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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SMTNT는 국내 문자발송 서비스 1세대로 2000년대 초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메시지 관련 우월한 기술력 및 특허보유로 2020년 현재 1만 5천여 이상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주식회사 에스엠티엔티

대표이사

김문식

설립일

2002년 05월 01일

사업자 등록번호

212-81-75893

대표 전화

1566. 6639

FAX

02. 477. 9035

주소

서울 강동구 성내로 36 예원빌딩 6층

Homepage

www.smtnt.com

주요사업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
- SMS, LMS, MMS, 알림톡, 친구톡, MO
- 문자발송 시스템 구축 및 개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안드로이드,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웹 서비스
- 기업용 홈페이지 및 문자발송 사이트 구축

회사소개
기본 위에 가치를 더하여 배가시키는 회사, 열정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곳은 SMTNT입니다.
통신 19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구보다 먼저 고객을 찾아가서 SMTNT의 상품에 가치를 입히겠습니다. 수많은 고객과의 약속이 저희의 원동력임을 알고 있기에,
지금처럼 신뢰받을 수 있는 SMTNT가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Passion+1

SMTNT는 One-Shot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국내최초(발송 전 필터링 서비스) 국내최고(동시 발송건수 540만건)의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파일샷과 애드샷을
개발하여 고객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위에 열정을 플러스 하겠다는 다짐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Fulfillment

SMTNT의 임직원은 회사의 발전이 우리 모두의 발전이라 생각하고 서비스의 개선과 고객의 편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직원의 만족이 고객을 만족 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기에 워라벨 문화를 정착시키고 고객과 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회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Creative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구성원 모두가 대표가 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창의적인 구성원으로 사랑 받는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행실적
SMTNT는 기업형 문자발송 전문기업입니다. 창립 후 18년 동안 관련 기술 및 솔루션을 개발하여 공공 및 민간 기업에 공급해 왔으며
고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파트너로써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0
현재

2019

1

국립현대미술관 문자서비스 공급계약

2

일동제약 문자서비스 공급계약

6

LG디스플레이 문자서비스 공급계약

8

삼성화재 문자서비스 공급계약

1 NICE평가정보 문자서비스 공급계약

2017

1 유니메드 제약 CRM / 홈페이지 개발 수주
6 오렌지팩토리 메세지 서비스 공급계약
SG데이타 서비스 공급계약

8 대한정혁외과학회 서비스 공급계약

2016

4 OKPOS 서비스 공급계약

3 나노아이티 문자서비스 업무 제휴

10 네투시스 서비스 공급계약

5 NICE신용정보 문자서비스 공급계약

11 옐로모바일 서비스 공급계약

세종텔레콤 제휴

8 현대HCN 문자서비스 업무 제휴

2018

2 BHC 서비스 공급계약
3 KT클립 서비스 공급계약
4 푸드테크 서비스 공급계약
기프트퀸 홈페이지 개발 수주

2015

1 아마노 코리아 주차관리 시스템 메시징 서비스 제공
3 인포셋 도서관 프로그램 SMS서비스 연동 착수
5 씽크엔젤 홈페이지 (여행사 500여개) 메시징 서비스 공급 계약 체결
8 日本 NTT Dcomo / KDDI AU / SoftBank 통신 3사 서비스 업데이트

수행실적

2014

1 ECO도서관(약 500관) SMS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3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서비스 메시징 서비스 오픈
5 지란지교 소프트(약 7,000개 학교) SMS서비스 계약 체결

2011

3 국세청 무선전화 시스템 개발
본(IF) 본죽 솔루션 개발 납품

5 ㈜엔씨소프트 솔루션 개발 공급
6 日本 최대통신사 NTT docomo alliance 관련 협정
7 한미약품 솔루션 개발 공급
12 한화손해보험 양방향 MMS MO 서비스 제공

2013

1 도로교통공단 산하 tbn 한국교통방송 전국 9개지역 방송국
#mo솔루션 제공

5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서비스업
해외진출 선도 육성사업 기업 선정

2012

4 휴대폰 결재 시스템(Mobi1e 119) 전국 영업망 구축
국민은행 양방향 서비스 개발공급

8

서울시청 양방향 서비스 개발 공급

9

신세계인터네셔널 MMS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 양방향 MO 서비스 개발 공급

주요기업
SMTNT는 서비스 1세대로 2000년대 초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우월한 기술력 및 특허 보유로 2020년 현재 1만 5천여 이상 고객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안 서비스 소개 (1)

문자메시지 서비스 SMS, LMS, MMS Service

기업의 시스템 환경과 상관없이 고객이나 직원에게 보내고자 하는 문자메시지를
빠르고 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대량 발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초당 1,500건, 시간당 540만 건 이상 전송 가능한 국내 최대 동시 전송량

•

텍스트, 이미지 ,Audio, Video등 다양한 전송형태 지원

•

해킹방지 기술 도입 및 보안솔루션 제공

•

설치가 간편하고 설치 후 즉시 실제 전송 가능한 클라이언트 패키지 무료 제공

•

발송정보, 일월통계, 요금정보 등 조회 가능한 사이트 운영

•

모듈설치가 가능한 기업과 시스템 미보유 기업, 자체 전송 시스템 기업 등 기업
환경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 클라이언트, API 등]

•

누구나 편리하게 대량 SMS를 발송할 수 있도록 엑셀을 이용하는 전송 프로그램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충실한 웹 전송 페이지 제공

제안 서비스 소개 (2)

카카오톡을 통해 알림톡 (정보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입니다.

카카오 비즈메시지 서비스

*카카오톡 채널이란? 카카오톡 기업용(비즈니스 전용) 아이디

알림톡 (정보성 메세지)
별도의 친구 추가 없이 정보성 메세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정보성 메시지 카테고리
•

주문 / 예약 안내

•

결제 / 계좌 정보

•

배송 정보

•

멤버쉽 정보

1

웹 URL 링크버튼

2

플러스친구 / 옐로아이디 , 친구추가 버튼

3

알림톡 차단 버튼

4

알림톡 배너

5

카카오 인증마크

구분

알림톡

서비스 형태

전화번호 기반 메시지 push

텍스트 길이

한/영 구분 없이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웹 url 링크 지원

카카오톡 in app 브라우저 지원

카카오 인증마크

부착
• 카카오톡 비즈니스 메시지 관리도구로 마케팅 활용 가능

특이사항

(1:1채팅, 자동응답기능, 단체 push 메시지 등)
• 정보형 비즈 메시지에 국한
• 승인된 템플릿 기반으로 발송내용 필터링

시스템구성도

발송 시스템 이중화 구성

1,000 TPS 이상의 발송 속도
장애 모니터링 및 알림 시스템

발송정보 외부유출 사전 차단
외부침입 사전차단/네트워크 보안

보안관제 시스템 상시 운영
시스템/서비스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다양한 기술지원 Know-How

전용프로그램 소개

업체별 로고와 이미지를 적용한 무상 스킨 제공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송 가능한 아이프레임 방식 연동과 시스템 자동 발송을 위한 전송방식을 제공합니다.

전용프로그램

로그인하면 상단로고, 발송 메인 화면 등 모든 디자인을 고객사에 요구에 맞춰 변경 가능합니다.
중간 관리자 계정을 통하여 사용자 설정 등 모든 서비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추가 마케팅 솔루션 소개

양방향 MO서비스

SMS로 참여 가능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로 문자전송, 모바일 설문조사, 모바일 쿠폰 등 다양한 SMTNT의 서비스와 연동하여 이벤트,
프로모션, 위치안내, 마케팅조사, CS/AS 등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구성도

MO서비스 특징
모바일투표
사내 이벤트 및 고객에게
투표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 집계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설문
고객서비스의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고객참여 이벤트
고객 참여 유도형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CS / AS 등 고객센터 대응
메시지를 통한 질의 예약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업체

파일샷 서비스

파일샷

텍스트에 모바일 웹을 결합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카탈로그 등 문자(Office, PDF, 한글, JPG 등)를 첨부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서비스 특징

•
•
•

파일을 첨부하여 모바일 웹(URL)로 변환하여 메시지로 제공
메시지에 모바일 웹(URL)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 전달 가능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PDF, JPG 등 다양한 파일형식 지원

① 원샷문자 홈페이지

② 애드샷으로 템플릿 만들기

③ 문자 예시화면

④ 파일샷 예시화면

파일샷 서비스

파일샷 모바일 버전 & 서비스 예시

① 모바일 버전 - 파일샷

② 모바일 버전 - 문자보내기

③ 문자 예시화면

④ 링크주소 클릭(이동시) 첨부파일 화면

애드샷 서비스

애드샷

가격정보, 할인행사정보, 지점소개 등 다양하게 활용가능한 최적화된 모바일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URL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업홍보, 비용절감에 효과적인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특징

* 상품 분류 기능으로 편리한 상품 및 가격관리 등에 효과적인 서비스
* LMS 및 MMS(IMAGE) 대신 SMS 링크(URL)로 발송하여 비용절감 효과
* 상품 이미지 사용으로 텍스트만 있을때에 비해 정보 전달력 향상

① 원샷문자 홈페이지

② 애드샷으로 템플릿 만들기

③ 문자 예시화면

④ 애드샷 예시화면

파일샷, 애드샷

활용사례

파일샷, 애드샷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홍보&마케팅 자료를 URL로 변환하여 문자 발송이 가능합니다.

애드샷 예시

파일샷 예시

① 문자 예시화면

② 링크주소 클릭(이동시) 첨부파일 화면

③ 문자 예시화면

④ 링크주소 클릭(이동시) 첨부파일 화면

원샷 문자 광고사례
문자업계 최초 CF 광고 (MBC, 연합뉴스)

TV CF 남자편 / 여자편

유튜브 남자편 / 여자편

MBC, 연합뉴스 캡쳐본

T 1566. 6639

F 02. 477. 9035

E master@smtnt.com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6 예원빌딩 6F
(Seongnae – dong 550 – 2, Yeone B/D, 6th Floor)
36, Seongnae – ro, Gangdong – g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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