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링(핸드폰 통화연결음)  제안서 



㈜사피엔스인은 사람중심 기업으로 인본주의를 지향합니다.  
 
사피엔스인은 마케팅 환경 및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모바일서비스(비즈링, 이벤트링, 모바일쿠폰, SMS, 알림톡) 음원, 영상제작, SNS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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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알림톡/광고톡 대행사 

SKT 콜백플러스 대행사 

KT 친절매니저 대행사 

한국비앤시 모바일쿠폰 총판 

옴니텔 모바일쿠폰 대행사 

디트라이브 종합광고대행, 소셜미디어 운영 전략적 제휴  

유미디어웍스 영상 및 음원 제작 파트너 

디어웍스 영상 및 음원 제작 파트너 

카카오 이모티콘 파트너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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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엔스人과  

함께하는 광고주 

한국수력원자력, 이마트에브리데이, 환경부, 강원랜드, 산림조합중앙회,  

한국GM,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신문사, 한돈자조금, 한국도로공사,  

보령제약그룹, 알보젠코리아, K-water, 청호나이스, 국토교통부, 서희건설,  

충북방송, 광주방송, 동아일보, 산림청, 경북도청, 나주시청, 담양군청,  

함평군청, 장성군청, 문경시청, 안동시청, 청송군청, 광주광역시 동구청,  

영덕군청, 상주시청, 부안군청 ,고창군청, 순창군청, 영주시청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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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활용도 

가격대비 

높은 효과 

임직원의 

마케팅 동참 

효과적인 

A.I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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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링 활용사례 

• 한국수력원자력 홍보 비즈링 진행 

한국수력원자력 

• 널 만나러 가는 길 꽃들이 날 반기고                              

따스한 햇빛도 좋아 널 만나러 가는 길                            

널 만나러 가는 길 구름이 손 흔들고                              

옅은 미소가 번져가 널 만나러 가는 길                           

너의 미소 잃지 않도록 내가 널 지켜 줄께  

비즈링 음원 

• http://www.khnp.co.kr/content/239/main.do?mnCd=FN070304 

유투브영상   

• 한수원 임직원 및 일반인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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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링 활용사례 

• 1년에 2회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 비즈링 진행 

산불방지캠페인 

• 우리의 숲은 더워지는 지구를  

시원하게 만드는 보물입니다. 

산불 없는 푸른 숲.  

행복한 녹색 복지국가의 꿈을 이루는 

첫 번째 약속 입니다. 

비즈링 음원 

• 산림청 및 유관기관 참여 (약, 3천여명 )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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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링 활용사례 

• 쉐보레 자동차 홍보 비즈링 진행 

한국GM 

• 가족의 크기가 커진 만큼                                                      

삶의 크기가 커진 만큼 SUPER SUV 트래버스와 함께 하세요.                       

5,2미터 전장에 압도적 실내공간과 여유로운 3열 공간        

시작하세요.                                                                              

저 정우성과 함께                                                        

LIVE SUPER SUPER SUV 트래버스 

비즈링 음원 

• 쉐보레 전 임직원 대상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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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링 활용사례 

• 하이원 리조트 4계절 홍보 비즈링 진행 

강원랜드 

•안녕하세요. 저는 박주호 입니다.                                                  

전 나은이에요~ 아빠 우리 놀러가자~                                          

우리 하이원 갈까?                                                                                       

꽃 바람 숲 빛과 함께 하는 신비롭고 놀라운  백두대간의 

쉼터 하이원 리조트로 오세요.                                                                 

하늘아래 only one high1. 진짜 좋아요! 

비즈링 음원 

• 강원랜드 전 임직원 대상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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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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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RING 견적표 

통신사 SKT KT LG U+ 합계(VAT별도)

평균점유율 50% 30% 20%  

전체신청인원

인원수 250 150 100 500

단가 \2,500 \3,000 \3,000

월비용(원) 625,000 450,000 300,000 ₩1,375,000

<각 이동통신사별 설정 인원수에 따른 예상단가>

위의 단가는 예상 단가이며, 실제 적용시 설정인원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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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사피엔스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37, 한국광고문화회관 1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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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