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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개발비용 0원으로 우리 회사만의 메신저를 빠르게 간편하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정보 없이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를 통해 운영하고 있어도 바로 적용 가능하며 기존 홈페이지 연동 소스 제공으로 간편하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를 제작하기 위해 발생하던 최소 수천만 원의 개발 비용을 무료로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예시 디자인이며 각 고객사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맞춤 제작되어 제공 됩니다.

빠른 셋팅 및 이용가능

예스빗메신저_서비스 소개
introduction

각 회사만의 자체 메신저 APP 안드로이드, 아이폰 이용가능

1



예스빗메신저_도입효과
expectation effectiveness

고객사에서 이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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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체는 자체 개발 메신저를 마케팅에 활용하여 기업 신뢰도가 상승하였음

B 업체는 메신저 도입 후 방입장 권한 관리로 기존 리딩방 폭탄광고가 차단되어 회원 이탈률이
대폭 감소하였음  

C 업체는 기존 광고차단을 위해 유료 가리기봇을 사용하였으나 메신저 도입 후 매월 지출되던
50만원의 비용이 절약되었음

D 업체는 메신저 도입 후 체계적 회원관리와 블랙컨슈머 관리로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어
환불률이 대폭 감소하였음

E 업체는 자동 유료기간 관리로 해당 인력을 타 업무로 배치하여 인건비 절약 효과를 보았음

F 업체는 휴대폰 번호만으로 가입되는 간편가입 덕분에 DB 유입률이 획기적으로 상승하였음



기존 리딩과의 차별점1
differentiation

폭탄광고 유입 차단으로 회원 이탈 방지!

블랙컨슈머 관리로 카톡방 군중심리 NO!

타 업체의 카톡방 염탐 차단!

IP 보안 시스템으로 DB 유출 방지!

회원 자동 기간 관리로 일일이 강퇴 NO!

타 업체 폭탄광고 유입으로 회원 이탈

광고 가리기봇 투입으로 추가 비용 발생

손실 시 블랙 컨슈머 관리가 불가능

타 업체에서 들어와 노하우 노출 위험

퇴사자가 외부에서 디비 유출 우려

기간 종료 회원 매일 찾아 강퇴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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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메신저 리딩 시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예스빗은 타 메신저 리딩으로는 보완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였습니다.
과연 주식/코인 리딩에서 제일 힘든 점이 뭘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고민하여 확실한 차별점을 만들었습니다.

vs



기존 리딩과의 차별점2
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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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 0원, 1주일만에 우리 회사만의 메신저를 도입 가능

기존에 메신저를 도입하기 위한 수천만원의 개발 비용이 부담이셨죠?
무료로 우리 회사만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해 보세요.

간편 회원가입, 5초면 남녀노소 회원가입 완료

연세 있으신 회원분들 회원가입이 어려워 이탈 생기시죠? 카톡으로만 하면 디비 확보는 어렵고?
예스빗 메신저에 간편 회원가입으로 회원가입 전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보세요.

대화방 관리기능으로 문제점을 사전 차단

잘못 나간 신호나 대화를 관리자에서 관리하여 회원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블랙컨슈머, 타 업체 영업, 광고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방관리를 이용하여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1. 클릭 몇 번에 유료, 무료, 체험방을 간단히 생성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기간이 종료 시 자동으로 무료로 전환되어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무료방을 이용하여, 앱만으로도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스빗메신저_특장점 01_방관리
strong point

유료방 관리 무료방 관리 체험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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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채팅 입력 가능, 불가능

방마다 회원이 채팅을 입력 가능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마다 채팅 설정이 다르더라도

한 번에 모든 방을 채팅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스빗메신저_특장점 02_회원 채팅 입력 가능, 불가능
stro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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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가능방 채팅 불가방



사이트가 없어도 가능한 회원관리

기존 사이트나 회원관리 시스템이 없더라도 바로 적용 가능하며,
기존 홈페이지나 회원관리 시스템이 있다면 회원의 이용 기간 관리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스빗메신저_특장점 03_회원관리
stro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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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 문자 듀얼 시스템

푸시를 이용하여 실시간 매수, 매도, 중요 알림을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의 스팸차단에서 자유롭고 푸시, 문자 듀얼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이 아닌 고객에게도 한 번의 신호로 동시 발송 가능합니다.

예스빗메신저_특장점 04_실시간 신호알림
strong point

전문가 화면 고객 스마트폰 화면1 고객 스마트폰 화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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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빗메신저_특장점 05_지난 대화, 신호 내역
strong point

예스빗 메신저는 당일 포함 5일간의 지난 대화와 지난 신호 내역을 별도로 볼 수 있어, 새로운 회원이
방에 들어왔을 때 빠른 포트 대응 및 방 분위기를 확인 가능하여 회원의 서비스 만족도를

바로 높일 수 있고, 기존 회원도 놓친 대화나 신호를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화 지난 신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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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빗메신저_특장점 06_추천 보유주 전광판
strong point

방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및 과거 매매했던 내역을 간편하게 기록하고
회원이 간편하게 조회 및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놓치는 종목이 없어져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천 보유주 전광판 종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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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빗메신저_특장점 07_매매인증, 이용후기
strong point

애플리케이션 안에 매매인증 사진 게시판과, 이용후기 게시판을 제공하여,
회원이 간편하게 이용후기 및 매매인증 사진을 올릴 수 있고,

관리자에서 작성된 매매인증 및 이용후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매인증 사진 게시판 게시글 이용후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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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빗메신저_특장점 08_투자 정보 게시판
strong point

투자 정보 게시판 제공으로 회원에게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또한 무료회원도 이용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매출 전환을 노릴 수 있습니다.

투자 정보 게시판 투자 정보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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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빗메신저_특장점 09_모바일 전문가용 메신저
strong point

모바일 전문가 메신저는 공간의 제약없이 시장상황에 맞게
전문가분들이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PC용 전문가 메신저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로그인 채팅화면 푸시&문자 듀얼 발송 방 접속화면 공지관리화면

13

*일부 기능은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대박이 방송화면 청인톡 방송화면

예스빗 메신저 서비스 커스텀 01_실시간 방송
custom

예스빗 메신저는 범용성 있는 커스텀 서비스로 고객 맞춤 기능 추가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커스텀을 통하여 메신저 내 실시간 방송을 구현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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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톡 따봉 선물하기 청인톡 따봉 선물하기 청인톡 따봉 선물하기

예스빗 메신저는 범용성 있는 커스텀 서비스로 고객 맞춤 기능 추가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커스텀을 통하여 메신저 내 회원이 선물을 구매 후 전문가에게 발송하는 기능을 구현 한 사례입니다.

예스빗 메신저 서비스 커스텀 02_전문가에게 선물하기 기능
cus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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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닷컴 인앱결제 주식인사이드 인앱결제 인베스팁 인앱결제

예스빗 메신저 서비스 커스텀 03_인앱결제
custom

예스빗 메신저는 범용성 있는 커스텀 서비스로 고객 맞춤 기능 추가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커스텀을 통하여 주식정보 앱 내 구글 인앱결제를 구현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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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톡 강의영상 청인톡 강의영상 청인톡 강의영상

예스빗 메신저 서비스 커스텀 04_유료 강의영상 스트리밍
custom

예스빗 메신저는 범용성 있는 커스텀 서비스로 고객 맞춤 기능 추가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커스텀을 통하여 주식정보 앱 내 강의 스트리밍 구현 및 유료결제 후 수강 기능을 구현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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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톡 강의영상 청인톡 강의영상

예스빗 메신저 서비스 커스텀 05_무료 강의영상 스트리밍
custom

예스빗 메신저는 범용성 있는 커스텀 서비스로 고객 맞춤 기능 추가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커스텀을 통하여 주식정보 앱 내 무료 강의 스트리밍 및 좋아요, 댓글작성 기능을 구현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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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톡 목표달성 청인톡 목표달성 청인톡 인앱결제

예스빗 메신저 서비스 커스텀 06_목표 달성시 종료 및 구글 인앱결제
custom

예스빗 메신저는 범용성 있는 커스텀 서비스로 고객 맞춤 기능 추가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커스텀을 통하여 목표 달성시 종료되는 프로그램 및 구글 인앱결제 기능을 구현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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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빗메신저_제작기간
production period

※아이폰의 경우 마켓 등록 심사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 1주일 이면
우리 회사만의 메신저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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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계약진행 맞춤디자인진행 개발진행 서비스오픈마켓등록

빠르고 정확한 프로세스와 수많은 제작 경험으로 메신저 도입의 초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21예스빗_고객사
company of customer

단 하나밖에 없는 증권전문 메신저 임대서비스!
이미 많은 증권 리딩 업체에서 예스빗을 선택하였습니다.

SINSUNG
I nves t  Ho ld 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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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기업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예스빗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