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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호이 서비스 제안서

이메일 / 앱푸시 마케팅,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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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마케팅 수단 
사이트/제품/서비스 홍보시 타 매체광고에 비해 비용대비 큰 효과 
친근한 데스크탑과 모바일에서 언제든 손쉽게 접근가능 
고객의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합리적인 비용 
다른 광고 수단보다 부담이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 극대화

정확한 전달 
수신동의한 고객분들에게 발송하여 전달력 증대

발송결과 분석 
오픈/클릭을 통한 수신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광고효과 증대

 고객관리 
정기적인 뉴스레터/행사알림/쿠폰발송 등으로 고객 유지/관리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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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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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록 등록

엑셀, CSV, 텍스트 업로드 지원

실시간 결과 확인

실시간으로 성공, 오픈, 클릭 고객 반응 확인

캠페인 작성

간편 에디터, HTML 지원 
제목에 에모지😀 지원

캠페인 발송

즉시발송/예약발송

3 테스트 전송 및 검수

테스트 전송, 링크 검사 등 검수

이메일 앱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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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등록

iOS / Android 앱 등록

실시간 결과 확인

실시간으로 성공, 오픈 고객 반응 확인

SDK 적용

SDK 적용 후 앱 업데이트 배포

푸시 발송

즉시발송/예약발송 
간편 검색을 통한 수신자 세그멘테이션

3 푸시 작성

제목과 본문에 에모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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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이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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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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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주소록

자체개발 엔진으로 시간당 30만통의 이메일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대시보드로 캠페인 관리가 편리합니다. 

캠페인 예약발송 및 동영상을 손쉽게 삽입할 수 
있어 직관적 마케팅에 도움이 됩니다. 

주소록을 이용한 세분화된 고객관리에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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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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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에디터

디자인을 어떻게 하지? 

이메일 디자인 전용 에디터로 손쉽게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디자인은 사진 한 장만 있으면 
클릭 다섯 번, 1분도 시간이 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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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앱푸시 발송

& 
앱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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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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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매뉴얼

 
주소록

Android : FCM, GCM 
iOS : Objective-C, Swift 
모두에 대응합니다. 

간단한 문자부터  URL링크,  에모지 등 
다양하게 캠페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공된 SDK매뉴얼을 참고하여 앱등록 및 푸시발송 
이용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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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앱푸시 발송결과 분석

) 
발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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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 
클릭

발송결과 및 오픈현항 등 고객의 반응을 실시간으
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객반응 리포트를 이용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관리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  
발송 및 발송결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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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이메일/앱푸시 기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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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쉬운 
 동영상 메일발송


YouTube®, Instagram® 등에 
등록된 동영상을 이메일 컨텐츠에 
손쉽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의 
 발송엔진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메일/앱푸시 
발송 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에모지와 휴지통


이메일 제목에 😁 에모지를 삽입하여 
수신자들의 반응을 높이고 
주소록이나 캠페인을 삭제해도 
최소 30일간 휴지통에 보관됩니다.

 모바일 대응


스마트폰, 태블릿, 애플와치 
에서도 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일발송이 가능합니다. 
앱푸시는 iOS/Android 
동시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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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은 무료로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독자적인 발송엔진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국어 지원을 기본으로 개발되었습니다. 

• Front-end : Web, Android, iOS 

• Back-end : Java, Spring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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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경력

2019. 쿠첸 iOT 앱개발 (쿠첸 스마트쿠킹) 
          iOT 가전기기 관리 웹, iOS앱 개발 및 유지보수 
2017. 메일호이 대표 
          대량 이메일발송 및 앱푸시발송서비스 
2017. 이디야커피 이디야멤버스 
          모바일앱(iOS/Android) 백엔드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2016. 와이즈트래커 모바일앱분석 서비스 개발 참여 
2009. 애드몬스터 온라인 광고키워드 자동입찰시스템 개발 
2007. 비즈메일러 공동사업 : 개발 및 운영 
2006. 제이씨스퀘어 개발팀 부장 
          http://allin1.jp 웹빌더 시스템 개발 총괄 
2005. 아이메카 
          해양수산개발원 ERP시스템 개발팀장 
2002. 자바누리 개발팀 과장 
          데이콤 PG (현 LG U+PG) 백오피스 개발 
          KTF 모바일 아바타 시스템 개발 
2000. 페이게이트 결제시스템 개발팀장 
          PG 시스템 개발 
          서울교통카드 시스템 개발

보도자료 
2017. 한국일보, 벤처스퀘어

저작물등록 
2017. 대량메일발송시스템



고객문의 및 서비스 신청 
전화 : 031-705-1152

이메일 : cs@mailhoy.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12, 206-605 

홈페이지 
http://mailhoy.com 

대표 : 신우석 
사업자등록번호 : 350-72-00047

메일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