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시징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의 시작, 
가비아 메시징 서비스



메시징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이벤트 알림, 모바일 쿠폰 등의 광고성 메시지와 예약 확인, 

발송 결과 확인 등의 정보성 메시지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및 고객관리 수단입니다.

가비아 메시징 
서비스 유형

장문 (LMS) 2,000바이트 / 텍스트, 한글 1,000자

긴 내용의 홍보, 신상품 안내, 회원 공지 등의 메시지

( 단문 3건 차감 )

단문 (SMS) 90바이트 / 텍스트, 한글 45자

짧고 간단한 공지, 회원, 결제 안내 등의 메시지

( 단문 1건 차감 )

( 단문 10건 차감 )

포토(MMS) 이미지 + 2,000바이트 / 텍스트, 한글 1,000자

QR코드, 기프티콘, 약도 등의 사진이 추가된 메시지



93%의 메시지가 3분 내에 즉시 읽힙니다.

즉시성NO.1

발송한 메시지의 98%가 읽힙니다.

NO.1열람률

모바일 쿠폰은 일반 쿠폰보다 사용률이 10배 높습니다.

NO.1고객반응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가성비NO.1

가비아 메시징
왜 써야 할까요?
저렴한 비용 대비 높은 효과가 입증된 메시징 서비스!

고객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수단으로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다중 통신망으로 잘 발송됩니다.

KT, LG U+ 듀얼 통신망 구성으로 메시지 전송의 부하를 분산합니다.

가비아 메시징 서비스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메시지를 발송해 보세요.

그렇다면 
왜 가비아일까요?

메시지 발송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가비아 메시징은 충전 후 사용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충전 건수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걱정 없이 사용해 보세요.

실시간 관리툴을 제공합니다.

관리툴로 발송 결과 및 통계를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 반복, 엑셀 발송 등 다양한 기능을 경험해 보세요.

발송 방식이 다양합니다.

API, PC전용 앱, 엑셀 대량 발송 등 다양한 발송 방식을 제공합니다.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메시지를 발송해 보세요.

성공 메시지만 차감합니다.

발송 성공한 메시지만 충전 건수에서 차감됩니다.

수신번호 오류 등 실패 건에 대한 비용 걱정 없이 사용해 보세요.



시크릿 가격

가비아 메시징 서비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상담/견적문의

02 - 6948 - 3769

비즈니스솔루션 고객센터

1661- 4370

서비스 이용 절차

자세한 사항 확인은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message.gabia.com

비용
결제

신청서 작성
(ID/PW 생성)

세팅완료 안내
메일 확인

관리 전용
페이지에 로그인

메시지
발송

대량으로 충전하시는 분께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메시징(SM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별화된 가격이 궁금하시면 담당자에게

‘시크릿 가격’을 문의하세요!



누가 필요할까요?

·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 소식을 알려보세요.

· 신규 고객 유입률 상승으로 추가 매출을 기대해 보세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싶은 분

[Web발신]
(광고) [OO투자증권] 6월 첫째 주 주식투자노트
**테크놀로지(0123456)
   - 전일 종가: 8,239원
   - 단기 목표가: 9,200원
   - 중기 목표가: 9,900원
   - 손절가: 8,000원

▶ 투자포인트
    2020년에 ADAS/자율주행시스템의 세계 
    탑재 대수는 8,249만 9,0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

    *본 문자는 마케팅 수신동의 고객에게 발송되었습니다.   
    무료수신거부 0800901111

장문
LMS



·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이벤트를 진행해 보세요.

· 기존 고객을 단골고객으로 만들어 재방문률 및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을 단골로
만들고 싶은 분

[OO영어학원]
OO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여름방학특강 
얼리버드 40% 할인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해당 쿠폰은 6월 31일까지 등록해야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얼리버드를 신청해주신 수강생분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을 지금 바로 누려보세요!!

포토
MMS



실제 사용자 후기를 
들어보세요.

다른 곳은 충전해두고 기간 내에 다 쓰지 못해서 아까웠어요. 

그런데 가비아 메시징은 유효기간이 없어서 처음 싼 가격에 대량 

충전해놓고 두고두고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 B영어학원 ]

모바일 할인쿠폰을 보내니 새로운 고객들이 사이트를 

더 많이 찾아주셨어요. 

메시징 서비스를 처음 써보는데, 관리툴도 쉽고 그래프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고객관리가 편해졌어요. 

[ C쇼핑몰 ]

문자 메시지는 잘 발송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가비아 메시징은 오류 없이 잘 발송될 뿐만 아니라 

성공 건수만 차감하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 

[ A투자증권 ]



가비아 
연혁

1998 

2005 

        

2007  

2009  

2015  

2017 

2018 

가비아 설립

KOSDAQ 상장

KISA 선정, 국내 도메인  신규 등록 1위

KINX(IX망 사업자) 인수

기업 솔루션 하이웍스 오픈

도메인, 그룹웨어, 호스팅 서비스 ISMS 인증 획득

하이웍스, 클라우드 그룹웨어 시장점유율 1위

클라우드 서비스 ISMS 인증 획득

메시징 서비스도
믿을 수 있는 가비아에서!
IT 인프라부터 솔루션까지, 가비아는 20년의 노하우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가비아 
사업 영역

국가 공인

보안관제 전문기업

국내 점유율 1위의

클라우드 그룹웨어

국내 도메인
등록 점유율 1위

KISA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획득

호스팅 품질 보장제로

가동률 100% 추구



비즈니스솔루션 고객센터

1661 - 4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