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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One2One e-Marketing을 위한”

E-mail Marketing Solution
EON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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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시대의 e-Marketing은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고객관계유지, 기업의 로열티 강화, 고객으로부터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eCRM이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CRM 중요성이 거론되는 이유는 인터넷 사용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대고객 접점으로서의 인터넷 중요성이 커졌고, 이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eCRM전략을 실행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E-mail Marketing 입니다. 

기존 매스마케팅 개념의 신문 전단광고나 우편으로 고객에게 상품정보를 우송하는 시대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강력한 마케팅 수단인 E-mail Marketing은 기존 우편을 활용한 광고나 인터넷 배

너광고가 1%의 기대효과를 보여주는데 비해 E-mail Marketing은 무려 5 ~ 20%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E-mail을 이용하므로 비용 또한 비교할 수 없이 파격적입니다. 

e-Marketing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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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마케팅 이란 ?

E-mail Marketing은 “E-mail이라는 채널을 이용하여 마케터가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여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고객
관리 활동입니다.

E-mail Marketing 개념

E-mail Marketing은 가장 주요한 마케팅 수단입니다. 다른 Offline 매체와 비교하여 홍보비용
이 저렴하며, 메일발송과 동시에 고객의 응답이 수집되어 2일 이내에 80% 이상의 고객반응을
수집할 수 있으며 고객의 관심 및 선호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E-mail Marketing 효과

1. 고객 개개인의 성향 및 관심에 적합한 원투원 타겟 마케팅이 가능합니다.(개인화 마케팅)

2. E-mail 마케팅은 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3. 최신정보기술을 이용한 분석정보 제공으로 e-CRM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E-mail은 우편, 신문 방송 등 타 매체에 비하여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매체입니다.

5. E-mail마케팅은 허락된 고객에게 고객의 관심분야와 성향에 적합한 정보제공을 함으로 Spam

Mail과는 기본적으로 구분됩니다.(Permission Marketing)

6. E-mail마케팅과 홈페이지와 연동을 통하여 직접적인 구매 프로세스가 가능합니다.

7. E-mail마케팅DB와 영업DB를 연동하여 2차 캠페인을 전개하여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DB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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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금융권, 인터넷기업, 관공서 등 국내 대다수 기업(약 1000개 이상)에서 E-mail Marketing Solution
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고객( 언론기관 기자, Online/Offline 고객, 사내 직원, 기간시스템 list 등)에게 다양한 업무
(기관홍보, 정보제공, 업무관련 주요자료 제공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EON 제품은 대기업 및 금융권, 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으며
특히 굿모닝신한증권, 동양증권, 키움증권, 대한화재, 현대건설, 포스코, 풀무원, 제일모직 등 대기업 및
금융권에서 고객관리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활용 사례
- 배경 : 기업 홍보/마케팅업무(아파트분양정보, 신상품홍보, 행사/이벤트 안내, 정기Newsletter/웹진, 

신상품홍보, 설문조사, 언론기관 정보제공 등)를 E-mail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수행하고 캠페인
결과를 분석하여 인구통계학적 선호도 분석, 고객의 Need, 전달율/수신율 분석을 통한
고객중심적 대고객 e-서비스 필요성 발생

- 사용부서 : 고객 부서, 홍보(마케팅)부서, 영업부서, 전산부서, 설문조사부서, 홍보부서 등

- 발송대상 : Online/Offline으로 관리되는 회원DB, 별도 고객list 파일, 언론기관기자, 홈페이지 DB 등

- 서비스내용 : 상품홍보메일, 기업홍보메일, 언론사 정보제공 메일, 고객관리메일 등

- 기대효과 : 
E-mail을 이용하므로 비용 절감, 신속한 서비스, 찾아가는 대고객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고, 개인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의 실시간 효과분석으로
고객의 Need파악할 수 있어서 고객관계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기업체 E-mail 마케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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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마케팅 솔루션 EON

EON e-Campaign

고객 또는 홍보부서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시점에 각종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쉽고 안정적으로 발

송하고 그 결과(효과)를 집계,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상품 홍보, 각종 자료제공 등 다양한

대고객 서비스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Survey 시스템은 홈페이지 형태의 수동형 설문 시스템이 아닌 E-mail을 통한 찾아가는 능동형

설문 솔루션으로서 업무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E-mail을 이용하여 쉽고 · 빠르게 실시하

고 실시간 결과집계가 가능하며 비용이 절감됩니다. 특히 설문서를 Word 작성하듯 만들 수 있는

편집기가 내장되어 있어서 누구나 E-mail 설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ON 제품

EON e-Survey

EON Event Trigger

영업 또는 전산부서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반복하여야 하는 주요한 영업업무(만기안내 통보 및 대

체상품추천, 거래내역(카드/원장), 대출내역통보 등) 및 고객관리업무(생일축하,결혼기념메일 등)

관련 메일을 자동화 시켜주는 솔루션입니다.

EON Solution은 Online/Offline 고객, 사내직원, 언론기자, 관계사 등 회사 관련 대상에게 다양한

정보성, 홍보성, 업무성 E-mail을 신속 · 정확하게 보내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 분석할 수

있는 대용량 E-mail 발송 시스템입니다.

EON Solution은 E-mail Marketing 목적에 따라 3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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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ON e-Campaign Solution

EON e-Campaign은 다양한 고객 Segment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E-mail을 통하여 보

내주는 솔루션으로 ① 개인화된 메일 작성, ② 발송 결과 집계(수신율, 반응율, 오류율), ③

반응분석(인구통계학적 분석, 고객별 반응분석, OLAP분석, 다차원분석), ④ 오류 분석 및 처리

⑤ 다양한 고객선정, ⑥ 자체 개발한 고속발송엔진 등 다양한 기능으로 차별화된 E-mail 마케

팅 서비스를 가능토록 합니다.

특히 EON e-Campaign는 기업 내 늘어나는 정보수요와 고객들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개발된 고객관리 시스템입니다.

고객관리 및 마케팅부서의 마케팅 관련 업무 생산성 향상, 획기적인 비용을 절감(우편/신문대

비), 다양한 캠페인 전개, 결과의 다양한 분석으로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고객에 대한 귀사

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EON e-Campaign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e-CRM Service를 위한 기틀 마련에 필

수적인 솔루션으로 제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이미 다수 고객사에서 인정 받은 검증된 제품입

니다.

1.1  EON e-Campaign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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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mail서비스 필요성

■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

- 홈페이지 위주의 찾아오는 서비스만으로는 대고객 서비스의 한계점 발생

- 회사내 각종 정보를 대내외 대상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

(offline의 우편물, 홈페이지 자료실, 홈페이지 웹진 등에 의존)

- 제공하는 서비스 효과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 이로 인한 서비스의 개선 방향 수립 또는 고객의 Need를 파악하기 어려움

■ EON e-Campaign 장점

- E-mai 채널을 이용하므로 찾아가는 고객지향적 서비스체계 구축이 가능

- 마케팅부서에서 언제든지 캠페인 전개가 가능하므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캠페인 효과를 실시간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어서 마케팅 전략수립에 효과적을 활용

- 회사내 각종 정보(뉴스레터,웹진)를 E-mail로 제공하므로 회사 이미지 강화

- 늘어나는 정보수요와 다양한 정보요구를 시스템을 통한 자동화 가능

- 신상품홍보/이벤트행사 등을 우편/신문에서 E-mail로 전환 함으로서 비용/인력/시간의 절감

- 타겟마케팅이 가능하여 필요한 고객에게만 원하는 정보를 제공

- 이메일 마케팅 결과 대한 개인별, 선호도별, 인구통계학적으로 다차원 반응분석 가능

1. EON e-Campaig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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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고객 선정(기존고객, 온라인/Offline고객, 
관계사, 언론기관, 사내 직원 등)

캠페인
결과 측정 반응 획득 및 관리

캠페인 실행

고객반응분석

캠페인
기획 및 디자인

Closed Loop EONTM e-Marketing

EON e-Campaign

EON e-Campaign은 캠페인 기획, 실행, 결과분석 등 One To One Target 마케팅 과정을 지

원하는 고객관리/홍보/전산 부서를 위한 대용량 E-mail 마케팅 솔루션입니다.

1.3  EON e-Campaign 구성도

1. EON e-Campaig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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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ON e-Campaign 특징

EON e-Campaign은 다음 7가지 목표로 개발된 JAVA based Web Solution 입니다.

 발송능력 : 자체 개발한 EON SMTP 발송서버로 고속발송 지원

(개인화 메일 : 시간당 10~15만통 발송, 동보성 메일 : 시간당 100만통 발송)

 분석성 : 메일 발송 결과에 대한 반응결과를 실시간으로 다양하게 분석 가능

(Advanced Analysis - OLAP수준의 실시간 다차원 분석 보고서제공 )

 통합성 : Pure Java로 개발된 Web based Solution으로 귀사 전산 인프라에(H/W,OS)에 통합적

으로 사용 가능하고 다양한 고객 Data(CRM,DW,매매DB, 고객DB 등)와 쉽게 연동 가능

 분산성 : 분산시스템 아키텍쳐로 설계되어 고객 증가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

 편의성 : DB Marketing의 핵심 프로세스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직관적이고 쉬운 User 

Interface로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기능성 :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타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부가 기능(미확인

대상자 재발송, 예약발송 등)을 제공하며 오류메일에 대한 철저한 사후 분석 및

처리 프로세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확장성 : 다국어처리 아키텍쳐로 개발되어 향후 Global Service에 대처 가능(Option)

1. EON e-Campaig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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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기획

EON
TM 

e-Campaign 

Customer relationship 

lifecycle!

Content 작성

목표고객설정 및 분류

Pre Test 및 발송발송 후 처리

캠페인 결과 측정 및
고객행동 분석

(다차원분석 OLAP)

1. EON e-Campaig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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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ON e-Survey Solution

EON e-Survey는 신상품 기획 및 만족도조사 등 다양한 고객 의견 수집에 필수적인 설문전

용 E-mail Survey System 입니다.

EON e-Survey를 이용하여 수집된 Data를 이용하여 시장 및 고객 Need를 파악할 수 있고 고

객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EON e-Survey는 기존 홈페이지에서 실시하는 수동적 e-Survey가 아닌 E-mail을 이용한 능

동적인(찾아가는) e-Survey로 빠르고 정확한 설문 진행이 가능하며 수집된 정보 또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고객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과학적인 정보 수집을 통한 상품기획의 피드

백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EON e-Survey는 비 전문가라도 쉽게 E-mail설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문서 전용 편

집기가 내장되어 워드작성 하듯 설문서를 만들 수 있고, 참여한 설문 결과를 실시간으로 집

계하며 다양한 분석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를 Download(Excel,text 등) 하여 Offline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1  EON e-Survey 개요



12

2.2  E-mail 설문조사 필요성

■ 기존 설문조사의 문제점

- 온라인 설문 채널 부재하여 Offline(우편,전화)로 설문조사 실시

- 설문 조사로 관련 비용의 발생, 조사기간 과다 소요, 설문 참여 미흡 등 문제점 상존

- 설문 집계의 수작업 처리에 의한 인적,시간적, 비용적 손실 발생

- 설문 재발송이 어렵고 실시간 설문집계 분석/다차원 분석 등의 한계점 발생

■ EON e-Survey(E-mail설문) 장점

- 우편이 아닌 E-mail를 이용하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발송할 대상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므로 높은 응답율 및 신뢰도 확보

- E-mail로 설문을 진행하므로 24시간 언제든지 설문을 실시 가능

- 설문 작성 과정이 단순하여 현업부서에서 직접 설문 진행

- 설문 시작과 동시에 사용자 설문 응답 결과를 실시간 집계 분석 가능

- 설문 결과 다운로드 기능(엑셀, 텍스트 등)을 이용한 업무에 자료 활용 가능

- 단/복식, 주/객관식 혼용 등 다양한 설문 유형 지원

- 시스템를 이용하므로 오류가 적고 실시간 설문집계가 자동으로 처리

- 개인별 설문결과 뿐만 아니다 인구통계학적 다차원 빈도분석 리포트 제공

2. EON e-Survey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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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N e-Survey는 고객의견 수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각종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E-mail  Survey 전용 솔루션 입니다.

EON e-Survey Server

Content Manager

Target Manager

SMTP Manager

Response Manager

Web
Server

Customer

설문응답
Customer

Information

Survey Data

2. EON e-Survey Solution

2.3  EON e-Survey 시스템 구성도

Advanced Survey 
Analysis

Survey 

Information

설문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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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ON e-Survey 특징

2. EON e-Survey Solution

① 설문작성에서 실시간 결과분석까지 전과정을 현업부서에서 간단하게 처리

② html을 모르는 사용자도 쉽게 설문작성 가능한 전용 편집기 내장 (WORD 작성 수준)

③ 다양한 설문 유형 설정 : 모든 설문 문제 유형을 지원

( 유형 : 복합형설문서/단독선택형/복수선택형/순위형/이동형/서술형 등 )

④ 설문시작과 동시에 설문 응답 및 결과 실시간 집계 · 분석

⑤ Advanced Survey Analysis : 단순 설문 결과 집계 수준 이상의 다차원 분석 리포트 제공

⑥ 설문결과 Download 기능으로 별도 업무 보고서에 재활용 가능

⑦ 다양한 활용 분야

- 연구기관 : 정부 정책수립에 관한 기술정보 수집 설문조사 (관련 연구원 및 교수 대상 발송) 

- 일반부서 : 연구 설문 조사 및 사내외 각종 설문조사 도구로 활용

- 관 공 서 : 관련 주민을 대상으로 신제도에 시행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 대 기 업 : 방대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조직(지점,해외포함)내 각종 자료조사 수단

- 홍보부서 : 신상품 기획 또는 마케팅을 위한 사전 시장 자료 수집, 각종 프로모션의 효과

Monitori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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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ON Event Trigger 개요

> 기존고객 유지를 위한 고객 수익성 증대
>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고객관리강화 및 고객행동의 파악
> 편리한 Event Rule 등록 및 Content 변경을 통한 지속적인 다양한 고객서비스 개발 가능
> e-메일마케팅 반응정보 분석을 통한 Re-Targeting 등 Targeting 정교화 지원

> 증권사(Premium Monthly/Daily,금주이슈, 해외증시, 월간거래내역 등)

> 만기/해지안내, 분납안내, 만기(2달전/1달전/15일전) 안내 및 대체상품

추천, 계약변경안내, 대출내역 등 영업관리시스템

> 회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등 각종 고객관련 시스템

> CRM 및 DW에서 제공되는 각종 캠페인 또는 이벤트 정보

EON Event Triggered Campaign은 고객 relationship에 의한 process 및 고객접점

시스템 업무를 완전하게 지원하는 Rule & Event Based 고객관리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 획득된 고객정보 및 Event정보를 기반으로 사전에 정의된 Rule에 의한 대상고객 및 Content추출

> 자동화된 Triggered 시스템에 의한 메일 발송 및 발송 결과의 집계

> 발송결과에 대한 고객반응, 고객관심항목의 수집 및 분석

3. EON Event Trigger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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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ON 시스템 구성도
E

O
N

W
E

B

EON DB

mail Server

mail Server

Campaign 

Plan/Targeting

Event/Rule 

Set up

Feedback

Event Triggered

가입 축하 메일

Web Site

영업관리 시스템

Campaign 

Analysis

Biz. View

신용카드 명세서

DB Marketing

mail Server
설문
응답

Web Site  

자동 설문 실시

설문 응답

e-Survey 

Plan/Targeting 

대출상품
추천메일

웹 페이지 방문

EON e-SurveyEON e-Campaign EON Event Trigger

http://www.compaq.co.kr/products/server_family.asp?pg=4&family=5500/550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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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사양 권장 사양

CPU Pentium Ⅲ 600Mhz 이상 Pentium Ⅲ 800Mhz 이상 (Dual)

Memory 512M 이상 1G 이상

Disk 36G 이상 50G 이상

OS UNIX (IBM AIX,Solaris), NT4.0, Linux Windows 2000서버, Unix(Solaris)

DBMS DB2, Informix, MS SQL Server (권장), Oracle(권장)

사용자 환경 Internet Explorer 6.0

기타 해당 Spec은 발송량 및 발송주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저희 EON 제품군은 100%  Java로 개발된 Web Based Solution이므로 고객의 전산환경
(H/W, OS, DBMS)에 따라 통합된 Platform으로 제공 가능 합니다.

또한 다양한 CRM / DW / Online / 고객DB(Oracle, DB2, MS SQL등)와 연동하여 빠른
Data 추출이 가능합니다.

5. EON System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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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ON 활용 사례

행사 안내 메일 사례

웹진 메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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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원장메일 샘플 (보안메일)

6. EON 활용 사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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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메일 및 결과리포트 샘플

실시간 설문결과 리포트
=>

6. EON 활용 사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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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ON 활용 사례 (계속)

간편한 조사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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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ON 활용 사례 (계속)

기업체 상품홍보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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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실적

공
공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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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실적(계속)

공
공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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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6. 주요 실적(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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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금
융

6. 주요 실적(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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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6. 주요 실적(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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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EON Solution은 귀사의 e-Business 부문에

최고의 기술과 최선의 노력을

펼쳐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 합 니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