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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메일러
서비스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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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MAILER

비즈메일러는
따라하면 매출을 쏙쏙 높여주는
이메일마케팅 서비스 입니다

주소록 등록, 본문작성, 발송~ 끝! 정말 만족하시나요?
이메일 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높이기 위해선 세분화된 고객데이터와 목적에 맞는 컨텐츠전달로
고객의 관심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즈메일러는 활발한 브랜드 홍보와 효과적인 고객관리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객여러분의 매출향상에 도움을 드립니다.

비즈메일러 서비스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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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마케팅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메일 마케팅은 구체적인 목적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활발한 기업홍보와 효과적인 고객관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채널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이메일을 사용하며 하루에 1천억 이상의 메일이 오가고 있습니다.

고객 확보율

이메일이 더 성공적입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SNS마케팅의 고객 확보율은
0.17%인 반면 이메일마케팅의 고객확보율은
6.84%로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메일

SNS

이메일이 더 정확합니다

20

이메일 마케팅은 즉각적인 푸쉬알림과 함께
고객 니즈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 더 부담이 적습니다
어떠한 광고보다 고객획득 비용이 합리적입니다.
캠페인 진행 비용 또한 저렴하고, 캠페인 준비기간또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메일

비즈메일러 서비스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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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메일마케팅
잘 하고 계신가요?
컨텐츠 제작과 발송만으로 이메일 마케팅을 잘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활발한 브랜드 홍보와 높은 매출향상을 위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메일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Problem 01
뒤죽박죽 방치된 주소록
이메일을 보낼 구독자가 몇명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구독자가 휴대폰에서 이메일을 오픈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100만원의 매출을 일으킨 구독자도 알 수 있다면?

Problem 02
내용 작성, 메일 발송, 그리고 끝.. ?!
실제로 고객들에게 메일을 발송하기 전에 테스트발송은 해보셨나요?
효과 좋은 이메일 제목을 선정하기 위해 테스트는 해보셨나요?
몇시에 이메일 발송을 하면 오픈율이 좋은지는요?

Problem 03
어려운 이메일 발송결과 분석
고객들에게 이메일 발송한 후 오픈율과 클릭률만 보셨나요?
성과분석은 전문가만 하는것이라고요?

비즈메일러 서비스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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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이메일마케팅
제대로 하셔야죠!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르며, 더 저렴하게 고객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메일마케팅을
지금 놓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제목 입력

그저 따라하면 됩니다

제목 입력

제목 확인

내용 입력

내용 확인

다음

보내기

손쉽게 사용하고 가장 스마트하게 성과를 측정하는
메세징 서비스 입니다.
Step by Step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사용은 무엇 하나 놓치는일 없는
캠페인 진행을 가능케 합니다.
다음

한눈에 보는 결과리포트
특허등록된 ClickInsight™ 기술을 통해 각 컨텐츠별 회원반응을
조회할 수 있으며 최대 15일까지 오픈, 클릭 수치부터 매출성과분석 및
실패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5 Click (25.3%)

639 Click (53.1%)

371 Click (19.7%)

중복

A

스마트한 주소록 관리
중복된 구독자를 걸러내고, 오타로 인한 도메인 형식검사를 모두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이 모든것들이 단계별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비즈메일러 서비스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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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마케팅의 진화를
경험해보세요
국내에서 가장 진보된 A/B캠페인과 이메일 발송마다 자동으로 수집되는
구독자별 데이터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보세요.

메일발송 황금시간대! 출근시간 VS 퇴근시간?
가장 진보된 A/B 메일 발송을 경험해보세요.
주소록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이름, 내용,
발송시간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의 발송으로 두가지의 내용을 직접 비교하여
더 나은 시나리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A

발송시간 : 08:30
출근하며 즐기는 견과류 할인행사

B

발송시간 : 18:30
즐거운 퇴근시간! 즐거운 쇼핑!

가입완료?! 환영메일 자동 발송!
비즈메일러의 자동메일은 정액요금 사용시 무료로 제공됩니다.
메일이 발송될 페이지에 스크립트를 삽입 후 비즈메일러에서
설정 몇가지만 해주세요. 이메일과 SMS, 구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직접 내용을 작성하는 수고로움을 덜어내세요.

가입완료
.html

VIP고객에겐 VIP메일을..
100만원 이상 구매한 VIP고객에게만
메일을 발송하고 싶진 않으세요?
매출성과분석을 사용하여 수집된 구독자별 데이터로
이메일 캠페인을 진행하세요.

비즈메일러 서비스 소개서

가입환영
이메일 발송

이메일주소
customer01@nav...
구매금액
750,000원 이상
VIP회원에게
메일 발송

누적 구매금액
1,000,000원
구매 횟수
15회

이메일마케팅
비즈메일러는 필수입니다
주요기능 01. 구독자 세그먼트
비즈메일러는 로그분석기 수준의 다채로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주요기능 02. A/B 캠페인
구독자를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내용으로 캠페인을 진행해보세요.

주요기능 03. 프리뷰 메시지
이메일 리스트상에서 보여지는 메시지에 따라 이메일 오픈&클릭 성과는 달라집니다.

주요기능 04. 결과 리포트
결과 리포트에서 중요한 지표들을 KPI형태로 확인하고 오픈율과 클릭률을 모바일과 PC로 구분하여 확인해보세요.

주요기능 05. 매출 성과분석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메일에 노출한 상품을 클릭하여 얼마만큼의 매출이 발생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주요기능 06. 자동 중복제거, 형식검사
중복된 구독자와 형식에 맞지 않는 구독자를 미리미리 제거하여 보다 정밀한 타게팅과 함께 중복 과금을 방지하세요.

주요기능 07. Step by Step Easy UI
모든 서비스는 사용하기 쉬워야 합니다. 비즈메일러는 그저 따라하면 됩니다.

주요기능 08. 자동발송
운영중인 웹사이트에 회원이 가입할때마다 일일이 메일을 보내실 작정이신가요?

주요기능 09. DB연동 주소록
회원 DB가 존재하는 웹사이트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비즈메일러와의 연동을 통하여 자동으로 주소록 관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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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메일러 주요기능 01

구독자 세그먼트
비즈메일러는 빅데이터 수준의 다채로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고객사에서는 구독자의 정보가 많을수록 보다 정밀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송
통수

PC
오픈
여성

오픈율

오후
오픈

클릭률

모바일
오픈

서울

자동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구독자별 입력 가능한 메모

오픈디바이스, 오픈시간대, 오픈 지역, 재오픈여부, 클릭률,
오픈율등 구독자별로 모든 데이터를 이메일 캠페인을
진행할 때 마다를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구독자별로 다섯개씩 메모를 입력하고, 이를 세그먼트로 활용하여
정밀한 이메일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즈메일러 서비스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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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메일러 주요기능 02

A/B 캠페인
구독자를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내용으로 캠페인을 진행해보세요.
A그룹은 모바일 사용자, B그룹은 PC사용자. 아니면 오전 오픈과 오후 오픈.
비즈메일러에서 지원하는 모든 구독자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 :

A

키덜트는 다 모여라! 피규어, 드론 등 50% 할인행사!
오전 8시 발송

메모1 : 남성

제목 :

B

10대와 같은 꿀피부! 수분크림 50% 할인!
오후 7시 발송

메모1 : 여성

모든 데이터를 활용

비율과 세그먼트

A/B 로 나누는 제목과 내용

비즈메일러의 A/B캠페인은
오픈율, 클릭률, 도메인정보, 오픈디바이스,
메모 1, 2, 3, 4, 5 등 비즈메일러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그룹과 B그룹을 비율로 나눌 수 있고,
세그먼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캠페인 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그룹과 B그룹으로 제목과 내용을 달리하여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뿐만 아니라 발송시간,
프리뷰메시지, 보내는사람, 수신동의문구등
이메일 발송에 필요한 모든것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즈메일러 서비스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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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메일러 주요기능 03

프리뷰 메시지
이메일 리스트상에서 보여지는 메시지에 따라 이메일 오픈&클릭 성과는 달라집니다.
이메일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메일 리스트에서만 보이는 비즈메일러의 프리뷰 메시지 기능을 활용하여
오픈율을 극대화 하세요.

프리뷰 메시지를 활용하여
이메일 오픈율을 높여보세요
비즈스프링

15:05

비즈메일러 세미나 안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메일을 확인해주세요!

비즈스프링

구독자들이 이메일을 받아보았을때 수신동의문구나
HTML 태그부터 보인다면 과연 이메일을 오픈 할까요?
이메일 내용이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거나,
HTML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이메일 리스트상에서
원치않은 내용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15:05

비즈메일러 세미나 안내
메일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수신거부]를 클릭해주세
요.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프리뷰 메시지 적용 예
제목 아랫부분에 표시되는
축약된 본문 내용을 잘 넣어준다면

비즈스프링

15:05

(광고) 아이패드 파격 50%할인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아이패드를 쏩니다! 참여하세요!

비즈스프링

프리뷰 메시지 미적용 예
15:05

(광고) 아이패드 파격 50%할인
<p><img alt=”안녕하세요. xxx고객님 항상 xxx을
아껴주시는 고객님께....

비즈메일러 서비스 소개서

이메일 마케팅의 성과가 좋아집니다.

이메일 내용이 이미지로만 되어있거나,
이메일 리스트상에서 보여지기에 부적절한
내용으로 시작한다면 이메일이 읽혀질
가능성이 하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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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메일러 주요기능 04

결과 리포트
결과 리포트에서 중요한 지표들을 KPI형태로 확인하고 오픈율과 클릭률을 모바일과 PC로 구분하여 확인해보세요.
일자별 성과와 도메인별 성과는 물론 가장 많은 클릭까지 볼 수 있어 다음 이메일 캠페인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425 Click (25.3%)

371 Click (19.7%)

759 Click (42.5%)

55 Click (6.8%)

KPI형태의 중요 지표들

눈으로 보는 저작물 분석

로그분석기 수준의 리포트

실 발송통 수, 성공, 거부, 오픈, 클릭등의
지표들이 KPI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지표들은 CSV형태로도 제공됩니다.

특허등록된 ClickInsignt™기술을 통해
Visual하게 각 컨텐츠별 회원반응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PC로 데이터를 구분되고,
도메인별 성과와 링크별 조회수가 제공됩니다.
최대 15일까지 확인이 가능한 오픈,클릭과
매출 성과분석, 실패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즈메일러 서비스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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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메일러 주요기능 05

매출 성과분석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어떤 회원이 이메일에 노출한 상품을 클릭하여 얼마만큼의 매출을 일으켰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100만원 이상 구매한 VIP고객에게만 메일을 발송하고 싶진 않으세요?

이메일주소

: customer01@nav...

메일발송

누적 구매금액 : 1,000,000원
구매 횟수

: 15회

이메일주소

: customer02@han...

누적 구매금액 : 800,000원

구매금액 750,000원 이상
회원에게 메일 발송

구매 횟수

: 9회

이메일주소

: customer03@gma...

메일발송

누적 구매금액 : 700,000원
구매 횟수

: 8회

이메일주소

: customer04@me...

누적 구매금액 : 30,000원
구매 횟수

: 1회

한개의 스크립트

구독자별 데이터

캠페인별 매출 총액

주문 완료 페이지 </body>태그 바로 위에
스크립트를 넣어주세요.
이메일 캠페인을 진행할 때 해당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구매전환 캠페인을 진행하시고 어떠한
구독자가 얼마만큼의 매출을 일으켰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데이터는 구독자마다 누적됩니다.

이번에 진행한 캠페인의 성과는
얼마일까요? 매출 총액과 주문 횟수당
평균 매출액, 구매까지 걸린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즈메일러 서비스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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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중복제거, 형식검사
주소록의 꾸준한 관리는 이메일 마케팅 캠페인의 고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중복된 구독자와 형식에 맞지 않는 구독자를 미리미리 제거하여 보다 정밀한 타게팅과 함께 중복 과금을 방지하세요

자

구독

중복

중복구독

자

자

중복구독

F

H
류

형식오

*

구독자

구독자

구독자

구독자

구독자

A

B

C

D

E

구독자

구독자

구독자

구독자

구독자

F

G

H

I

J

C

형식오류

%

삭제는 그만!

모든것이 자동

캠페인 비용 감소

비즈메일러는 중복된 구독자와 형식오류
구독자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발신불가 리스트로 구분하여 별도로
저장합니다. 발신불가 리스트로 등록되면
이메일 캠페인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그동안 수만명의 구독자를 등록하면서
누가 중복이 되었는지, 누가 이메일형식이
틀렸는지 일일이 엑셀파일을 뒤졌다면,
이젠 그럴필요 없습니다.
비즈메일러는 모두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중복된 구독자를 캠페인 대상에서 제외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보다 정밀한 성과측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캠페인 진행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비즈메일러는 더이상 중복된
구독자에게 중복으로 이메일과 SMS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비즈메일러 서비스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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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by Step Easy UI
모든 서비스는 사용하기 쉬워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최고의 기술로 좋은 기능을 제공한다 한들 사용하기 어렵다면 그림의 떡 이겠죠.
A/B캠페인이나 자동메일, 결과 리포트 등 비즈메일러에서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기능들을 가장 편리하게 사용해보세요.
그저 따라하면 됩니다.

제목 입력

다음

제목 입력

제목 확인

내용 입력

내용 확인

다음

보내기

클릭 클릭 클릭

아이패드 대응

인페이지 도움말

비즈메일러에서 안내하는 대로 클릭클릭!
어느새 발송입니다.
가장 손쉽게 이메일과 SMS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비즈메일러의 화면은 PC뿐만 아니라
아이패드에서도 원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캠페인을 진행해야 하는데 외부에
있다면 아이패드를 꺼내드세요.
PC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아무리 쉽다 한들 처음 사용하는
사람에게까지 쉬울리 없습니다.
어려운 기능이 있는곳마다 적재적소에
도움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을 받으세요.

비즈메일러 서비스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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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발송
운영중인 웹사이트에 회원이 가입할때마다 일일이 메일을 보내실 작정이신가요?
상담신청을 받으시고 감사메일은요? 자동발송으로 등록해두세요.
비즈메일러에서 알아서 발송합니다.

가입완료.html

주문완료.html

상담신청.html

이벤트참여.html

등록확인.html

<script>
자동메일 스크립트
</script>
</body>

<script>
자동메일 스크립트
</script>
</body>

<script>
자동메일 스크립트
</script>
</body>

<script>
자동메일 스크립트
</script>
</body>

<script>
자동메일 스크립트
</script>
</body>

가입환영
이메일 발송

주문확인
이메일 발송

상담내용
이메일 발송

이벤트참여
SMS 발송

등록내용
SMS 발송

쉬운 설정

실시간 발송

이메일과 SMS

페이지 </body>태그 바로 위에
스크립트를 넣어주세요.
고객이 해당 페이지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고객이 주문완료 페이지로 접근하는 순간
미리 설정된 값(제목, 내용, 보내는사람)
으로 이메일 혹은 SMS를 발송합니다.

비즈메일러의 자동발송은 이메일과 SMS
모두 지원합니다.
목적에 맞는 형태를 선정하세요.

비즈메일러 서비스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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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연동 주소록
회원 DB가 존재하는 웹사이트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비즈메일러와의 연동을 통하여 자동으로 주소록 관리가 됩니다.
웹사이트에서 db를 내려받아 비즈메일러로 다시 업로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로 제공됩니다.

http://www.....

연동

무료

간편한 관리

비즈메일러에서는 1개 DB연동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부담없이 사용하세요.

이미 회원DB가 존재하는 웹사이트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회원들을
굳이 비즈메일러로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튼 하나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비즈메일러 서비스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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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부터 시작하는 메세징 서비스로
이메일마케팅의 퍼포먼스를 높이세요.
월정액제
월 이용료

구독자 수

일 발송량

한달 발송 가능량

10,000원

1~1,000명

1,000통

30,000통

20,000원

1,001~3,000명

3,000통

90,000통

30,000원

3,001~5,000명

5,000통

150,000통

50,000원

5,001~10,000명

10,000통

300,000통

90,000원

10,001~20,000명

20,000통

600,000통

고객지원문의

20,001이상

캐쉬 충전제

특별 할인

3개월 (5% DC)
6개월 (15% DC)
12개월 (30% DC)

문자이용권

이메일

SMS

LMS

MMS

자동SMS

10만원이용권

30만원 이용권

50만원 이용권

1원

15원

55원

250원

15원

통당 14원

통당 13원

통당 12원

대량메일 월정액 요금제로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세요

1원으로 업계 최고의 발송
기술력과 안정성을 경험해보세요

나에게 맞는 요금은
무엇일까요?

자동메일, DB연동 주소록, A/B캠페인등
비즈메일러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이
월정액 요금에 포함됩니다.

구독자가 얼마 없거나, 월 발송량이
많지 않으시다면 캐쉬 충전제를
이용해보세요.

업계 최저가로 제공되는 비즈메일러와
함께 이메일 마케팅의 극대화를
노려보세요.

국내 최저가격 1원으로 비즈메일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만큼 충전하시고
원하시는만큼 사용하세요.

별도 협의가 필요하시거나, 요금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비즈메일러의 상담 전문가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메일러 서비스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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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메일러는
따라하면 매출을 쏙쏙 높여주는
이메일마케팅 서비스 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무료충전 3만통 받는 연락처
박소담 매니저
02-6919-5508 / cs@bizmailer.co.kr
김주형 팀장
02-6919-5506 / yuhancom@bizsp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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