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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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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계 1위 뿌리오

2) 뿌리오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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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URIO는 문자, 080광고/선거문자, 카카오 알림톡/친구톡, 인터넷팩스, 대량메일,

모바일쿠폰을한번에보낼수있는마케팅커뮤니케이션전문서비스입니다.

16년 연속 랭키 1위 뿌리오

PPURIO 제안서

Marketing Communication

뿌리오소개

문자 / 080문자 카카오 알림톡/친구톡 인터넷팩스 대량메일 모바일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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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알림 커뮤니티 신뢰

이벤트 및 프로모션 홍보, 선거 등

문자,메일,팩스,모바일쿠폰 등을 통한

다양한 마케팅 진행이 가능합니다.

행사, 경조사 안내, 공지사항 전달 등

가장 쉽고 빠르게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 동문/동창회, 스터디 모임 등

어떠한 성격의 모임에서든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인증마크, 인터넷진흥원의

ISMS-P 인증체계 취득을 통한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PURIO 제안서
뿌리오소개

다양한 뿌리오 활용사례

뿌리오 바로가기 →

https://www.ppurio.com/mgr/index.qri
https://www.ppurio.com/mgr/index.qri


뿌리오 특장점

02

1) 보안 및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

2) 다양한 서비스 이용방법

3) 합리적인 가격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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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국내최고등급
보안인증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인증

랭키닷컴 SMS분야
16년연속업계 1위

KOSPI 상장기업
다우기술운영

인증범위 : 인터넷 발송(뿌리오) 서비스 운영
유효기간 : 2020.03.25 ~ 2023.03.24

인증서보기

• 개인정보 보안 최고등급 ISMS-P 획득,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이트 인증

• 랭키닷컴 16년 연속 업계 1위, KOSPI 상장 다우기술 운영

• SKT, KT, LGT 통신3사 직접연결로 전송품질 우수

• 문자, 장문, 포토, 팩스, 메일, 모바일쿠폰, 카카오톡까지 다양한 서비스

• 웹, 모바일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까지 다양한 이용환경 제공

PPURIO 제안서
뿌리오특장점

“뿌리오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https://www.ppurio.com/static/ppurio30/html/privacy/isms_certification.html
https://www.ppurio.com/static/ppurio30/html/privacy/isms_certific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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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URIO 제안서

[ PC 웹 ] 

[ 모바일웹 ]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 

단문, 장문, 포토, 080광고/선거문자, 팩스, 모바일쿠폰, 대량메일, 알림톡/친구톡 까지

다양하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뿌리오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C에서 인터넷 브라우저 실행 없이, 클라이언트를 통하여 간편하게 뿌리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뿌리오특장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어디에서도 가장 편리하게 뿌리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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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오는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놓칠 수 없는 우수회원 혜택 또한 확인하세요.

회원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부터 이달의 혜택 제공!

PPURIO 제안서
뿌리오특장점

“최대 58% 할인 문자씨앗 등 합리적인 가격정책 및 다양한 회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

https://www.ppurio.com/mgr/DFSeedEvent.qri
https://www.ppurio.com/mgr/DFSeedEvent.qri
https://www.ppurio.com/mgr/DFSeedEvent.qri?act=init&seed_type=fax_seed
https://www.ppurio.com/mgr/DFSeedEvent.qri?act=init&seed_type=fax_seed
https://www.ppurio.com/mgr/DFPointMall.qri?act=guide
https://www.ppurio.com/mgr/DFPointMall.qri?act=guide


10

PPURIO 제안서

모든 기업이 신청 가능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공공기관, 단체, 

국회의원 등

“뿌리오는 업계 유일 기업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떤 결제 수단으로든 납부 가능

일반결제 : 무통장입금/전용계좌/카드결제 등

자동이체 : 신용카드/통장

기본료 0원, 사용한 요금만 청구

기본료 없이 사용금액에 대하여 익월 청구됩니다.

뿌리오특장점

기업후불 자세히보기 →

https://www.ppurio.com/mgr/DFLanding.qri?page=postpaid
https://www.ppurio.com/mgr/DFLanding.qri?page=post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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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URIO 제안서

“ 이미수많은 ‘정부기관, 교육기관, 쇼핑/금융, 의료/건설등
다양한업체에서뿌리오를이용중입니다. ”

뿌리오특장점



회사 소개

03

1) 다우기술 소개

2) 다우키움 그룹사



기업 개요
다우기술은 36년 동안 국내 IT 산업을 이끌어온 벤처 1세대 기업입니다
‘세상에 많은(다 多) 도움을 준다(우 佑)’는 의미의 사명을 바탕으로 고객의 변화와 혁신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다우기술

회사명 설립일

1986년 1월 9일

대표이사

김윤덕

상장일

1997년 8월 27일

종업원 수

572명

자산총액

1조 521억

영업이익

462억

매출액

2,729억

[2021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연혁
초기 DBMS의 대중화와 인터넷 활성화에 앞장선 다우기술은 2000년 이후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였습니다.
그룹웨어와 데이터센터 사업 진출에 이어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및 온라인 커머스 영역까지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전달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1986

1987
1980’s 다우기술 설립

Informix 사업

1990’s 1995

1997

넷스케이프 사업

한국거래소 상장

2000’s

2010’s

2000

2001

2008

키움증권(주) 설립

기업용 문자메시지 사업 '뿌리오' 출시

유니텔네트웍스(주) 합병, 테라스테크놀로지 합병

2010

2013

2014

2016

2017

2018

모바일 쿠폰 서비스 ‘도넛북’ 오픈

IDC사업 진출

차세대 그룹웨어 ‘다우오피스’ 출시

자체 IDC센터 ‘마포IDC’ 오픈

대량메일 서비스 ‘비즈메일러’ 영업양수

쇼핑몰 통합관리 서비스 ‘사방넷’ 합병



사업 영역
다우기술은 온오프라인 마케팅 툴을 제공하는 'Marketing Communication 사업', 전자상거래를 위한 'Commerce 사업',
최상의 기업 인프라를 제공하는 'Biz Infra 사업', 'Financial IT 사업'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비즈니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기업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마케팅 파트너 One-Stop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온라인 커머스 시장 성장에 발맞추어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인프라와 업무용 서비스

오랜 IT서비스 경력과 연구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 IT 전문 서비스

국내 시장점유율 1위 키움증권 시스템 운영 노하우로
국내·외 BFSI(은행, 금융, 보험)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우키움 그룹
다우키움그룹은 다우기술의 IT분야로 시작하여, 온라인 중심의 금융, 컨텐츠,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을 다각화 하였으며,
각 분야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IT Finance Contents
& Service

Global
Business



해외사업
다우키움그룹은 미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프랑스에 진출하여 IT, 금융,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판매서비스를 포함한 글로벌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Delitoon SAS

다우대련

사업제휴, 투자, 신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적 기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그룹 자산을 관리하며

현지업체와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메일 보안 솔루션을 중심으로 일본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우기술 자사개발 서비스의 일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웹툰 #1 플랫폼 기업으로 한국 컨텐츠를

프랑스와 독일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우재팬

키움증권 인도네시아/키움자산운용인도네시아

키움증권 인도네시아와 키움자산운용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에서 현지금융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파트너: Ampere, CTCSP, SecuAvail, NTT그룹, Hitachi그룹 등

China

France

Japan

Indonesia

다우싸인

다우싸인은 베트남에서

SSL 인증 보안사업과 함께

현지 IT 서비스를 수행 중입니다.

Vietnam

일본에서 유료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며, 일본 콘텐츠 기업과
작품 교류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Lezhin Entertainment, Corp

미국 등 영미권 시장에서
유료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며, 
남미 웹툰 시장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Lezhin Entertainment, LLC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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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