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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수신(MO) 이벤트



1-1.  SK Telecom

•매장에서 인증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참여 하는 이벤트



1-2.  충남 도청 이벤트 (2회)

•4행시, 5행시 짓기
•내포 신도시 이전 기념 즐거운 사진 참여 이벤트



1-3.  롯데 칠성 음료

•처음처럼 과 함께하는 사진 응모 이벤트



1-4.  롯데 백화점 Cotton 구매 고객 이벤트

•구매 영수증 사진 참여 이벤트



1-5.  마이크로소프트

•X-Box 구매 영수증 사진 참여 이벤트



1-6.  하이트 진로 - 다수

•참이슬&d 와 함께한 즐거운 사진 응모 이벤트 다수 시행



1-7.  LG 전자 대리점

•축하 메시지 보내고 사은품 받기



1-8.  맥켈란

•제품에 적힌 일련번호를 보내어 이벤트 참여하기



1-9.  참존 화장품 (3회)

•정답 맞추기, 행사장 이벤트 외



1-10.  에버랜드

•사내 직원 칭찬 이벤트



1-11.  인제 대학교

•교수님과 함께한 사진 참여 이벤트



1-12.  오니기리와 이규동

•매장을 방문한 고객 대상의 이벤트 – 고객 정보 확보



1-13.  대구 꽃 박람회

•꽃 박람회장에서의 사진을 찍어서 이벤트 참여



1-14.  CJ 제일제당

•퀴즈 맞추기 및 구매 영수증 보내기 이벤트



1-15.  삼성 래미안

•청약 인증 샷 보내기 이벤트



1-16.  라메르 이벤트

•고마운 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 문자로 보내기



1-17.  래미안 다이어리 앱 설치 이벤트

•App. 설치 화면 캡쳐 및 전송 이벤트



1-18.  전국 CU 매장 - 멤버십 가입



1-19.  신도림 테크노마트 사진 이벤트 - 다수

•테크노마트 강변 & 신도림 기념 사진 참여 이벤트



1-20.  안지랑 곱창 축제 매장 추천

•안지랑 곱창 축제에서 곱장 매장 추천 글 문자 참여 이벤트



1-21.  제일 제당

• 맛있는 요리 사진 또는 식사 사진으로 참여 하는 이벤트



1-22.  현대 자동차 - 다수

•PYL 여행 이벤트



1-23.  원저블랙

•원저 블랙 인증 샷 이벤트



1-24. GIST 공모전

•사진 공모전



1-25. 헛개 컨디션 이벤트

•인증 샷 이벤트



1-26. 허스트 중앙 설문 이벤트 - 다수

잡지 지면을 활용하여 사진 문자 참여로 설문 조사 이벤트 – 매월 시행 중



1-27. 라메르 이벤트

얼굴 사진을 보내오면 컨설팅을 해 주는 이벤트



1-28. JTBC 관상 이벤트

얼굴 사진을 보내오면 관상을 봐 주는 이벤트



1-29. 중앙 일보 설문 조사 (주제 변경 - 상시 진행)



1-30. 이마트-CJ 영수증 인증 샷 이벤트

제품 구매 인증 샷 보내기 이벤트



1-31. 동아 연필 인증 샷 이벤트

제품 구매 인증 샷 보내기 이벤트



1-32. 타이셀렉트 지하철 광고 인증 샷 이벤트



1-33. CJ 나는 생각 회원 가입 & 구매 이벤트



1-34. 밀워키 런칭 이벤트



1-35. 매실청 이벤트

추첨 페이지도 제
작/제공



1-36. 공연 할인 쿠폰 회신

문자 참여자에게 개별적인 쿠폰 번호 회신으로 공연 할인 티켓 구매 유도



1-37. Veet 구매 영수증 보내기

구매 후 영수증 사진을 문자로 이벤트 참여



1-38. 맥콜

구매 영수증 전송 이벤트



1-39. 처음 처럼 슬러시 이벤트

스크래치 복권을 긁어서 번호를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면 즉시 당첨 여부 가 회신



1-40. 땡큐맘 치킨 구매 인증

구매 후 사진을 촬영하여 문자로 응모



1-41. 칭타오 인증샷

구매 후 본인 이름과 이용 매장명 입력하여 응모



1-42. CJ 올리고당 이벤트

제품 의 안내 문구 촬영하여 응모하기



1-43. 뚜레쥬르 이벤트



1-44. 스미후르코리아 창립10주년 이벤트



1-45. 또봇 이벤트



1-46. 신도림 테크노 이벤트

인증샷(사진) 접수



1-47. 대구대학교 방송국 사연 문자 신청



1-48. 제이룩

고객 설문지 접수



1-49. 투썸플레이스

새해 결심 문자 등록



1-50. 클라우드

난수 당첨 이벤트 (간식/야식/외식)



1-51. 토프레소 영수증 이벤트

영수증 고유번호 등록 이벤트



1-52. 나눔로또 사진 이벤트

낙첨복권 등록 이벤트



1-53. 백설 매실청 영수증 이벤트

매실청 구입 영수증 사진 이벤트



1-54. 백설 올리고당 퀴즈 이벤트

백설 올리고당 정답 맞추기 이벤트 (랜덤 상품 즉시 추첨)



1-55. 블루클럽 퀴즈 이벤트

블루클럽은 올해로 몇 주년일까요?



1-56. 마스터카드 승부예측 이벤트

해외카드 사용 영수증 사진 접수, 보너스 300Point



1-57. 하나로마트 햇반 이벤트

하나로마트에서 햇반 구입한 영수증 사진 접수, 추첨을 통해 선물 증정



1-58. 백설과 하나로가 함께하는 새봄맞이 경품 FESTIVAL

하나로마트에서 백설 관련 상품 구입한 영수증 사진 접수, 추첨을 통해 선물 증정



1-59. 국순당 생막걸리와 함께 떠나는 봄맞이 여행

국순당 막걸리 구입 후 영수증 등록 이벤트, 국민관광 상품권



1-60. 굿베이스 구입 확인받고, 이민호 팬사인회에도 참여하세요.

굿베이스 구매 영수증을 찍은 후 문자로 전송



1-61. 퓨리나 원 구입 영수증 이벤트!

구매 영수증 응모!



1-62. 블루클럽 염색 인증샷 이벤트!

염색 인증샷 보낸 후 기프티콘 받기!



1-63. 퓨리나 구매 영수증 이벤트!

롯데마트에서 퓨리나 상품 구매 후 영수증 접수!



1-64. 신도림 테크노마트 소원나무 행사!

2017년 소망을 적어 소원나무에 걸고 인증사진을 보내면 끝!



1-65. 블루클럽 크리스마스 행사!

방문 매장명을 문자로 전송하면 365명에게 산타의 선물 증정!



1-66. 원할머니 42주년, 42명에게 푸짐하게!

1975세트 출시, 인증샷 전송!



1-68. 비겐크림톤, 100만원 상품권

구매영수증 전송으로 매주 사은품 증정!



1-67. 칭따오 X 청춘페스티벌

칭따오 주문하고 스크레치 카드 받아 난수 전송!



1-68. 칭따오와 함께 편의점의 재미를 살려라

칭따오 주문하고 스크레치 카드 받아 난수 전송!



1-69. CJ 제일제당 장마철, 백설 세상편한 레시피

구매 영수증 찍어 문자 접수 후 다음날 바로 당첨 확인!



1-70. 백설 NEW 쿠킷 출시 경품 이벤트

구매 영수증 찍어 문자 접수 후 다음날 바로 당첨 확인!



1-71. 칭따오, 스크레치 복권, 편의점 랜덤 키프티콘 증정 이벤트

편의점, 양꼬치 주점에서 칭따오 맥주 주문하고 스크레치 복권 추첨 이벤트



1-72. 미인면 구매영수증 인증샷

미인면 구입 후 구매영수증을 문자로 보내면 1등 동남아 여행권 2매



1-73. 아유레디 육아참여 이벤트

육아에 참여한 아빠와 함게 사진을 찍어 응모!



1-74. 2017 친절외식 주인공은 나야! 나!

친절, 배려, 양보, 청결, 위생 실천 모습들을 사진으로 촬영!



1-75. 2017 스크류건 매거진 구매시 배터리 추가증정!

구입 영수증과 함게 스클래치 복권 찍어서 등록하면 택배로 배터리 증정!



1-76. 퓨리나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구입 영수증 문자 발송시 사은품!

구매 영수증 사진 첨부 후 문자 메시지로 응모!



1-77. 미래생활 / 잘풀리는 집

이벤트 검색 후 캡처 화면 보내기!



1-78. 밀워키 / 모바일 주유권 이벤트

신제품 충전 그라인더 구입 후 스크레치 응모번호 등록



1-79. 종근당건강 – 락토핏 생유산균

이마트에서 상품 구입 후 구매 영수증 전송



오프라인 행사, 투표



2-1 고려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자유 글을 접수,선별 하여 대형 스크린에 노출



2-2 한양 대학교

•축제 에서의 아마추어 가수 후보들에게 문자 투표



2-3 사이버 농업인 협회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방명록을 문자 접수를 통해 자동 생성

2012년 / 2013년



2-4 삼성전자

•아이디어 발표회 장에서 각 팀에 대한 선호도 문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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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구 치맥 페스티발

•니락내락 공연 참여자 선호 투표



2-6 삼성증권 청소년 콘서트

•퀴즈 출제 및 문자로 참여



2-7 지마켓

•2013 프로야구 올스타 전 - 지 마켓 정답 맞추기 퀴즈 전광판 출제 후 문자 참여



2-8 Epics Forum

•Presentation 후 현장 투표



2-9 대한민국 청소년 마술대회

•마술 경연 대회 현장 문자 투표



2-10 성남시 청소년 제안 대회

•청소년 정책 제안 발표 후 현장 문자 투표



2-11 아디다스 코리아 /  수지 고등학교 / 에듀코 / 고려 대학교 / 게임동아 / LG화학 등 다수

• 기업 이벤트, 학교 축제에서 참가 팀 문자투표



2-12 행사장에서 질문/의견 받기 - 삼성,인 키움,대구인권사무소..외 다수

• 교육장, 행사장 등에서 질문 및 의견 수신 하여 대형 화면으로 보기

질문 / 의견을
16XX-OOOO 
번으로 문자로
보내 주세요

행사/교육장 대형 화면으로 실시간 내용 공유



2-13 상명대/한양대 가요제 투표

•대학교 가요제 문자 투표



2-14. 파리 바게트 신년회

점주들을 모시고 신제품 발표회에서 실시간으로 상품 의견 접수



문자 상담 / 고객 서비스



3-1 광주 과학 기술원 (GIST) 외 다수

•단체 문자 발송 후 참석자 명단 확보 (RSVP) 



3-2 고려 대학교

Page 3문자상담서비스

•학생 (졸업생) 글과의 문자를 이용한 상담 서비스



3-3 ㈜예당 보조출연자 신청 및 관리

•보조 출연자 신청 접수 / 출연 이후 출연 내역 접수 – 3 개의 번호를 용도에 나누어 사용 중



3-4 IBIZ 아카데미

Page 3문자상담서비스

•온라인 화상 회화 서비스 로써, 오류 및 시간 변경 상담 등을 휴대폰 문자도 이용



3-5 현진 크린 홈

•거래처에서의 상품 주문을 휴대폰 문자를 이용하여 수신



3-6 부광 약품

•영업 사원들간의 정보 공유를 문자 게시판을 이용

문자를 보내온 영업사원 정보 표
시



3-7 프렌즈 투어 외

•여행객 들의 여권 및 각종 증빙을 휴대폰 사진 문자로 수신 하여 처리



3-7 대한 한의사 협회 총회 참석 여부 회신

•2만 여명의 회원 들의 총회 참석 여부를 문자로 수신



3-8 KT 창의 경영 센터

•휴대폰 번호가 노출 되지 않는 문자를 이용한 중고 거래 서비스



3-9 Club M 승마교실

•승마 체엄 신청 및 접수 문자 서비스



3-10 산림청

•산림청에의 신고,문의 및 바라는 내용 등 상담 서비스

당사 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림청 문자 상담 시
스템을 안내하는 홈페이지

내용



3-11 엠코르셋 문자 상담

•홈쇼핑, 온라인 쇼핑의 구매자와의 상담, 사이즈 접수, 주소 변경 신청 등.. 



3-12 월드비젼

•후원 신청 접수 : 1688-2713



3-13 YE 골프

•골프 여행 관련 증빙 접수, 문의 접수 상담 서비스



3-14 정덕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의 사항을 문자로 접수



3-15 담소 사골 순대

•고객들의 건의 및 본사 - 지점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으로 이용



3-16 동부 CNI

•각종 세미나의 RSVP(참석자 회답) 수신



3-17 포스코건설 , 오길비커먼헬스, 드림하우스외 등

•희망 방문일 신청 접수



3-18 서울 송도 병원

•건강 검진 방문 예약 희망 일을 문자로 접수하여 예약 관리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전달하여
문자로 검진 희망 일을 접수



3-19 논산 시청

휴대폰 문자를 이용한 민원 상담 시행.



3-20 포스트무버



3-21 산와 머니

•2014년 10월 부터 대출 심사 서류를 MO 서비스로 수신 하고 있습니다.



3-22 세븐 일레븐

•2014년 11월 부터 당사 MO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문자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23. 유한킴벌리

전화/문자 고객 상담 서비스



3-24. IMG 컴퍼니

문자 고객 상담 서비스



3-25. 서울교총

분회 조직표 등록



3-26. 한국사학진흥재단

문자 상담



3-27. GS 홈쇼핑

고객 상담



3-28. 에터미

•2014년 9월 부터 당사 MO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 문자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29. 롯데관광

2015년 6월부터 티켓 발권을 위한 여권 등의 증빙 접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3-30. SBS 김제동의 힐링 콘서트

관람객 참여 의사 문의 와 콘서트에 사용할 에피소드 사진 접수

2 회 행사 모두에 사용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을 보내 주세요.



3-31. 세탁 히어로 문자 접수

세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문자로 접수



3-32. 비츠 조명 사진 접수

상품 AS 접수



3-33. 손오공 사진 접수

상품 AS 접수



3-34. 시스템 게이트 문자상담

상품 문의 및 상담



3-34. 경기도시공사 문자상담

전세임대 문자 상담



기타 / 지능형 문자 서비스



4-1 신도산업

•도로 에 설치된 장비로 부터 의 각종 정보를 휴대폰 문자를 이용하여 수신



4-2 월드비전 아동 후원 신청

•성명 입력하여 문자 발송 시 후원 대상 아동 을 순차적으로 제안함. 후원 정보 입력 모바일 페이지도 제공



4-3 세노비스 제품 번호 등록 서비스

•상품에 포함된 일련번호를 문자로 발송하여 적립하며, 3회/5회 적립 시 주소 수신 후 상품 추가 증정



4-4. 골프장 휴대폰 문자 예약 서비스

•골프장 잔여 타임 부킹(예약) 시스템 –휴대폰 문자 만을 이용한 간편한 예약 서비스

골프장 수신번호

리베라CC 1688-9754

기흥CC 1666-1258

남여주GC 1666-8480

안성CC 1688-2689

2015.05.30 현재

서비스 이용 골프장



4-5 A 병원 지능형 문자 고객 등록 서비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취득 및 고객 등록



4-6 센스 기획 지역 정보 지 문자 인증 할인 서비스

•지역정보지 책자에 사용 하여 SMS 인증 번호 입력 하여 결제 할인 받는 서비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3 성지 하이츠 1차 618호
Http://www.messageme.co.kr 

e-mail : help@nextia.co.kr
TEL : 1688-8787

FAX : 0504-985-0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