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피엔스인 회사소개서 



㈜사피엔스인은 사람중심 기업으로 인본주의를 지향합니다.  
 
사피엔스인은 마케팅 환경 및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모바일서비스(비즈링, 모바일쿠폰, SMS, 알림톡), 컨텐츠제작(음원.영상), SNS마케팅까지 
다양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 책임지는 대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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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엔스人과 함께하는  

 

 

 

 

SKT, KT, LGU+ 비즈링, 이벤트링 공식 대행사 

다우기술 SMS, MMS, 카카오알림톡, 광고톡 파트너 

옴니텔 모바일쿠폰 파트너 

한국비앤시 모바일쿠폰 총판사업자 

디트라이브 종합광고대행, SNS , 키워드 광고 전략적 제휴  

CH이노베이션 모바일 액세서리, 판촉물 

유사운드 영상 및 음원 제작 파트너 

디어웍스 영상 및 음원 제작 파트너 

법무법인 이후 법률 및 기업자문 파트너 

카카오 이모티콘 파트너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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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RING 

높은 광고 

주목도 

• 통화 대기 시간 동안 미리 설정된 20~40 초 내외의 광고(CF, 홍보 멘트 등)를 들려주는 Audio Identity 광고 입니다. 

• 휴대폰 종류에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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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활용도 

가격대비 

높은 효과 

임직원의 

마케팅 동참 

효과적인 

A.I 형성 



Biz Ring  통신사별 가입 인원 대한 단가  ( SKT l KT l LG U+ 동일 ) 

1명 ~ 29명 1회선 당 3,850원 / 1개월(VAT포함) 

30명 ~ 199명 1회선 당 3,300원 / 1개월(VAT포함) 

200명 ~ 499명 1회선 당 2,750원 / 1개월(VAT포함) 

500명 ~ 999명 1회선 당 2,200원 / 1개월(VAT포함) 

1,000명 이상 1회선 당 1,760원 / 1개월(VAT포함) 

BIZRING 
이용요금 
• 음원 제작은 별도이며, 음원 변경 비용은 항상 무료입니다.  

• 이용 요금은 번호별 일할 정산되며, 개인별과금과  법인통합과금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노출 시간과 노출 요일 지정가능(업무시간 그룹, 전일 그룹) 

• 하루에 2가지 음원그룹 운영이 가능합니다.  

• SKT 비즈링 가입 시 개인 컬러링은 자동으로 해지 됩니다. 

( SKT, KT, LG U+ 공시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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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본사협의 
• 온오프 음악 활용 관련 서베이 

• 스튜디오작업 
• 검토 및 선정 

• 내 외부 피드백을 통한 추가 수정 작업 
• 비즈링, 홈페이지, 이벤트, 광고 등에 적용 

음원제작 

영상제작 

기획 촬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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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 / MMS / 카카오 알림톡                  카카오톡 이모티콘 

카카오알림톡 LMS / MMS 와 대동소이한 분량과 형식의 메시지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발송 

LMS / MMS 메시지 발송 대행 및 자체 발송 가능한 ID/PW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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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카카오톡 이모티콘 청개구리 / 사자성어 제작  



모바일쿠폰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생활/레저 뷰티/헤어 

최소 비용으로 타겟 고객에게 배송비 없는 경품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 

고객 경품, 임직원 기념일 선물 등 효율적인 고객관리 방법.  

내부 시스템 연동을 통해 원하는 고객에게 실시간 경품을 지급.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신제품 샘플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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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 이마트에브리데이, 산림청, 강원랜드, 동아일보, 환경부 

사피엔스人과  

함께하는 광고주 

경북도청, 나주시청, 한국전기신문사, 충북방송, 광주방송, K-water 

한국GM,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청호나이스, 한돈자조금  

광주광역시 동구청, 금파공업고등학교, 담양군청, 함평군청, 국토교통부 

산림조합중앙회, 장성군청, 알보젠코리아, 서희건설 , 문경시청, 안동시청 
 
청송군청, 영덕군청, 상주시청, 부안군청, 고창군청, 순창군청 외 다수 



주식회사 사피엔스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 GS한강에클라트 302호   

Tel : 070.4010.2175        bigtree@4pns.com         www.4pns.com 

    소중한 인연 SAPIENS人 

mailto:bigtree@4pns.com
http://www.4pns.com/
http://gimje.nonghyup.com/user/indexMain.do?siteId=gimj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