문자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 대하여 자동 기프트쿠폰을 전송 할 수 있으며,
전송 대상을 미리 설정된 이벤트 당첨 정책에 따라 자동 발송 합니다.
모두 전송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이벤트 참여자에게 전송 하며, 중복 참여 (횟수
제한 가능), 준비된 기프트쿠폰 수량 도달 시 등에 증정을 중지 합니다.
추첨 전송
확률을 적용한 추첨을 통하여 등수를 결정하며, 등수별로 지정된
기프트쿠폰을 발송 합니다.
사진 첨부 전송
사진이 첨부된 문자 메시지에 한하여 기프트쿠폰을 전송 합니다.
정답 맞추기,문구포함
보내온 문자 메시지 내용에 원하는 문구가 있을 경우에만 기프트쿠폰이
발송 됩니다. 참여 횟수 제한이 가능 합니다.
☞ 기타 다른 조건으로의 운영도 가능 합니다.

❖ 이벤트 진행 순서

협의
진행하고자 하는 이벤트 방식, 기프트쿠폰 예산등 협의

정책 결정
등수 별 당첨수량 (일,전체), 중복 참여 횟수 제한, 당첨자의
중복 참여 접수 여부 등

시스템 적용 & 테스트
시스템 적용 후 시뮬레이션 테스트

이벤트 시작
이벤트 진행, 참여 인원에 따라 등수 확률 및 이벤트 상품
수량 조절

결제 및 정산
MO서비스는 시작 전 결제, 기프트쿠폰은 월 단위로 정산 후
결제 합니다.

➢ MO 이벤트 진행시의 추첨, 당첨 설정 방법과 기프트 쿠폰 자동 전송의 예

등수

당첨 방법

경품

자동 회신 처리

이벤트 진행사의
후처리

일 발송
최대 수량

이벤트 전체 발
송 최대 수량

1등

매 500번째 참여자

회사에서 준비한 1등 경품

1등 당첨 안내 문구 회신

당첨자 연락 후
배송 / 지급

2

10

2등

매 50번째 참여자

편의점 기프트쿠폰 5,000원

2등 기프트쿠폰 전송

없음

20

500

3등

매 10번째 참여자

편의점 기프트 쿠폰 1,000원

3등 기프트쿠폰 전송

없음

100

1000

꽝

상기에 해당되지 않는 참여자

없음

미 당첨 안내 문구 회신

없음

참고) 등수 별 당첨 처리 방법은 참여 순서로 결정하는 방법과 확률을 적용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나, 상품 수량의 예측을 위해서는 참여 순서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기프트쿠폰 제공

다양한 브랜드
편의점, 커피브랜드,베이커리 브랜드등
다양한 브랜드 상품

경품 수량 변경
이벤트 중이라도 기프트 쿠폰의 일,
전체 수량 등 조정 가능

다양한 가격대
800원 ~ 50,000원 까지의 다양한 상품

재 전송 기능
고객의 미 접수 문의 시 3 회 까지
추가 비용 없이 재 전송 가능

전송 내역 확인
이벤트 페이지에서 전송 되어진
기프트쿠폰을 실시간으로 확인

Online

Doctor

테스트 전송 / 취소 가능
이벤트 시작 전 테스트를 위한 전송 및
전송 후 취소 기능 제공

통합 메시지 서비스 메세지미

www.messageme.co.kr
T. 1688-8787 / help@nextia.co.kr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