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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Me MO Service 

대한민국 No 1. 문자 수신 서비스

전화와 문자 수신이 모두 가능한

수신 번호

전국 대표 번호를 이용하여 통화와 문자 메시지

수신을 함께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고객 사에 적합한 다양한 이용

방식

ASP, API 연동, 모듈 설치 등 고객 상황에 따른 다

양한 이용 방식을 지원 합니다.

정보이용료 없는 문자 수신 서비스

문자를 보낸 분들에게 별도의 정보이용료가 청구 되

지 않습니다.

모든 종류의 문자 메시지를 수신

합니다.

SMS,LMS,MMS 모든 종류의 문자 메시지를 수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정보 이용료 없는

MMS MO 서비스 기사

– IT 동아일보



1XXX-0000 전국 대표번호
(메세지미)

SMS,LMS,MMS 모두 수신

발신자 정보 이용료 부과 없음

전화 & 문자 함께 사용 가능

#0000
(샵)번호

SMS,LMS,MMS 모두 수신

발신자 정보 이용료 있음

100~200원 / 건

전화 불가 / 문자 전용

013 특번
013-0000-0000

SMS (80 Byte) 만 수신 가능

발신자 정보 이용료 부과 없음

전화 불가 / 문자 전용

메세지미 대표 번호 문자 수신 서비스

고객 과 기업 모두가 만족 합니다.

75%

65%

MO 서비스 수신 번호 비교

대한민국 No 1. 문자 수신 서비스



MO 서비스 이용 분야 No.1 – 고객 상담 서비스

대한민국 No 1. 문자 수신 서비스

앱의 설치가 필요 없으며,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 합니다.

전화와 달리 통화 중이 없으며, 
24시간 접수가 가능 합니다.

문자 접수 시 자동 회신 (접수 확인)
메시지를 발송 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접수된 문자 내용에 상담원이 답변을
작성 하면 다시 문자로 회신 되어 집니다.

특정 고객의 문의 와 답변을 한번에 모아서
볼 수 있어 상담 History 파악이 용이 합니다.

상품 사진을 수신하여 상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MO 서비스 이용 분야 No.2 – 증빙 접수 시스템

대한민국 No 1. 문자 수신 서비스

Message

To:1688-8787

No Fax No e-mail

⚫ 기존 불편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던 서류, 증빙 등을 간편하게 문자 메시지로 접수 합니다.

⚫ 1회 5 장 까지의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사진은 컴퓨터로 조회 / 내려 받기 가 가능 합니다.

휴대폰 사진으로 촬영하여
문자 메시지로 접수 합니다.



MO 서비스 이용 분야 No.3 – 마케팅 이벤트

대한민국 No 1. 문자 수신 서비스

⚫ 구매 영수증 이벤트 / 일련 번호 접수 / 정답 맞추기 / 장소 인증 사진 접수 …

⚫ 문자 내용에 따른 차별 자동 회신 / 자동 당첨 처리 / 이벤트 참여 횟수 제한 등 다양한 자동 접수 처리가 가능 합니다.

⚫ 이벤트 참여시 실시간 당첨 추첨 및 자동 기프티콘 발송 등도 가능 합니다.



MO 서비스 이용 분야 No.4 – 문자 투표

대한민국 No 1. 문자 수신 서비스

⚫ 선호 팀 번호 / 팀 명을 문자 메시지로 투표 합니다.

⚫ 1인 1투표 또는 1인 다 수 팀 투표 허용 여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동일 팀 반복 투표는 자동 제외)

⚫ 문자 투표는 축제, 발표, 행사일 에만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단기, 최저가의 이용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 합니다.

⚫ 투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결과 보기 버튼 클릭 시 우측의 그림과 같이 득표 수 별 순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투표 결과 실시간 확인



MO 서비스 이용 분야 No.5 – 온&오프 라인 의견 접수

대한민국 No 1. 문자 수신 서비스

의견 또는 질문
을 문자로 보내

주세요

⚫ 강연 등에서 질문 또는 의견을 문자 메시지로 접수 하여 활용 합니다.

⚫ “고객의 소리” 접수 방법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MO 서비스 이용 분야 No.6 – 단체 문자 발송 후 회신 접수

대한민국 No 1. 문자 수신 서비스

⚫ 의견, 답변 청취 대상에서 먼저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하여 회신 문자로 답변/의견을
접수 합니다.

⚫ 설문조사 / 참석 여부 / 배송 주소 문의 / 찬반 투표 .. 다양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질문 후 답변을 문자 메시지로 수신 합니다.

⚫ 수신된 문자 메시지는 엑셀 내려 받기가 가능 하여 통계의 작성, 주소 레이블 출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OO인력 공단
입니다. 

[수신자명] (정부지원금 지원 과정)
에 수강자로 등록되어, 실제 수강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강 중이 맞으면 숫자 '1'을, 수강
중이 아니면 숫자 '2'를 3/28(수)까
지 문자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의무는 아니오나, 건전한 훈련 시
장 조성을 위해 꼭 참여 부탁드리
며, 추첨을 통해 당첨된 분들께는
소정의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문의사항은 HRD콜센터(1600-
0000)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설문 조사 문자메시지를
발송 하여 답변을 수신합니다.



MO 서비스 이용 분야 No.7– 지능형 자동 문자 회신 서비스

대한민국 No 1. 문자 수신 서비스

⚫ 접수 된 문자 내용 / 사진 첨부 여부 등을 자동 인식 하여 차별화된 자동 처리 & 문자 회신

⚫ 문자 예약 / 자동 고객 지원 시스템 / 차별화된 일련 번호 회신 서비스등

⚫ 접수 문자 내용에 따라 차별 동작,회신 하거나 또는 동일 문자 수신 시에도 개별화된
회신 서비스가 가능 합니다.

⚫ 특정 흐름도에 따른 동작 구현도 가능 합니다.



신청서 작성 / 결제

<문자수신(MO)> - <가격 안내 및 신청> 메뉴
시작

문자 수신 번호 무상 대여

6개월 미만의 사용 일 경우 당사 번호를

무상으로 대여 해 드립니다.

기존 보유 대표번호장기 사용 – 고객 고유 번호 개통

1년 이상의 장기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

우 문자 수신 대표 번호를 별도로 개통

하여 이용 하여야 합니다. 

(번호 이용료 별도)

전국 대표 번호 (1XXX-0000) 를 보유 하

고 있는 경우, 그 번호를 그대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대한민국 No 1. 문자 수신 서비스

메세지미 회원 가입(무료)

Fax : 0504-985-0835 또는 이메일 : help@nextia.co.kr

근무 일 기준 1일
이내에 개통 가능

합니다. 
(잔여 번호 존재 시)



이용 금액

대한민국 No 1. 문자 수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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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발송 (자동 회신, 답변 문자..) 비용은 별도 입니다.

수신 건수 무제한

사용 기한 사용 금액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3일 미만 50,000 55,000

7일 미만 80,000 88,000

15일 미만 150,000 165,000

1개월 미만 250,000 275,000

3개월 미만 600,000 660,000

6개월 미만 1,080,000 1,188,000

1년 일시불 1,650,000 1,815,000

1년 약정 분납 (월 납부 금액) 195,000 214,500



외부 연동 서비스

대한민국 No 1. 문자 수신 서비스

수신된 문자 내용 / 이미지를 고객 사에서 실시간으로 수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GET/POST 방식 DB 연동 방식

설명

수신된 데이터를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고객 사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API 매뉴얼에
의거하여 연동

문자 수신 모듈을 직접
고객 사에 설치하는 방법

OS: Windows / Linux
DB : MS-SQL / My-SQL / Oracle

소요 기일 1일 3-5일 (고객 사 환경에 따라)

연동 /설치 비용 무료
유료

(작업 일 수에 따른 비용 청구)



Contact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3 성지 하이츠 1차 618호
URL : Http://www.messageme.co.kr 

e-mail : help@nextia.co.kr
TEL : 1688-8787
FAX : 0504-985-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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