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adSoft URL연동 규약서

노마드소프트 http://noamdsoft.co.kr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142, 303동 202호 T.070-7918-6187 F.0504-390-1049

서비스 소개

WOORISMS Solution

우리SMS솔루션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나, 웹사이트, 쇼핑몰 등 고객사의 다양한 시스템에 메시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사에서 발송하는 메시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능소개
메시지 전송

단문발송 : 90Byte의 짧은 메시지 발송기능이며, 한글로 45자까지 가능
장문발송 : 2,000byte의 긴 장문 메시지 발송기능이며, 한글로 1,000자까지 가능
멀티발송 : 이미지와 장문(2,000자)을 발송 가능한 기능이며, 홍보 및 안내 메시지에 유용한 기능

메시지함관리
보낸 메시지함 : 발송처리 된 메시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날짜 및 발신번호 등 검색이 가능
예약 메시지함 : 정해짂 시간에 미리 메시지발송을 예약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잊기 쉽거나, 중요한 내용을
발송할 때 유용한 기능
주소록 관리
주소록관리 : 메시지 발송 시 등록된 주소록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발송 가능, 그룹 및 주소록 등록, 수정,
삭제 및 대량 등록 가능
결제충전관리
메시지 충전 : 메시지 발송을 위한 캐쉬 충전기능, PG사가 연결되어있어 카드,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가능
잒액조회 : 현재 충전된 캐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결제내역조회 : 기간조회를 통해 현재까지 충전한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서비스 적용사례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문자전송 시스템을 탑재 할 수 있습니다.

Nomad Soft

문자전송
메시지발송
보낸 메시지함
예약 메시지함
주소록관리
주소록대량입력(엑셀)
주소록대량입력(붙여 넣기)

결제하기
잔액조회
결제내역조회

문자전송 시스템 메뉴

기존 시스템(웹사이트)에 “문자전송”
메뉴를 추가하여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문자전송 시스템을 탑재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서비스 적용사례_반응형
시스템 구축 시 여러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으로 제작되어 웹, 스마트폰 및 스마트 기기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급한 볼일이 있거나 주말에 업무를 보실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업무에 도움을 드립니다.

Nomad Soft

문자전송
싞청번호 : 201412_04
과제번호 : YS201482
과제명 : 부속시설물의
개발
연구과제가 등록되었습니다.

메시지발송
보낸 메시지함
예약 메시지함
주소록관리
주소록대량입력(엑셀)
주소록대량입력(붙여 넣기)

결제하기
잔액조회
결제내역조회

스마트폰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사이즈가
조절됩니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이나 기타 스마트 기기에서도
적용됩니다.

URL연동
URL연동을 위해서 우선 우리문자 사이트 (http://woorisms.com)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사전 짂행해야 합니다.

연동URL
기능명

URL

SMS전송창

http://woorisms.com/sendMsg/send_message.asp?kind=SMS&frame=YES&id=testid&pw=testpw

LMS전송창

http://woorisms.com/sendMsg/send_message.asp?kind=LMS&frame=YES&id=testid&pw=testpw

MMS전송창

http://woorisms.com/sendMsg/send_message.asp?kind=MMS&frame=YES&id=testid&pw=testpw

보낸메시지함

http://woorisms.com/stat/my_stats.asp?frame=YES&timeKind=NOW&id=testid&pw=testpw

예약메시지함

http://woorisms.com/stat/my_stats.asp?frame=YES&timeKind=RESERVE&id=testid&pw=testpw

결제하기

http://woorisms.com/charge/charge.asp?frame=YES&id=testid&pw=testpw

잔액조회

http://woorisms.com/member/recent_pay.asp?frame=YES&id=testid&pw=testpw

주소록관리

http://woorisms.com/addr/add_group.asp?frame=YES&id=testid&pw=testpw

주소록대량입력(엑셀)

http://woorisms.com/addr/add_bulkin.asp?frame=YES&id=testid&pw=testpw

주소록대량입력(붙여넣기)

http://woorisms.com/addr/add_bulkin_pst.asp?frame=YES&id=testid&pw=testpw

결제내역조회

http://woorisms.com/charge/payments.asp?frame=YES&id=testid&pw=testpw

필드 설명
기능명

URL

kind

sms, lms, mms 종류 입력 대문자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frame

대문자 YES 입력하셔야 합니다.

id

우리문자 아이디

pw

우리문자 비밀번호

timeKind

NOW : 보낸메세지함 RESERVE : 예약메세지함

URL연동
직접 전송 URL
기능명

1. 전송 URL
2. 전달인자
id
pw
kind
rcvNum
sendNum
subject

deliveryTime
msg
encodeYN
returnURL

URL
http://woorisms.com/sendMsg/weburl.asp
우리문자 사용자ID(필수)
우리문자 사용자PW(필수)
SMS, LMS (발송종류 입력 / 대문자로 입력해주세요)(필수)
수싞자 번호(필수)
발싞자 번호(필수)
제목(장문일 경우만 입력하세요.)
예약발송 시각(미입력시 즉시발송)
ex) 2016-06-30 15:22 (반드시 24시 형식으로 예제와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전송할 내용(90Bytes가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LMS로 발송됩니다.)(필수)
Y : 메시지내용,제목 encoding 해서 보낼 경우
N : 메시지내용,제목 encoding 하지 않고 보낼 경우
문자를 전송한 후 입력한 URL 로 결과값을 인자로 가지고 이동됩니다.

사용 예제
기능명
1. GET방식

2. FORM방식

URL
http://woorisms.com/sendMsg/weburl.asp?id=test&pw=pw&rcvNum=01012341234&sendNum=0104321432
1&subject=제목&msg=전송할내용&returnURL=http://abc.com/test.asp
- 동보전송 시 rcvNum에 01012341234,01043214321 과 같은 형식으로 구분자를 , 문자로하여 수싞번호를
여러개 적어주시면 됩니다.
<form name="frmSMS" method="post" action="http://woorisms.com/sendMsg/weburl.asp">
<input type="hidden" name="id" value="test">
<input type="hidden" name="pw" value="password">
<input type="hidden" name="kind" value="SMS">
<input type="hidden" name="rcvNum" value="01012341234">
<input type="hidden" name="sendNum" value="01043214321">
<input type="hidden" name=“deliveryTime" value=“2016-06-30 15:22">
<input type="hidden" name="subject" value="제목">
<Input type="hidden" name="msg" value="전송할 내용">
<Input type="hidden" name="encodeYN" value="N">
<input type="hidden" name="returnURL" value="http://woorisms.com/test.asp">
</form>
- 해당 FORM을 Submit 하시면 전송됩니다. - 동보전송 시 rcvNum에 01012341234,01043214321 과 같은
형식으로 구분자를 , 문자로하여 수싞번호를 여러개 적어주시면 됩니다.

URL연동
결과 출력
기능명

URL

1. 성공

“OK” - OK | 발송건수

2. 실패

"0“ - 아이디 미입력 오류
"1“ - 비밀번호 미입력 오류
"2“ - 발송종류 입력 오류
"3“ - 회싞번호 미입력 오류
"4“ - 수싞번호 미입력 오류
"5“ - 본문 미입력 오류
"6“ - SMS 내용 길이 오류
"7“ - LMS 제목 길이 오류
"8“ - LMS 내용 길이 오류
"9“ - 발송 건수 오류
"10“ - 아아디, 비밀번호 오류
"11“ - 잔액 검사 오류
“12” – SMS 또는 LMS 발송 제한
“13” – 미등록 회싞번호 제한
“14” – 예약시각 형식 오류

3. ReturnURL을 지정했을 때

- 상기의 에러코드를 ReturnURL?result=OK 의 형태로 ReturnURL로 넘겨줍니다.
- ReturnURL 페이지에서 result 값을 읽어서 코드값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MMS URL연동
직접 전송 MMS URL
기능명

1. 전송 URL
2. 전달인자
id
pw
file
rcvNum
sendNum

deliveryTime
subject
msg
encodeYN
returnURL

URL
http://woorisms.com/sendMsg/weburl_mms.asp
우리문자 사용자ID(필수)
우리문자 사용자PW(필수)
파일 데이터(필수)
수싞자 번호(필수)
발싞자 번호(필수)
예약발송 시각(미입력시 즉시발송)
ex) 2016-06-30 15:22 (반드시 24시 형식으로 예제와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제목(장문일 경우만 입력하세요.)
전송할 내용(90Bytes가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LMS로 발송됩니다.)(필수)
Y : 메시지내용,제목 encoding 해서 보낼 경우
N : 메시지내용,제목 encoding 하지 않고 보낼 경우
문자를 전송한 후 입력한 URL 로 결과값을 인자로 가지고 이동됩니다.

사용 예제
기능명

1. FORM방식

URL
<form name="frmSMS" method="post" enctype="multipart/form-data" action="http://woorisms.com/send
Msg/weburl_mms.asp">
<input type="hidden" name="id" value="test">
<input type="hidden" name="pw" value="password">
<input type="hidden" name="kind" value="SMS">
<input type="hidden" name="rcvNum" value="01012341234">
<input type="hidden" name="sendNum" value="01043214321">
<input type="hidden" name=“deliveryTime" value=“2016-06-30 15:22">
<input type="hidden" name="subject" value="제목">
<Input type="hidden" name="msg" value="전송할 내용">
<Input type="hidden" name="encodeYN" value="N">
<input type="hidden" name="returnURL" value="http://woorisms.com/test.asp">
<input type=“file" name=“file”>
</form>
- 해당 FORM을 Submit 하시면 전송됩니다. - 동보전송 시 rcvNum에 01012341234,01043214321 과 같은
형식으로 구분자를 , 문자로하여 수싞번호를 여러개 적어주시면 됩니다.

MMS URL연동
결과 출력
기능명
1. 성공

2. 실패

URL
“OK” - OK | 발송건수
"0“ - 아이디 미입력 오류
"1“ - 비밀번호 미입력 오류
"3“ - 회싞번호 미입력 오류
"4“ - 수싞번호 미입력 오류
"5“ - 본문 미입력 오류
"6“ - SMS 내용 길이 오류
"7“ - LMS 제목 길이 오류
"8“ - LMS 내용 길이 오류
"9“ - 발송 건수 오류
"10“ - 아아디, 비밀번호 오류
"11“ - 잔액 검사 오류
“12” – SMS 또는 LMS 발송 제한
“13” – 미등록 회싞번호 제한
“14” – 예약시각 형식 오류

“21“ - 이미지 파일 사이즈가 300KB 초과
“22“ – 확장자가 jpg 파일이 아닌 경우
“23“ – 이미지 파일 미첨부
3. ReturnURL을 지정했을 때

- 상기의 에러코드를 ReturnURL?result=OK 의 형태로 ReturnURL로 넘겨줍니다.
- ReturnURL 페이지에서 result 값을 읽어서 코드값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마드소프트 http://nomadsoft.co.kr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142, 303동 202호
T.070-7918-6187 F.0504-390-1049
E-mail: sms@nomadsoft.co.kr

김상훈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