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컨텐츠

실용적 기능

웹페이지 연결 신규 유저 유치01

카카오 채널 유저 증가카카오 채널 연결02

높은 구매 전환율03 원클릭 결게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활용하여

다채롭고 풍부한 컨텐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액션 버튼을 활용하여 웹 페이지 연결, 
위치 공유, 전화 연결,

카카오 채널 연결이 가능합니다.



운영 관리

효율성 증가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챗봇 답변 성공률을 높이고, 반복적인 문의

사항을 해결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상황에 따라 웹뷰, 카드
뷰를 통해 자연스러운 UI를 제공합니다.

카드 뷰 자연어 처리 웹 뷰



차별화된 RCS

메시징 서비스

RCS 메시지 전송 시 등록된 브랜드 명이 자동으로 노출되어

메시지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다양한 컨텐츠 활용으로

보다 풍성하고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기존 고객에게 RCS 메시지 발송 가능

기존 메시징 프로세스 *일반 SMS/LMS* ARA Biz 메시징 프로세스 *RCS*

브랜드 명 & 전화번호


신뢰감 UP

텍스트 & 이미지


가독성 UP

웹사이트/챗봇 연결 기능


접근성 UP

식별 어려운 전화번호

가독성 낮은 내용

신뢰할 수 없는 URL

메세지

반응률

2배 증가

상품 구매

전환율

16 증가배



ARA Biz Marketing Solution
부가 기능



메가 트래픽

삼성 배너 광고

ARA Biz는 삼성과 제휴를 통해 삼성 갤럭시 유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배너 푸시 광고를 통해 신규 유저를 빠르게 확보 가능합니다.


노출

클릭

유저 
확보

일반적인 프로세스 ARA Biz 프로세스

Push 메세지 클릭 챗봇 진입/액션 버튼 클릭



원클릭

바로 결제

결제 기능을 탑재 시 로그인과 같은 추가 단계 없이

챗봇에서 바로 상품 구매가 가능하여 상품 구매 전환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3,017,5981회 푸시

메시지 발송 건

1.5 ~ 2%
평균 메시지

클릭 전환율

Push 메세지 클릭 챗봇 진입/액션 버튼 클릭



마케팅 채널

확장 및 고도화

ARA Biz는 RCS 기반 챗봇을 포함하여 카카오, 페이스북, Web 등

다양한 챗봇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챗봇의 채널 다각화를 통해

기업의 마케팅 채널을 확장 시키고, 신규 고객 유치에 효과적입니다.   



마케팅 토탈

솔루션 제공

챗봇, 웹페이지, 카카오톡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웹페이지 제작 웹 챗봇 카카오 채널 운영



ARA Biz Solution
챗봇을 활용한 획기적인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