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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 템플릿 검수 기준 
A - 정보성 메시지 
B - 알림톡 서비스 범주 및 화이트 리스트 메시지 
C - 알림톡 블랙 리스트 메시지 

알림톡 템플릿 검수 흐름도 

1) 메시지 일부분에 광고나 블랙리스트가 포함된 경우 위 A와 B단계에서 ‘아니오’로 진행 
  - 광고에 ‘카카오톡 채널 추가’. ‘광고 수신 동의 요청’은 해당하지 않음 
  - 매월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메시지의 하단에 링크를 이용한 광고 노출은 가능 
2) 반려: 반려 사유 및 수정 방법 안내 
3) 검수보류: 광고운영정책파트에 검수에 대한 판단 요청 

 

구분 내용

승인 위 A, B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메시지

반려 1. 위 A, B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메시지 또는 C에 해당하는 메시지

2. 변수오류, 변수로만 이루어진 메시지/버튼

확인요청 판단이 어려운 경우 검수요청자에 추가 정보 요청

검수보류 B와 C에 없으며 판단이 모호한 메시지

/ 페이지2 18



정보성 메시지 

정보성 메시지란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메
시지 
스팸방지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링크, 스팸방지 정보통신망법 Q&A 링크 

• 수신자와 이전에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견적서 등) 
•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 거래정보 등) 
•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재화를 구매하면 경품신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진다는 사실을 안
내를 받고 수신자가 재화를 구매를 한 경우 수신자가 경품 등을 신청한 것으로 봄) 
•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이용과 관련한 안내 및 확인 정보 
•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안내 정보(회원 등급 변경ㆍ포인트 소
멸 안내 등) 
• 수신자가 전송자와 이전에 유상으로 체결 또는 합의한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
는 재화 또는 서비스 (업데이트 등)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 
• 전송자가 제공하는(판매하는) 서비스·재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
하는 서비스·재화에 관한 정보 
  ※ 기업 등이 무료로 진행하는 공익활동 안내 정보 등이 이에 해당 
•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가 이용자와 명시적인 계약체결을 하여 전송하되 이를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
생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의 내용이 서비스ㆍ재화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 
  ※ 일기예보 앱에서 제공하는 날씨 정보, 택배추적 앱에서 제공하는 택배 위치 정보, 미디어 매체에서 제공하는 
뉴스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 상품가격비교 정보는 상품 구매와 관련이 있으며, 주식정보는 주식 구매와 관련이 있으며, 할인항공권 정보도 
항공권 구매와 관련이 있는 정보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정보는 정보제공을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1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 하단에 들어가 있으며,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일정한 행위(클
릭 등)를 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링크 페이지 펼치기 등)를 취해 전송하는 간단한 광고 안내 정보 
  ※ 1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로는 “요금고지서”, “카드결제내역”, “보험료 결제내역” 등 월
별 결제 안내 등이 포함되지만 수시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포인트 발생ㆍ소멸 안내, 실시간 결제 내역 안내 등은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음 
  ※ 수신자가 클릭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가 노출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 안내 정보가 비
광고성 정보의 가시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전송자가 취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한하여 광고 안내 정보 전송이 가능 
• 위에서 열거한 정보에 추가된 간단한 수신동의 요청 안내 정보 
• 위에서 열거한 정보 이외에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
습니다. 
  ※ 단, 부수적으로 간단한 인사말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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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 서비스 범주 및 화이트 리스트 
위 정보성 메시지 중에서 알림톡으로 발송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메시지 

1. 알림톡 서비스 범주 
(1) 알림톡은 정보성 메시지로 수신자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에 한한다. 
 따라서, 메시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광고성 메시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알림톡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
광고성 메시지 하단에 친구추가 또는 수신동의를 안내하는 문구는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모바일 명세서 등) 하단에는 광고성 메시지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일정한 행위(클릭 등)
를 하는 경우에만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전송하는 간단한 광고 안내정보에 한한다. 

 검수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삽입된 경우 유의한다. 

  -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구의 삽입 
  - 무료체험, 할인쿠폰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 제공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등록 등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경우 
  - 쿠폰의 경우 대부분 광고라고 봐도 무방하나 예외적으로 수신자가 회원 가입, 결제 실적 달성, 이벤트 참여 등 
이미 완료한 행동의 결과로서 받게 되는 쿠폰 정보는 수신자의 행동 시점에 쿠폰 수령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
전 명시된 경우 광고성 메시지로 보지 않으며 알림톡 발송이 가능하다. 

(2) 알림톡은 수신자만 바뀔 뿐 특정 조건일 때 항상 특정한 내용으로 발송하여 템플릿으로 정형화할 수 있는 정보
성 메시지이다. 따라서 발신자의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발송하는 공지사항 등은 알림톡으로 발송할 수 없다. (2)
번의 내용만으로는 날씨 및 주가 정보와 같이 템플릿화 가능한 정기 발행 및 구독 성격의 뉴스레터링 서비스를 알
림톡으로 구현하려는 니즈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부분 ‘구독 옵트인한 수신자에게만 발송하는지 여부’
를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알림톡 발송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송신자와 수신자가 계약으로 성립된 관계(건물주와 세입자, 회사와 임직원, 교육기관과 수강생 등)일 경우 
발송 대상을 명확히 템플릿 내 추가하여 공지사항(건물 내 재난 알림, 사내 공지, 공공기관에서 발송 대상을 특정할 
경우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 

(3) 알림톡으로 발송 가능한지의 여부 판단은  화이트 리스트 정책을 따른다. 즉 발송 가능하다고 명기한 경우 외에
는 일단 모두 발송 불가이며, 화이트 리스트에는 없으나 (1)번 및 (2)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카카오 내부 검토를 
거쳐 화이트 리스트에 추가함으로써 발송 가능할 수 있다.  

(4) 예외적으로 수신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수신자 관점에서 더 나은 수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
단될 때 통상적인 알림톡 발송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알림톡 발송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 수신자 관점에서 발신
자로부터의 수신 메시지 대부분이 알림톡이며 주 1회 이상 자주 수신되는 와중에 거래 중인 서비스 관련 일부 정보
성 메시지만 문자로 받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출이자, 대출만기) 이 경우도 화이트 리스트 추가의 경우
와 같은 절차에 따라 카카오 내부 검토 후 최종 결정하여 처리한다.  

(5) 모든 검수 대상 템플릿의 변수에는 예시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송신자에게 수정을 
요청한다. 

(6) 검수자는 템플릿 상 기재된 고정값과 변수의 예시만을 참고하여 심사하며, 템플릿 내 포함 된 링크, 포인트 적
립 절차 등은 심사하지 않는다. 다만, 링크과 포인트 적립 절차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승인 시 멘트로 안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문제는 송신자에게 있고, 신고가 다수 접수 될 경우 해당 프로필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
으로 차단되어 영구적으로 사용 중지 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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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림톡 화이트 리스트 
(1) 회원 가입 확인 

(2) 주문/예약 결과 확인, 관련 입금계좌 등 추가 정보 안내, 관련 부재 중 전화 알림, 입금 결과 확인 

(3) 구매완료 상품에 대한 사용법 안내 

(4) 주문상품에 대한 구매확정 요청 

(5) 홈쇼핑 방송 예약 신청시 1회성 알림 

(6) 우편, 택배 배송 현황 

(7) 실시간 포인트 적립 내역 

(8) 신용카드 결제 내역, (부가적으로) 당월 결제액, 연체 내역 

(9) 은행 입금, 출금, 이체, (부가적으로) 대출이자, 대출만기 

(10) 증권 매수 및 매도 주문 체결 

(11) 보험 가입 확인, 보험금/보험서비스 청구 확인, 청구 처리 결과, 가입 및 청구 관련 절차 및 제출 자료 안내 

(12) (다른 알림톡 사용 중 부가적으로) QnA 문의 신청 확인, 답변 게시 알림 

[#{SHOPNAME}] 
안녕하세요. #{NAME}님! 
 
#{SHOPNAME}에 
회원가입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문완료 안내] 
#{홈쇼핑} 주문완료 #{주문내역} #{주문내역 확인}

고객님 #{이름} 우리 회사와 거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매하신 제품의 사용(미용)법을 확인해 보세요. 사용법 보기 ☞
HTTP://BIT.LY/1AMDPV

#{NAME}님께서 주문하신 물품이 배송완료 되었습니다. 구매확정 부탁드립니다.

[방송알림] #{홈쇼핑} 방송알림  - 상품명 : #{상품명} - 방송시간 : #{방송시간}

#{받는분}고객님, 안녕하세요. 물품이 택배 #{도착영업소} 배달차량에 상차되어 금일 #{배송시간} 에 배송 될 예정입니다.

[포인트] #{성명} 님!! 지금 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 포인트 : #{포인트} 포인트

#{카드명}승인#{고객명}#{결제정보 및 금액}#{가맹점명}  [카드 #{발신번호}]

고객님의 대출금 이자납입일이 15일이오니 확인바랍니다. OO은행 #{지점명}

[OO증권]<주식체결안내(시간외단일가)> #{계좌번호}#{종목명}#{매수매도}#{수량}#{매수단가}#{주문번호 장운영구분}

[보험계약 해지(실효) 안내] 
아래 계약의 #{2016년 08월분} 보험료가 납입최고(독촉)기간인 #{2016년 09월 말일까지} 납입되지 않아, #{2016년 10
월 04일자}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SHOPNAME}]안녕하세요. #{NAME}님!고객님께서 요청하신 #{U_SUBJECT}에 답변이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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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른 알림톡 사용 중 부가적으로) 기가입 서비스, 구매 완료한 상품의 사용기한에 관한 리마인드 알림, 수술 
후 주의사항 알림 

(14) (플랫폼 서비스에서) 사업자 대상의 주문/예약 알림, 서비스/납품 일자 리마인드 알림 

(15) 여행상품 예약 후 출발 전 리마인드 알림 (ex. 20일, 10일, 3일, 1일 전) 

(16) 이용한 재화나 서비스(재화 렌탈, 보험, 학원 등)에 대한 만족도 참여 안내 
  - 설문조사 페이지에 광고 내용이 없어야함. 
  -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무관한 쿠폰(ex: 커피쿠폰 등)은 댓가로 지급 안내 가능 

(17) 제품 구매, 서비스 사용 완료 후 구매 감사 인사, 제품/서비스 이상유무 확인 메시지 

(18) 수신자가 구매 / 이벤트 경품으로 당첨 / 계약 조건에 의해 수령할 권리가 있는 쿠폰 및 상품권 핀번호  
  - 별도 증빙 불필요 

(19) 게임 사전예약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예약 완료 및 게임 출시 시 안내하는 경우 
  - 메시지의 최상단에 사전예약 신청자에게만 발송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사전예약한 게임과 사전예약 완료 및 출시 안내를 하는 게임이 동일 해야 함 

안녕하세요. 사랑과 정성으로 진료하는 ‘OOO 동물의료센터’입니다. 
다음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환자명}님이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술 후 주의사항 읽어보기 (필수) #{URL}

[OO]#{납품업체}님 안녕하세요.#{식당}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 {주문 품목}

드디어 D-1! 내일은 그토록 기대하던 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고객님의 여행을 더욱 즐겁고 알차게 시작하기 위해  여행 
전 확인해야할 SELF체크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 여권은 잘 챙기셨나요? 
2. 환전했거나 해야할 여행경비도 꼭 챙겨주세요! 
3. 이용하실 항공의 전자항공권 및 호텔의 바우처는 확인하셨나요?

#{인도처명}현장 #{인수일자}#{인수시간}에 인수완료하였습니다. 배송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아래 바로가기로 접속해 주십
시요. #{URL 주소}

[#{지점명}] #{고객명}님 1개월(#{구매일자})전 배송 받은상품 사용중 이상있으면 언제든연락주십시요. #{지점명} #{지점
전화번호}

#{ },#{ } 축하합니다. 응모하신 이벤트 #{ }등 #{ }에 당첨 되셨습니다.경품수령기한은 당일+#{ }일이며 테이블당 쿠폰 1일 
1매 사용가능

*이 메시지는 [OOOOO]사전예약 신청자에게만 발송됩니다. 

[OOOOO] 
OOOOO 사전예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OOOOO]사전예약을 신청하신 사용자에게 발송되는 메시지 입니다. 
[OOOOO] 정식 출시! 사전예약 신청 감사드리며 특별한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쿠폰 번호를 드립니다. 
 
▶ 다운로드 바로가기: #{다운로드URL} 
▶ 쿠폰 번호: #{쿠폰번호} 
▶ 공식카페 바로가기 
#{URL} 
 
유의사항 
- 사용방법: 게임 내 ‘튜토리얼 완료 후 우측하단->리스트에서 교환코드 선택->수령확인 클릭  
- 쿠폰은 계정당 1회 사용 가능합니다(~2019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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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회용 비밀번호(OTP) (단, 임시 비밀번호는 전화번호 확인 등의 수단으로 제거한 경우에만 발송 가능 

(21)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후 주정차 위반시마다 알림 

(22) 렌트카 사용시 이전 사용자 분실물 확인 요청 

(23) 사내 자동 업무 알리미용 메시지

(24) 민방위 훈련 관련 안내, 주식 설정값 도달 안내 

(25) 학교/학원/e러닝 학사일정 안내 

(26) 특정 사업장에 오염물질 측정결과 알림 메시지 

(27) 포인트 정책 변경 관련 안내 

(28) 고객이 입찰한 물품에 대한 최종경매 상황 알림 메시지 

(29) 알림톡 최초 수신 고객에게 최초 수신 시점의 알림톡 안내 메시지 

(30) (보험사, 시설보안서비스) 재난문자 및 날씨특보 관련 메시지 

임시비밀번호는 #{0000}입니다. 로그인 후 비밀번호를 꼭 변경해주세요.

#{차량번호} 차량이 주차 단속지역에 주.정차 되었으니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 인식 오류로 인한 오발송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정상적인 주.정차 상태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OOO] 전 사용자 분실물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현재시간} 시스템 내 #{처리내용} 건이 #{처리결과}처리 되었습니다.

#{이름 : OOO}님은 #{일시}에 #{장소 : 민방위교육장소}에서 민방위 훈련교육이 있습니다.

[OOO대학교 졸업대상자 졸업시험 안내]  
졸업시험 일정 - 날짜 : #{시작일} ~ #{종료일}  - 시간 : #{시작시간} ~#{종료시간}

[원격검색 결과] #{사업장명} #{굴뚝번호} #{오염물질} #{검사시각} 원격검색결과 #{결과} 입니다.  
(ZERO #{제로지시값}/#{제로표준값}(#{제로오차율}%), SPAN #{스팬지시값}/#{스팬표준값}(#{스팬오차율}%).

포인트 정책 변경 안내  
*변경전: 구매시 10포인트 적립 * 변경후: 구매시 5포인트 적립

경매진행 안내 최고가 5분전! #{고객명} 고객님, 차량의 경쟁입찰이 5분 후에 종료됩니다. 
아래의 주소에서 경쟁입찰 결과를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BIT.LY/A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안심하고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란? 
1. 친구추가 없이 #{회사명}가 고객님께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  
2. 청구서, 이사접수 안내 등 정보성 메시지만 발송 
3. 카카오톡에서 인증된 기업만 발송 할 수 있어 도시가스 사칭 불가 (스팸/스미싱 걱정 無) 
알림톡이 아닌 문자 메시지로 수신을 원하시는 경우 우측상단의 “알림톡 받지 않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OO 다이렉트] (재난관련 문자)고객님, 안녕하십니까?  

OO 다이렉트 입니다. 금일 오후부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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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취득한 자격(증)의 유효기간종료안내/자격실효예정안내/자격실효안내 메시지 

(32) 계약에 따른 쌍방의 의무와 권리에 관계된 중요한 고지사항 
  - 약관의 변경, 서비스 일시 점검 및 중단, 임시 휴무 등 

(33) 외부 서비스 알림형 메시지는 다발성 메시지의 경우 수신자가 해당 메시지 수신을 신청했거나 관련 내용이 안
내 되었어야 하며, 신청한 플랫폼의 프로필에서 알림톡이 발송되어야 함 

(34)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뉴스레터, 축산물 거래정보 등)는 발송자로부터 유료 서비스임
을 확인한 후 가능 

(35) 공공기관에서 법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됨을 안내하는 것은 가능 

(36) 포인트 지급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 적립/소멸 안내 메시지 (마일리지, 쿠폰, 적립금 
포함) 단, 회원에게 제공된 경우에만 가능 (비회원 제공 불가) 
※ 발송하는 업체명은 고정값 기재 필수 
※ 소멸예정 포인트, 유효기간 안내 필수 
※ 증빙절차 생략 

#{이름}님의 OOOO자격 정지안내.- 인증번호: #{인증번호}- 인증만료일: #{인증만료일}- 인증실효예정일: #{인증실효일}

[OOO화재]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저희 OOO화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 중단기간 : 9/1 밤 10시 – 9/10 오전 8시 
▣ 중단업무 : 보험료 납입, 해지, 보험금 청구/지급, 보험계약대출 등 중단

[멤버쉽카드 약관변경 안내] 
 
▶ 개정 전 
3. 개인정보 보유기간 
B.고객개인정보 : 회원 탈퇴 요청시까지 
 
▶ 개정 후 
3. 개인정보 보유기간 
B.고객개인정보 : 최종구매일로 부터 5년 동안 구매가 없는 경우 정보 삭제(매년 2월, 8월) 
 
(삭제항목 :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배우자생일, 결혼기념일, 포인트)

#{요청자 이름}님이 요청하신 #{서비스 명} 서비스에 대해 견적서가 도착했어요! 
* 고수명: #{고수이름}님 * 서비스: #{서비스 내용} * 위치: #{위치} 
지금 견적서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회원님께서 요청하신 오늘의 OOO기업의 주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80,000원(1200 상승) (17.12.12 11:00 기준)

귀하 건물의 정화조 청소시기가 경과하여 재촉구하오니 기한 내 미청소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
다. 
청소신청: 02-000-000

안녕하세요! OOO 입니다. 

#{고객명} 회원님께서 보유한 포인트가 소멸 예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 회원카드번호 : #{대표카드번호} 
- 소멸예정 포인트 : #{10,000}점 
- 유효기간 : #{17년 11월 30일} 
상기 포인트는 유효기간 내 미 사용시 소멸됩니다.

/ 페이지8 18



(37)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메시지. 단,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즉시성 안내 및 확인 정보만 가능 (예, 배차
완료/기사도착/운행종료)  
※ 대리운전 서비스는 해당 메시지 외 알림톡 화이트리스트 범주에 있는 다른 메시지는 발송 불가  
※ 대리운전 서비스는 그룹 템플릿 사용 불가 

(38) 항공권, 철도승차권 및 재화, 서비스 등을 결제 후 타인에게 전송하는 경우 
  - 메시지 내, 결제한 구매자와 전송받는 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39) 직업 소개 또는 재화/서비스의 견적을 요청한 고객에게 조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다발성 메시지의 경우, 다수의 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음에 대해 동의를 받았거나 고지 되었는지 확인 필요 
  - 다발성 메시지는 고객이 1회 요청을 하였더라도 해당 조건에 맞는 여러 직업 또는 재화/서비스를 안내함을 의미 

(40)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한 항공권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경우(공항 내 부대시설 안내는 불가) 

(41) 알림톡으로 발송된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정정을 하는 경우 

#{오더일시} 
#{출발지}->#{목적지} 

#{기사명}(#{기사전화번호})  

기사가 배차되었습니다.

#{구매자명}님이 #{수신자명}에게 보내신 #{여정정보} 철도승차권 #{매수}매가 도착하였습니다.

[OOO] #{수신자명}님에게 #{선물이름}이 발송되었습니다. 

선물명 : #{선물이름} 
선물하신분: #{구매자명} 
사용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자세한 이용 안내 #{URL}

#{고객명} 님 안녕하세요?  
인재채용 플랫폼 [OO]입니다.  
 
#{고객명} 님께서 잡사이트에 설정하신 구직정보 맞춤 채용 공고를 1회 공유드립니다.  
 
기업명: #{기업명}  
포지션: #{앱 개발자}  
공고: #{URL}  
 
*해당 채용공고 메시지는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맞춤 채용 공고에 해당하는 공고가 있을 경우 발송됩니다.

#{업체명} 예약번호 #{예약번호}  

<OOO 부가서비스 신청 안내>  
마이페이지에서 좌석지정, 좌석업그레이드, 추가수하물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한 모바일 항공권: #{URL}

[안내] OOO캐시 첫 결제 적립 내용 정정 

안녕하세요. #{이름} 고객님 
OOO 첫 결제 적립금 안내에 대한 적립 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발송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정정된 알림톡이 추가 발송되었습니다. 

OOO 첫 결제에 대한 적립일은 6월 30일이며 1회 정상 적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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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투숙기간 중 이용 가능한 쿠폰을 제공하는 경우 
 - 쿠폰 지급에 대한 사항이 호텔 예약 또는 체크인 시 안내 되었을 경우로 한정 
 - 안내 여부는 템플릿 검수 시, 부가설명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 

(43) 금융사에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금융정보(종합주가지수, 환율, 금리 등)를 제공하는 경우 

(44) 고객에 대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에 해당되고 당해 내용 외에 광고성 정보가 추가로 없는 경우 

(45) 회원 가입시, 회원일 경우 받게되는 혜택 등의 안내를 하는 경우 

[OOO호텔] 안녕하세요. OOO호텔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투숙자 - 고객명}님께서 투숙기간 중 이용 가능한 쿠폰 내역을 안내해드립니다.  

▣ 사용 가능한 쿠폰 내역 / 유효기간  
- #{쿠폰명 / ~YYYY-MM-DD}  
- #{쿠폰명 / ~YYYY-MM-DD}  

▣ 사용한 쿠폰 내역  
- #{쿠폰명}  

※ 쿠폰 정보는 #{YYYY-MM-DD} 기준 정보입니다.  
※ 모든 쿠폰은 투숙 기간 중에만 사용 가능 합니다.  
※ 체크아웃 이후에는 소멸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OO증권] 국내지수알리미 

▶ 거래소 : #{거래소지수} 
▶ 코스닥 : #{코스탁지수} 
▶ e-Naq(F) : #{e-Nap지수} 
▶ 환율 : #{환율} 
▶ 선물 : #{선물} 

신청하신 국내지수는 #{시간}기준 입니다.

[OO화재] 보험사기 피해예방 안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활치료시 받는 치료를 받으며 미용시술 패키지 결제 등의 병원권유를 받아 실손의료비를 
청구,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보험사기 행위를 한 경우 10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및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사기특별방지법 제8
조, 제11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URL 주소:  

■ 보험사기 신고센터  
[금융감독원] ①전화(1332→4번→4번) ②금감원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OOO님, OOO에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OOO만의 특별한 서비스! 
  1. 가입 축하 포인트를 적립해드렸으니 직접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첫 충전 시 충전금액의 10%를 추가로 적립해드립니다. 
  3. 수신서비스 신청 시 1개월 무료서비스와 최대 3,000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 서비스 이용 전 앱 설치는 필수!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OOO 검색 
  - 애플 앱스토어에서 OOO 검색 
  
 이용 중 궁금한 점은 고객센터(1544-0000)로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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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림톡 블랙 리스트 
정보성 메시지 여부와 관계없이 알림톡으로 발송 할 수 없는 메시지 

(1) 무료 뉴스레터 등 무료 구독형 메시지 불가 (친구톡 사용 권장) 

(2) 계약관계이며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메시지 외의 공지 메시지 불가 (친구톡 사용 권장) 

(3) 변수만으로 구성된 메시지 불가 (ex. #{상품명} #{송장정보}) 

(4) 장바구니 상품 삭제 예정 안내 메시지 불가

(5) 특가 상품 알림 메시지 불가 

(6) 생일 축하 메시지 불가 

(7) 설문작성요청 메시지는 가능하나, 설문작성시 자체 포인트 또는 쿠폰 제공 안내는 불가(별도의 상품 가능) 

(8) 금융사고 예방 목적으로 제휴인증이 확인된 카카오페이를 제외한 결제/송금/납부 유도 메시지 불가 
  - 단, 사전 계약을 통해 서비스 되고 있는 LG CNS의 다음 프로필만 승인 
    = [그룹]세계로시스템, @아이비솔루션즈, @한림대학교성심병원_알림톡,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대학
교한강성심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춘천성심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수납 
  - 템플릿 본문 내, ‘결제하세요’, ‘납부하세요’, ‘송금하세요’ 등의 안내 멘트 포함 가능 
  - 템플릿 본문 내, 결제/송금/납부 수단 언급 불가능(무통장 입금 등 결제/송금/납부 방법은 언급 가능) 
  - 템플릿 버튼 내, ‘결제’, ‘납부’, ‘송금’, ‘청구서’, ‘청구’를 포함하여 이용자의 액션을 유도하는 멘트 언급 불가능 
  - 템플릿 본문 내 링크 또는 버튼을 통하여 연결 된 랜딩 페이지에서 결제/송금/납부 기능 제공 불가능 
  - 템플릿 승인 후, 모니터링을 통해 가이드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템플릿에 대해 차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OOOO 뉴스레터]  구독신청하신 <언론사람> 뉴스레터 #{해당월}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 콘텐츠 바로보기: #{LINK}

(사)OOO복지회의 봉사자님들 2016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CLUB_NAME} #{BOOK_DATE} #{BOOK_TIME} #{APPL_NAME}님 #{PHONE} #{AMT} #{MEMO}

안녕하세요. #{NAME}님 혹시 장바구니에 담긴상품 잊지않으셨나요?  
꼭 확인해주세요! #{PRODUCT_LIST}

OO GOLF 특가알리미 #{월/일(요일)} 1박2일#{지역} #{상품명}#{간단포함사항}#{상품가} 진행 희망 시 연락 바랍니다.

[OO병원 건강증진센터] #{이름}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계약자명}님 OOO 멤버스 상품을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초 설문하고 포인트 받아가세요!  
설문조사 바로가기 ▶ #{URL}

[OOO 렌트카]  
#{고객명} 고객님의 렌트카 예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약금을 6시간 내에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페이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결제 가능하며 미결제 시 고객님의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렌트카 온라인 예약금은 나의 예약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버튼: 결제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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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바구니 등록 상품 안내 

(10) 쇼핑몰에서 클릭했던 상품 안내 

(11) 앱 다운로드 안내 및 URL 

(12) 수술/진료/검사 후 안부 문자 

(13) 전화통화 후 수신자의 요청 없이 자동으로 발송하는 안내 문자

(14)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발송되는 카카오톡 채널 추가 확인 메시지 

(15)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2년 주기로 발송되는 수신동의 확인 메시지(일반적인 광고수신 동의 확인은 가능) 

(16) 비 제도권금융회사에서 발송하는 주식 종목 추천 메시지 

[#{고객명}]님 장바구니에 담은 뒤 #{3일}이상 구매하지 않은 상품이 #{4개} 있습니다.  
잊기전에 구매하세요.☞ #{URL}

안녕하세요#{고객명}님,  
#{고객명}님께서 클릭하셨던 상품을 한번 더 보여드릴께요^^.  
링크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세요!  
#{URL}

더 자세한 사항은 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운받기 : HTTPS://APPSTO.RE/KR/_OOOOO

#{성명}고객님 #{병원명}입니다.  
어느덧 수술 하신지 3개월이 경과 되었습니다. 수술하신 부위는 좀 어떠신지요?  
궁금한사항 있으시거나 경과예약시 언제든 연락 주세요^^  

[OO성형외과]  
경과예약: 02-123-4567

[#{업체명}]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상 문의하신 매장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매장전화: #{매장번호} 
*상점 정보 보기: #{URL}

OOO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메세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나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_ OOO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안내] 
안녕하세요, OOO입니다. 
이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년마다 발송되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확인메시지 입니다. 
▶이전 수신동의일자 : 
앞으로도 유익한 소식과 다양한 혜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메시지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홈>친구차단"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내 플러스친구 목록에서 차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급등주가 도착했습니다◀ 
무료체험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전문가의 VIP전용 
추천종목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 아래 버튼 클릭 ▼ 
무료리딩방 입장 https://open.kakao.com/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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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성 요소 포함 알림톡 
(1) 비광고성 메시지 하단에 카카오톡 채널추가, 수신동의 메시지가 포함 된 경우 
  - 법적으로 이용자에게 필수 안내가 되어야 하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확인 안내”,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휴면계정 전환안내” 등의 메시지에는 포함 불가 
  - 안내 멘트는 최대 80자로 변수 사용과 url 포함이 불가능하며, 아래 두 케이스로만 사용 가능 
    = 본문과 합쳐 총 1,000자를 넘을 수 없음, 부가정보형과 동시 사용 가능 
  - 카카오톡 채널추가의 경우 카카오톡 채널명을 제외한 영역은 아래 문구만 사용해야 하며 수정이 불가능 
    = “카카오톡 채널명”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광고와 마케팅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버튼을 사용해야하며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은 해당 카카오톡 채널 홈의 채널 추가 팝업 페이지로 이동 
  - 카카오톡 채널 추가는 AC(채널추가) 버튼 타입을 사용하며, 기타 수신동의는 WL(웹링크) 버튼 타입 사용 
  - 해당 영역은 본문과 버튼 사이 Description영역에 노출되며 본문 대비 사이드 -1pt, 컬러차가 자동 적용 

(2) 매월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메시지 하단에 광고 메시지가 링크로 포함 된 경우 
  -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정보성 메시지에는 “카드사의 청구서”, “유료 멤버쉽의 월 갱신 안내”,  
   “매월 신용정보 변동 종합 안내” 등이 해당 
  - 광고 메시지는 최대 80자로 변수 사용과 url 포함이 불가능하며, 페이지 이동은 WL(웹링크) 버튼 타입 사용 
    = 본문과 합쳐 총 1,000자를 넘을 수 없음, 부가정보형과 동시 사용 가능 
  - 이벤트에 대한 간단한 안내 외의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이벤트(또는 광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필수 노출 
  - 해당 영역은 본문과 버튼 사이 Description영역에 노출되며 본문 대비 사이드 -1pt, 컬러차가 자동 적용 

[OO카드] 
#{고객명} OO#{카드번호4자리}승인  
#{승인금액}원 #{할부개월}개월 
#{거래일자} #{거래시각}  
#{가맹점명} 

OO카드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광고와 마케팅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OO카드] 
#{고객명} OO#{카드번호4자리}승인  
#{승인금액}원  
#{거래일자} #{거래시각}  
#{가맹점명} 

OO카드의 광고와 마케팅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매체 마케팅 수신동의 버튼}

[OO카드] 
#{고객명} OO#{카드번호4자리}승인  
#{승인금액}원 #{할부개월}개월 
#{거래일자} #{거래시각}  
#{가맹점명} 

OO카드의 광고와 마케팅 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 마케팅 수신동의 버튼}

[OO카드] 카카오톡 명세서 
#{고객명} 회원님! #{결제월}월 결제금액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 당월 결제금액 
#{청구금액}원 
■ 모바일 명세서로 보기 
#{URL} 

카카오톡 명세서 수신 고객 대상으로 OO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벤트 페이지 이동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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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고성 요소 포함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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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정보 포함 알림톡 
(1) 고객에게 고정적인 안내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알림톡 메시지의 본문 하단에 노출되며 이용안내 등 보조적인 정보메시지 안내 
  - 부가정보는 최대 500자로 변수 사용이 불가능, url 포함 가능 
  - 광고성 요소와 동시에 사용 가능하며(복합형) 부가정보 500자, 광고성 80자로 각각 제한 
    = 본문과 합쳐 총 1,000자를 넘을 수 없음 
  - 해당 영역은 본문과 버튼 사이 Description영역에 노출되며 본문 대비 사이드 -1pt, 컬러차가 자동 적용 

(2) 부가정보 포함 적용 예시 

[OO호텔] 
#{고객명} 회원님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객실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 예약번호 
#{예약번호} 
■ 예약일정 
#{체크인 날짜} ~ #{체크아웃 날짜} 
■ 객실명 
#{객실명} 

*차량 이용 시, 주차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취소시 취소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취소규정 확인하기(HTTP://WWW.OOHOTEL.COM/POLICY) 
*실시간 예약 특성상 중복 예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실이 불가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12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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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조표기 타입 알림톡 
(1) 알림톡 내용에서 강조가 필요한 내용을 말풍선 상단 영역에 강조하여 표현 가능 
  - Title: 본문의 내용 중, 고객에게 강조하여 표현할 내용 
  - Subtitle: Title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 
(2) 적용 조건 
  - 카카오톡 8.5.5 버전(안드로이드, iOS 공통) 이상에서 Title과 Subtitle이 노출되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내용만 
Title과 Subtitle에 노출 필요 
  - Title과 Subtitle은 함께 등록되어야 하며, 각각 단독으로 노출될 수 없음 
  - Subtitle은 변수 등록 불가 
(3) 글자수 가이드(말줄임 처리가 되지 않는 길이로 발송 권장) 
  - Title 
    a. 안드로이드: 최대 2줄 23자(24자부터 말줄임 처리) 
    b. iOS: 최대 2줄 27자(28자부터 말줄임 처리) 
  - Subtitle 
    a. 안드로이드: 최대 18자(19자부터 말줄임 처리) 
    b. iOS: 최대 21자(22자부터 말줄임 처리) 
(4) 강조표기 타입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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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알림톡 서비스 범주 및 이용 가이드 
알림톡으로 발송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메시지 내 포함할 수 있는 이미지의 범주 

1. 이미지 알림톡 서비스 범주 
(1) 이미지 알림톡은 정보성 메시지로 수신자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에 한함 
 따라서, 광고성 메시지는 발송이 불가능하며 이미지에도 광고성 내용은 포함 될 수 없음 
(2) 알림톡에 포함될 수 있는 이미지는 발송 주체 또는 발송 주체의 톡 채널 프로필을 대표하는 이미지, 메시지의 
목적을 표현하는 이미지로 제한하며, 본문과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내용은 포함 될 수 없음 
(3) 강조표기형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카카오톡 8.7.5 버전(안드로이드, iOS 공통) 이상에서만 노출 
(4) 이미지 알림톡은 템플릿 당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만 사용 가능하며, 이미지 제작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2. 고정형 이미지 알림톡 이용 가이드 
메시지가 포맷화된 정보성 메시지를 안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 권장 사이드 : 800px*400px (jpg, png / 최대 500KB) 
  - 가로:세로 비율이 2:1 아닐 경우, 가로 500px 세로 250px 이하일 경우 업로드 불가  

(1) 로고형 이미지 가이드 
  - 해당 채널의 가로형 로고를 활용해 메시지의 주목도를 높이고 브랜딩을 강화할 수 있는 유형 
  - 이미지 배경: #F9F9F9 만 사용 가능 
  - 이미지 배치: 센터 가이드라인 내 로고 로고 배치   
  - 사용예시 

 

(2) 텍스트 혼합형 이미지 가이드 
  - 메시지의 주요 내용을 텍스트로 표현, 내용을 보조하는 아이콘이나 오브젝트 이미지를 활용하는 유형 
  - 이미지 배경: #F9F9F9 만 사용 가능 
  - 이미지 배치: 좌상단에 주요 내용 텍스트, 우하단에 아이콘 또는 오브젝트 삽입 
  - 텍스트 기준: 최대 2줄 / 20자 노출을 지향 
  - 사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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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콘형 이미지 가이드 
  - 메시지 내용의 상태를 아이콘으로 표현하고 간략한 텍스트로 보조하는 유형 
  - 이미지 배경: #F9F9F9 만 사용 가능 
  - 이미지 배치: 센터 가이드라인 내 아이콘 및 텍스트 배치 
  - 텍스트 기준: 최대 1줄 / 최소 2자~최대 9자 이하의 텍스트 노출 
  - 사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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