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톡톡메시지 안내 

MMS(이미지) 문자 서비스 

MMS(이미지) 건당100원 발송 비용을 

톡톡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MMS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1. 톡톡메시지 안내 

- 매장 홍보 문구  - 모바일 홈페이지 

- 매장 이미지 사진  - 080무료 수신거부 

주문콜 발생시 모든 소비자에
게 MMS 이미지 문자 
자동 발송 



2. 바로가기 아이콘 설치 

편리한 바로가기 설치! 

PRQ모바일홈페이지 첫 방문시에 바로가기 설치 알림창으로 

편리하게 핸드폰 바탕화면에 설치 가능! 

  

  

  



2. 모바일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무료 제작 

※ 샘플 홈페이지 주소 : 
http://prq.co.kr/prq/page/34 

유료 디자인 비용 
90,000원 



3. 080 자동 ARS 무료수신거부 서비스 

자동 ARS 연결 080-130-8119 

방송통신위원에 관련법에 의거 문자 홍보 메시지 
발송 시 꼭 080 수신거부 서비스를 이용해야지만 
홍보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080 수신거부 서비스가 없을 시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 

 

* 핸드폰번호 + 

수신거부 완료 



4. NAVER 지도 관리 

2. 홈페이지 등록 

• 톡톡메시지 모바일 

  홈페이지 등록 

3. 메뉴 등록 

• 매장 메뉴 등록 관리 

• 메뉴사진 등록 

1. 사진 등록 

• 매장사진 등록 

• 음식사진 등록 

“배달톡톡” , “톡톡메시지” 광고를 진행하는 모든 매장에 

네이버 지도 관리 서비스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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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톡톡메시지 서비스 요금 안내 

For 광고주 사용료 월27,500원(VAT포함) 

하나!  MMS 이미지 문자 자동발송 무료 

둘!     모바일 홈페이지 무료 제작/관리 

셋!     080 무료 수신거부 제공 

넷!     1개월 무료 사용(배달톡톡 가입 시 완전 무료 

For 협력사 배달톡톡 광고 가입 시 톡톡메시지 기본 무료 제공 

배달톡톡 (APP) 유료 광고 가입시 
 
톡톡메시지 서비스 무상 제공!!!! 



6. 영업 안내 

등록절차 

DB등록 

서류작성 

톡톡메시지
설치 

테스트 

• 가입 대상 상점 DB 리스트 등록 (본사등록대행) 

 - 책자 PDF파일 이메일 접수 : anpq@naver.com 

•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본사 제출) 

 - 카카오톡 -> 친구추가 “배달톡톡” 으로 서류 접수 

 
• 기본서류 : 가입신청서 작성 / 사업자사본 

• CID장비 확인 : 콜스타, 부르미, SeeID  3개 장비만 지원 

• CID장비가 없을 시 KT 유료 가입신청 월4,400원(VAT포함) 

• 통신사 확인 : SK , KT , LG  

• 무제한 문자 요금제 확인 : 월29,900원 이상 요금제 (114 문의) 

• 매장 PC에서 http://prq.co.kr/prq 접속 

• 하단에 “본사 원격 지원 설치” 클릭 

• 본사 전화 1599-7571 

• 설치 완료 후 매장에 전화 테스트 진행 

• 1분 후 MMS 문자 완료 시 설치 완료 

http://prq.co.kr/pr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