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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팩스 제안서
제안 개요

• 최근 무선기술과 CRM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개인과 기업들에게 새로운 서비스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고객들과 영업 사원들에게 각종 제안, 트랜잭션 정보, 

BI(Business Intelligence)를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FAX / SMS 서비스는 신속성과

편의성 때문에 고객관리와 더불어 공지,이벤트,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업자 및 기업,단체에서 활용 중입니다.

• 소호사무실 (개인, 영세사업자로 이동이 잦은 업체)

• 쇼핑몰 (백화점,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 대리점 등) 

• 일반 기업 (유통, B2E 서비스 제공사 등 우선)

• 도,소매업체 (주문서,견적서 발송업무)

• 기타 팩스 수발신이 필요한 모든 단체나 개인

ENFAX는 팩스기계 없이 인터넷으로 팩스를 주고 받는 웹팩스 서비스 입니다. 
(ENFAX를 통해 팩스 유지/관리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경험해 보세요)

서비스 배경01

서비스 대상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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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팩스 제안서
제안 배경

“FAX 이용 환경의 변화”

기계팩스 / DM 등기존환경

INTERNET FAX 의 발전 변화된 환경
고 객기 업

[ 인터넷을 통한 FAX 이용 ]

“저렴한 비용의 효과적인 업무용 팩스”

웹 통합 서비스

최근 웹을 기반으로 팩스이용
환경이 진화 및 통합되고 있
으며, 더욱 강력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무장한 인터넷
팩스는 고객의 요구와 맞물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소 제약 없는 팩스

엔팩스는 단순히 사무실에서

팩스를 보내고 받는 서비스를

벗어나, 장소 제약 없이 팩스

를 주고받을 수 있는 등 고객

요구에 따라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매체의 진화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발전
속에 FAX 전달 수단이 과거
물리적인 기계의 의존성을 탈
피하여 웹, 스마트폰 등의 새
로운 수단 및 환경으로 변화
해 가고 있습니다.

고객요구의 다양화

이용자들은 기존의 번거롭고
단순한 기능의 팩스 서비스에
서 탈피하여, 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시스템 및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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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팩스 제안서
인터넷 팩스 소개 : 인터넷 팩스 소개

인터넷팩스는 팩스기계 없이 인터넷으로 팩스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팩스기계가 필요 없어 종이나 토너 등 팩스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팩스업무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 업무효율을 높여줍니다.

팩스기기와 전화선 없이 웹에서 팩스를 수신하므로 외근 및 해외출장 등 외부에서도 중요한 팩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 지원)

또한 '통화중' 없이 대량수신은 물론, 일반 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개인 팩스번호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팩스 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에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웹에서 팩스를 보관하므로 중요한 팩스를 분실할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필요한 문서만 인쇄가 가능하고 이메일로 전달이 가능해 팩스문서 관리에 편리합니다.

팩스문서를 분실할 염려가 없습니다.

최초 팩스기기 구매 및 설치가 필요 없으며, 스팸팩스가 수신된 경우 웹에서 바로 삭제하고 꼭 필요한 문서만 출력할 수 있으므로

인쇄용지 및 토너비용 등 팩스유지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

팩스용지, 토너비용 등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광고 팩스가 수신된 경우 선택한 후 ‘스팸신고'를 클릭하여 수신거부 리스트에 등록하여 다시 수신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팸신고된 팩스는 수신장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스팸관리가 가능합니다. 

수신거부 기능으로 불필요한 팩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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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팩스 제안서
인터넷 팩스 소개 : 인터넷 팩스 장점

인터넷팩스의 장점

대량 전송이 편리하여 팩스 전송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 엑셀 주소록을 이용한 대량 동보발송 및 주소록 관리 가능! ]

팩스 관리 비용 발생

적절한
고객관리 시스템 부재

대량 전송 시
많은 시간과 노력필요

전송 후
관리시스템 부재

웹을 이용한
편리한 팩스이용

(종이,토너,기계유지비 없음)

주소록을 이용한
편리한 고객관리

한번 발송으로
동보 및 대량전송 가능

전송 후 상세결과
확인 가능

[ 인터넷팩스 ]

[ 기계 팩스 ] [ 인터넷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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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팩스 제안서
인터넷 팩스 가격절감 효과

비용절감 효과

[ 월 56,200원 비용절감 효과! ]

“팩스기 구매대신 엔팩스 이용 시 5배나 경제적”

구분 엔팩스 이용시 기존팩스 이용시

팩스기기 구입 없음 400,000원

팩스번호 유지(2년)
216,000원
엔팩스 기본료 : 월 9,000원

204,800원
기본료 월 5,200원 + 보증금 80,000원

토너비용 없음 900,000원 (37,500원 x 24개월)

용지비용
36,000원
*필요한 문서만 출력 (1,500원x24개월)

96,000원
*1일 10장 수신기준 (4,000원x24개월)

기타 *국제팩스 이용 시 70%까지 발송요금 할인
*기기 고장 시 A/S비용 추가
*팩스 전송시에도 출력을 위한 용지,토너소모

합계 252,000원 (10,500원/월) 1,600,800원 (66,7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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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팩스 제안서
엔팩스 소개: 엔팩스 서비스 개요

엔팩스 사이트 URL: http://www.enfax.co.kr/ (인터넷으로 팩스 수/발신, 대량팩스/문자 발송 가능)

주요 서비스 : 팩스(FAX),문자(SMS),멀티문자(MMS) 및 부가서비스

회원수 : 900,000명 (2021년 기준)

일일 방문자 수 : 약 40,000명/일

페이지 뷰 : 약 450,000/일 (p/v)

동종업계순위: 1위(랭키닷컴)

엔팩스를 통해 팩스기계 없이 인터넷으로 팩스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팩스 및 문자메시지 대량 동시 발송이
가능합니다.  (팩스 수신번호 신청 시 최대 5개월의 무료사용기간을 통해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팩스를 발송하고 이메일처럼 쉽게 받은 팩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문서만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실시간 알림을 통해 팩스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팩스 1위 엔팩스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경험해 보세요!

도/소매업 : 주문서,견적서,발주서 등 기업 : 팩스업무가 필요한 모든 기업체
무역업체 : 해외 231개국에 무역관련 서류 및 자료 발신/수신 물류업체 : 물류 관련 자료 발신/수신활용사례

동종업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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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Title 입력엔팩스 제안서
엔팩스 소개: 엔팩스 시스템 구성

ENFAX SMS/MMS 시스템 구성도

User

SMS/MMS

Server

INTERNET

Component

SMS Gateway

SMS/MMSComm. Tower

Comm. Tower

Comm. Tower

통신3사 직접연결

SMS/MMS

SMS/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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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팩스 제안서
엔팩스 소개: 엔팩스 시스템 구성

ENFAX FAX 시스템 구성도

User

INTERNET

Component

FAX Agent

TIFF Server

E
th

e
rn

e
t

FAX

FAX

FAX
Serv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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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기 없이 신청이 가능하여 초기비용이 전혀 필요 없으며, 스팸팩스는

웹에서 바로 삭제가 가능하고 중요한 팩스만 인쇄할 수 있으므로 용지비

용 및 토너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국제팩스 전송 시 요금이 최대 70%까지 저렴하며, 발송 시 성공 건만 과

금되므로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엔팩스 제안서
엔팩스 소개: 엔팩스 서비스 특징

엔팩스 서비스 특징

팩스수신번호 제공

팩스비용 대폭절감

• 수신상품을 신청하시면 매월 저렴한 요금으로 팩스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개월 무료체험기간 제공)

• 기존팩스번호를 엔팩스의 수신팩스번호로 연결하시면 팩스를 웹으

로 받아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외근이나 출장 중에도 어디

서나 손쉽게 팩스확인이 가능합니다.

• 팩스 수신 시 SMS알림, 이메일전송, PC알리미 등의 부가기능이 제공되어

중요한 팩스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며, 

• 이동 시에도 팩스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합

니다. (아이폰 , 안드로이드 제공)

• 또한 워드/엑셀에서 팩스보내기 , PC스캐너를 이용한 팩스보내기 등 팩스

발송업무에도 편의기능을 제공합니다.

웹에서 팩스 보관

편리한 부가서비스

• 웹에서 팩스를 보관하므로 중요한 팩스를 분실할 염려가 없으며, 필요

한 경우 언제든지 인쇄가 가능합니다.

• PC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로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어 팩스관리와 재사용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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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팩스 제안서
엔팩스 소개: 엔팩스 서비스 특징

스마트폰으로 수신팩스 확인 뿐 아니라 사진/문서 팩스발송도 가능합니다.

웹 엔팩스 아이디와 연동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외근 및 출장 시에도 업무가 가능합니다.

엔팩스 무료 부가서비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PC에 수신알리미를 설치하면, 팩스가 수신되었을 경우 PC 화면으로 알림 공지를 띄워주며,

자동로그인 기능을 통해 매번 로그인 하는 번거로움 없이 엔팩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신알리미 클라이언트

엔팩스에서는 광고팩스 발송 시 080 수신거부번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수신자가 080번호로 수신거부번호를 등록 시 이후 발송되는 광고팩스는 자동 차단됩니다.

080 수신거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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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팩스 제안서
엔팩스 소개: 엔팩스 서비스 특징

[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인터넷팩스 업계 1위만의 각종 기관 인증마크 획득 !  ]

‘인터넷팩스’ 분야 랭키 1위

랭키닷컴 인증마크 획득 !

3중 보안시스템을 통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마크획득 !

한국 인터넷 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코스피 상장업체

SSL 보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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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팩스 제안서
엔팩스 소개: 엔팩스 서비스 특징

엔팩스 기대효과

ENFAX
사용시

기대효과

팩스기기 구매비용을 절감.

종이, 토너 등 유지비용이 대폭 절감.

팩스발송 시 성공건만 과금되므로 합리

이며 국제팩스의 경우 최대 70%까지 저렴.

파격적인 비용절감 효과

팩스기 설치비용 및 공간이 필요 없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 어디서든지 사용가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동 중에도

팩스업무가 가능.

웹 기반 서비스

그룹별 주소록 관리를 통해 팩스 업무가

훨씬 간편해 짐.

그룹을 만들면 편리하게 그룹별 전송이 가능.

상세한 전송결과를 실시간 제공.

주소록 , 전송결과 제공

팩스문서를 웹에서 저장함으로 관리가 용이

팩스보관함 , 임시보관함 , 장기보관함)

스팸설정으로 필요없는 팩스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수신료 발생 방지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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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팩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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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AX 메인화면 ENFAX 팩스 발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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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팩스 제안서
엔팩스 소개: 엔팩스 서비스 특징

ENFAX 어플 팩스발송 화면ENFAX 어플 메인화면



Thank you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디지털벨리로 81 다우디지털스퀘어 6층

담당자: 김지수 대리(TEL: 070-8707-1224)

㈜다우기술 엔팩스(www.enfax.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