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톡 발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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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톡은 내용을 임의로 입력
하여 발송 할 수 있지만 수신인이
내 카카오채널에 친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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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톡 발송 방법

친구톡은 내 플러스친구 아이디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게만 발송 가능 하며,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수신인에게는 발송 시 선택에 의하여 문자 메시지로 대치 발송되게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친구톡은 메세지미에 카카오채널(구:플러스친구)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송이 가능
합니다.
만일 카카오채널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카카오톡>-<카카오톡채널관리> 메뉴에서
비즈니스 인증까지 완료한 카카오톡채널을 먼저 등록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 채널의 선택 과 메시지 내용의 입력
카카오 친구톡은 알림톡과 달리 문자 메시지 처럼 내용을 자유롭게 (광고 문구도 가능) 입력하여
발송 할 수 있습니다.
① 등록되어 있는 카카오채널이 여러 개 있다면 먼저 카카오 채널을 선택 합니다.
• 수신인 번호 지정
친구톡은 문자 메시지 발송과 유사 합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신인들의 휴대폰
번호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② 휴대폰번호 수기지정 : 수신인이 많지 않은 경우 이곳에서 수기로 수신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 합니다.
③ 주소록에서 성명 검색 :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수신인 이라면 성명으로 검색하여
수신인으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④ 외부에서 불러오기 : 엑셀 파일 또는 복사하여 붙여 넣기의 방법으로 수신인의 번호들을 일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⑤ 등록되어 있는 주소록을 선택 하여 지정 합니다.

• 기타 설정
⑥ 문자 메시지와 달리 카카오 친구톡은 발송 시 하단에 링크가 포함된 버튼을 생성하여 발송
할 수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 가기..) 버튼 이름과 URL을 입력 하면 메시지와 함께 발송
되게 됩니다.
⑦ MMS 문자 처럼 친구톡도 이미지를 첨부 하여 발송 할 수 있으며, 이때 “친구톡 이미지”
발송 비용이 소요 되게 됩니다. 이미지는 한 장만 첨부가 가능 하며 500 K Byte를 넘을 수
없습니다.
⑧ 임시 보관은 현재 작성중인 내용과 수신인 리스트를 임시로 보관 하거나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⑨ 친구톡 실패 시 문자 대치 발송 : 수신인이 친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내 플러스 친구의 메시지를 수신 거부 한 경우 문자 메시지로 자동
대치 발송 할 지의 여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대치 발송 되는 경우 문자 길이와 이미지의
첨부 여부에 따라 해당 문자 종류의 비용이 사용 됩니다.
(참고) 대치 발송 선택 시 문자 메시지로 대치 되어 발송이 되는 데 필요한 비용 만큼이 충전
되어 있어야 하며,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문자 발신 번호를 선택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