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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메세징 서비스

• 비즈뿌리오란?

• 기업형 문자 & FAX

• 비즈뿌리오 vs 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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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뿌리오, 효과적인 마케팅의 시작
비즈뿌리오란?

비즈뿌리오란?

빠르고 정확합니다.
• 이동통신3사 직연동으로 최대 퍼포먼스 보장
• 문자메시지 수신 성공율 95% 이상

간편합니다.
• 통합발송모듈 1회 설치로 모든 서비스 이용

안정적입니다.
• 기업메세징 중계사업자 1위 다우기술
• 네트워크 이중화와 24시간 모니터링

새롭습니다.
• 16년도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서비스 런칭
• 모바일상품권, 그룹웨어 등 다양한 서비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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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OS환경에 최적화된 문자 & FAX 서비스
기업형 문자 & FAX

문자메세지 서비스

FAX 서비스

• 다양한 OS환경에 맞는 통합발송모듈

• 시스템 연동을 통한 자동 발송 및 결과 리포트

• 모듈 설치 가이드 및 상시 기술 지원

• 온라인 FAX 수신 및 발송 서비스

• 각종 포맷의 파일 전송(Office, hwp, 이미지 파일 등)

• 엔팩스 사이트를 통한 웹 발송 서비스

기업형문자& FAX

국제 문자메시지, FAX 서비스 제공 가능

웹사이트주소 https://biz.ppur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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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연동 비즈뿌리오, 웹사이트 발송 뿌리오!
비즈뿌리오 vs 뿌리오

비즈뿌리오vs뿌리오

비즈뿌리오 뿌리오

B2B(기업) 전용 서비스

고객사 시스템 연동을 통한 자동 발송 서비스

정기적/알림성 메시지 발송 특화

http://www.ppurio.comhttps://biz.ppurio.com

B2C 전용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쉽고 빠른 발송환경 제공

마케팅성 메시지 발송 특화

17년 6월 1일부비즈뿌리오웹사이트발송서비스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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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뿌리오 특장점

• 메세징 No.1 비즈뿌리오

• 자체 엔지니어 보유

• 편리한 시스템 연동

• 서비스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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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성 보장
메세징 No.1 비즈뿌리오

메세징No.1 비즈뿌리오

8/28

중계사업자 1위 ISMS인증

SMS 약 30억 건/月
LMS/MMS 약 12억 건/月 처리

고객정보 관리 안전성 확보

코스피 상장업체

Know-how

18년 간의 서비스 경험 보유



9/28

신속, 정확한 기술 지원!
자체 엔지니어 보유

자체엔지니어보유

자체 엔지니어 보유

• 책임전담제로 신속한 대응

•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알림

• 체계적인 장애 처리 프로세스 운영

• 정기적인 모듈 업데이트 및 점검

실시간모니터링및 정기점검을통해장애방지주력

외주 인력으로구성된 타사 이용 시, 엔지니어와즉각적인소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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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발송모듈로 간편한 Set-up
편리한 시스템 연동

편리한시스템연동

FAX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SMS

LMS/MMS

• 90byte 이하
단문 문자

• LMS
: 2,000byte 이하 장문 문자

• MMS
: 이미지(60Kbyte) 삽입
멀티미디어 문자 • 카카오톡 기반

정보성/광고성 메세지

• 온라인 팩스

VMS

• 음성메시지

모듈 설치 한 번으로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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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보안관리, 안전한 고객정보!
서비스 안정성

서비스안정성

시스템 이중화

Gateway 및 네트워크 이중화로 안정성 확보

24시간 모니터링 및 DR센터 운영

ISMS 인증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적합성 인증

해킹 방지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훼손 최대한 방지

DR센터란? 재난복구 시스템으로 메인 전산센터 손상 시 메인 센터 역할 수행

기술 대책

• 개인정보(비밀번호 등) 암호화 처리

• 암호화 통신을 통한 개인정보 전송

• 시스템 접근 통제, 권한 관리, 취약점 점검

관리 대책

• 접속 허용 IP정책

• 기간 별 발송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정기교육 실시

•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 휴면 고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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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뿌리오 서비스

• 서비스유형

• 시스템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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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업무환경 맞춤 서비스
서비스유형

연동 정보 안내

• Windows/Linux/Unix 등 다양한 OS 지원

• MS-SQL/MY-SQL/ORACLE/INFORMIX/SYBASE/CUBRID/DB2 등 DBMS 지원

서비스유형

DB 연동방식라이브러리 연동방식 웹사이트 발송 방식 뿌리오 메신저

고객사 서버 연동방식으로,
DB Table 생성 후 서비스 이용

• 자체 서버 및 DB 이용 고객사 추천

• 설치 및 개발, 기술 지원 용이

모듈 자체개발 요구 및
DB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 자유로운 맞춤 개발 가능

• DB 불필요

비즈뿌리오 사이트에서 문자,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발송

• 모듈 설치 불필요

• 개별 계정 생성 후 이용 가능

당사 메신저프로그램이용

• 이미지 100Kbyte까지첨부

• 서비스 접근성 용이



14/28

이동통신3사 직접 연동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시스템구성도

이동통신3사 “직접연결”

Server
(이중화 구성)

Gateway
(이중화 구성)

고객사

SMS/MMS

FAX

Voice

핸드폰

전화

FAX

PSTN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공중전화 교환망

시스템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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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뿌리오 이용안내

• 이용절차

• 주요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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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계약까지 책임전담제 운영
이용절차

• 단가 등 계약 조건 협의

• 서비스 연동 방식 상담

서비스 상담 회원가입 모듈 테스트 계약 완료

• 비즈뿌리오 사이트 가입

(biz.ppurio.com)

• 담당자 승인 및 계정 셋팅

• 통합발송모듈 설치 기술 지원 • 납부 방법 논의

(후불 계약/선불 충전)

• 서비스 정식 오픈

D+1~ 3 D+3~14

이용절차

기타 이용안내

• 발송량(월 5만 건 이상)에 따른 단가 조정 및 견적서 제공 가능

• 후불 계약 시 최저 사용료가 있으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先발행 필요

•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서비스 이용 시 플러스 친구 생성 및 알림톡 템플릿 사전 등록 추가 필요



17/28

3,000개 이상의 고객사 보유
주요고객사

금
융

공
공

일
반
기
업

주요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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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 도넛북

• 기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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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대신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비즈메시지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카카오톡비즈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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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추가 없이 번호로 보내는 알림톡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카카오톡비즈메시지

http://www.daou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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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에 보내는 광고 메시지, 친구톡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카카오톡비즈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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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 전하는 모바일 상품권
도넛북

Brand01

• 100여개브랜드2,000여개이상의상품보유

• 4대메이저유통상품권모두발송가능

Quality02

• 자유로운시스템컨트롤

• 자체메시징전송으로빠르고안정적인서비스

Security03

• 장애발생복구대책및시스템이중화구현

• 업계최초 ISMS인증취득,최고수준의정보보안

도넛북

• 도넛북은문자로받은쿠폰을오프라인상점에서교환할수있는다우기술이제공하는모바일쿠폰서비스입니다
• 도넛북웹사이트에서다양한상품을경험해보세요http://www.donutbook.co.kr

모바일 쿠폰이란? 실물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바코드 및 쿠폰번호를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

http://www.donutbook.co.kr/


23/28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비즈니스와 함께!

안전거래 No.1 유니크로 고객만족도 1위 반값도메인! 세상에 없던 전화번호 마케팅

업무가 빨라지는 그룹웨어
다우오피스

소통의 시작 보안의 기준
테라스메일

비즈니스를 위한 IT기반, 
DAOU IDC

에스크로 반값호스팅&도메인 050안심번호

그룹웨어 기업메일 데이터센터

기타서비스

기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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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 회사 개요

• 회사 연혁

• 주요 사업

• 계열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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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Daou Profile
다우기술은 신규사업 진출과 기존사업 확장을 통해 지난 6년 동안 연평균 5.1%의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2016년 매출 2,146억원, 영업이익 22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회사 설립일

한국거래소(KRX) 상장일

대표이사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총액

종업원수

1986년 1월 9일

1997년 8월 27일

김윤덕

2,147억원

220억원

7,035억원

464명

1,676

2,004

2,131

2,279

2,40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2016 연평균

성장률 5.1%

[2016 기말 기준] [단위 : 억원]

20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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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Daou History
1986년 설립이래 DBMS 대중화, 인터넷 활성화에 앞장섰으며, 2000년 이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중심의 사업으로 재편한 뒤, 

최근 데이터센터와 그룹웨어,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진출하며 새로운 가치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우기술 설립

1986

넷스케이프 사업

1995

키움증권 설립

2000

가상화 사업
키움증권 IT 아웃소싱 서비스

2005

1987

Informix 사업

1997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2001

SMS 대량 문자서비스

2006

오픈소스 사업

2016

다우 클라우드 서비스

다우오피스(그룹웨어)

2014테라스메일 합병
메일사업 진출

2008

2010

도메인, IDC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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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Daou Business Area
다우기술은 마케팅 메시지 전달을 위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사업,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Cloud사업, 

IT 인프라 Biz Infra SW 사업, IT서비스 사업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비즈니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마케팅의 시작
No.1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Marketing
Communication

SMS문자/인터넷팩스
모바일 상품권

체계적인 비즈니스의 시작
IT인프라부터 협업과 소통까지

Biz Infra

그룹웨어/기업메일
데이터센터

최적화된 IT환경의 시작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Enterpirse
Solution

가상화
데이터관리

간편한 서비스의 시작
모드를 위한 온오프 커머스 솔루션

Commerce

P2P결제
O2O마케팅

안정적인 IT운영의 시작
전문가의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ITO

IT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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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현황DaouKiwoom Group
다우키움그룹은 IT 분야로 시작하여, 온라인 중심의 금융, 컨텐츠,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 하였으며,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다우키움그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IT

Finance

Contents
&

Service

Global
Business



Thank you

비즈뿌리오 고객센터

Tel : 070-8707-1273 

E-mail : bizppurio@dao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