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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미

국내 최초의 MMS MO 서비스 – 가장 많은 레퍼런스 보유



▪ 별도의 앱 설치 등도 필요 없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참여가 가능 합니다.

▪ 이벤트 접수 시 참여자의 휴대폰 번호가 함께 접수 되어 당첨 , 안내 등의 후 처리가 용이 합니다.

▪ 실시간 자동 당첨 처리 등이 가능 하여 별도의 이벤트 운영 관리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문자 이벤트 장점

문자 수신 이벤트 진행의 예

인증샷 이벤트

구매 영수증, 상품, 장소 등을 사진 촬영하여 응모01

정답(문구) 맞추기

제품명, 포함재료 등 정답 문구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 하여 참여

03

응모번호 접수

제품에 포함된 (스크래치) 일련번호, 응모 번호를

문자로 전송하게 하여 이벤트에 참여

02

• 행사 후 일괄 추첨

• 실시간 확률 적용으로 자동 등수 별 당첨 처리

• 당첨자 기프티콘 자동 전송 가능

당첨
처리

✓ 참여 횟수 제한

✓ 응모 번호, 정답 문구 접수 등에 따른 자동 당첨 처리

✓ 일자 별, 등수 별 등 다양한 당첨 인원 관리

✓ 확률 적용으로 등수 별 당첨자 관리 가능

다양한 응모 처리 개발 지원



행사 기간 중 이용하게 될 문자 이벤트 수신 번호는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

문자 이벤트 시행 방법

기획 및 협의

진행하고자 하는 이

벤트 방법을 기획 후

메세지미와 협의 하

여 주세요

신청

문자수신(MO) - <가

격안내 및 충전> 페

이지 에서 신청해 주

세요

기획

운영 기획이 필요한

경우 메세지미에서

기획서를 작성하여

확인 후 진행 합니다.

이벤트 시작

기간 동안 24시간 이

벤트 접수가 가능 합

니다.

이벤트 후처리

• 참여자 리스트 정리

• 당첨자 정리.

• 요청 시 당첨 추첨도

진행해 드립니다.

행사 기간 중 이용하게 될 문자 이벤트 수신 번호 (16XX-0000)를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



샘플 레퍼런스 (100여개 이상)



부록 : H사 문자 이벤트 접수 흐름도 예시

Flow chart of H. beer MO event

이벤트 문자 접수

응모번호 검출?

미 사용 번호?

3회 미만 참여 CID? 4회 참여(기 참여 3회)?

5. 1등 당첨

CID 참여 횟수 +1

종료

1

2

No

No

No

Yes

Yes

Yes

당첨 등수?

6. 2등 당첨

1등 2등 3

Yes
No
(4회 이상 참여 이력)

응모 번호 사용 처리

4

☞ CID :  Caller ID 의 약자 로써 휴대폰 번호 입니다.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처리 및 지정된 자동 회신 문구 발송

• 제품에 포함된 응모 번호 문자 접수 이벤트
• 등수 별 지정된 인원수 당첨
• 1인당 3회만 참여 가능, 4회 이상은 자동 회신도 하지 않음
• 각 등수에 당첨 되는 경우 해당 문구 회신 및 후 처리
• 당첨자에게는 기프티콘 발송 또는 경품 발송 주소 문의 내용 회신

The End.

이벤트에 적합한 운영 기획을
함께 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