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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본 문서는 카카오 알림톡 발송을 위한 API 로 대형네트웍스를 통해 발송 되는 카카오
알림톡을 위한 API 문서 입니다.
본 문서는 http 프로토콜을 통해 POST method 를 사용하여 전송하고 json 형식의 결과
수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API 스펙
2.1 API 서버 Host
운영서버 : http://o2omsg.com/bizmsgapi/alimtalk2nd
2.2 알림톡 발신 방법
본 API 를 이용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운영서버에 회원가입 및 발신프로필과 사용하고자
하는 템플릿이 등록 되어 있어야 함.
[ Request ]

-

method : POST
parameter
HEADER
키

타입

필수

설명

Authorization

text

Y

키

타입

필수

tmp_number

text

Y

템플릿 코드

kakao_sender

text

Y

발신 전화번호

kakao_phone

text

Y

수신 전화번호

kakao_name

text

N

#{고객명} 변수에 들어갈 이름

kakao_add1

text

N

#{추가정보1} 변수에 들갈 내용

발신프로필키

FIELDS
설명

kakao_add2

text

N

#{추가정보2} 변수에 들갈 내용

kakao_add3

text

N

#{추가정보3} 변수에 들갈 내용

kakao_add4

text

N

#{추가정보4} 변수에 들갈 내용

kakao_add5

text

N

#{추가정보5} 변수에 들갈 내용

kakao_add6

text

N

#{추가정보6} 변수에 들갈 내용

kakao_add7

text

N

#{추가정보7} 변수에 들갈 내용

kakao_add8

text

N

#{추가정보8} 변수에 들갈 내용

kakao_add9

text

N

#{추가정보9} 변수에 들갈 내용

kakao_add10

text

N

#{추가정보10} 변수에 들갈 내용

kakao_2nd

text

N

알림톡 실패시 문자 발송이 필요한
경우 ‘Y’ 를 입력.

kakao_url1_1

text

N

버튼1-1 URL에 변수가 있을시
들어갈 URL

kakao_url1_2

text

N

버튼1-2 URL에 변수가 있을시
들어갈 URL

kakao_url2_1

text

N

버튼2-1 URL에 변수가 있을시
들어갈 URL

kakao_url2_2

text

N

버튼2-2 URL에 변수가 있을시
들어갈 URL

kakao_url3_1

text

N

버튼3-1 URL에 변수가 있을시
들어갈 URL

kakao_url3_2

text

N

버튼3-2 URL에 변수가 있을시
들어갈 URL

kakao_url4_1

text

N

버튼4-1 URL에 변수가 있을시
들어갈 URL

kakao_url4_2

text

N

버튼4-2 URL에 변수가 있을시
들어갈 URL

kakao_url5_1

text

N

버튼5-1 URL에 변수가 있을시
들어갈 URL

kakao_url5_2

text

N

버튼5-2 URL에 변수가 있을시
들어갈 URL

[ 발송 예제 PHP ]
- 발신프로필키 : a248d371d9df83226e8ba6d1172afe426x18e3x6
*** 본 발신키는 예제를 위해 임의 생성한것 임.
- 템플릿 CODE : REG01
- 템플릿 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명}회원님
대형네트웍스입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영업시간 : #{추가정보1}
-정기휴일 : #{추가정보2}
-문의 : #{추가정보3}
감사합니다.

PHP Code
--------------------------------------------------------------------------------------------------------

$headers = array(
"Content-Type: application/json; charset=utf-8",
"Authorization: a248d371d9df83226e8ba6d1172afe426x18e3x6"
);
$parameters = array(
"tmp_number" => “REG01”,
"kakao_sender" => “1522-7985”,
"kakao_name" => “홍길동”,
"kakao_phone" => “010-1234-4567”,
"kakao_add1" => “09:00 ~ 18:00”,
"kakao_add2" => “매주 토/일 휴무”,
"kakao_add3" => “1522-7985”,
"kakao_add4" => “”,
"kakao_add5" => “”,
"kakao_add6" => “”,
"kakao_add7" => “”,
"kakao_add8" => “”,
"kakao_add9" => “”,
"kakao_add10" => “”,
"kakao_2nd" => “Y”,
"kakao_url1_1" => “http://o2omsg.com”,
"kakao_url1_2" => “http://o2omsg.com”,
"kakao_url2_1" => ””,
"kakao_url2_2" => ””,
"kakao_url3_1" => ””,

"kakao_url3_2" => ””,
"kakao_url4_1" => ””,
"kakao_url4_2" => ””,
"kakao_url5_1" => ””,
"kakao_url5_2" => ””
);
$curl = curl_init();
curl_setopt($curl, CURLOPT_URL, "http://o2omsg.com/bizmsgapi/alimtalk2nd");
curl_setopt($curl, CURLOPT_HTTPHEADER, $headers);
curl_setopt($curl, CURLOPT_POSTFIELDS, json_encode($parameters));
curl_setopt($curl, CURLOPT_POST, true);
curl_setopt($curl, CURLOPT_NOSIGNAL, true);
curl_setopt($curl, CURLOPT_VERBOSE, false);
curl_setopt($curl, CURLOPT_FOLLOWLOCATION, true);
curl_setopt($curl, CURLOPT_SSL_VERIFYHOST, false);
curl_setopt($curl, CURLOPT_SSL_VERIFYPEER, false);
curl_setopt($curl, CURLOPT_RETURNTRANSFER, 1);
$response = curl_exec($curl);
-------------------------------------------------------------------------------------------------------------[ 수신결과 ]
-

성공
{"response_code": "0", "response_message":"success"}
발신 알림톡 내용
-----------------------------------------------안녕하세요. 홍길동회원님
대형네트웍스입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영업시간 : 09:00 ~ 18:00
-정기휴일 : 매주 토/일 휴무
-문의 : 1522-7985
감사합니다.
------------------------------------------------

-

알림톡이 발송이 실패 할 경우
동일한 내용은 LMS 혹은 SMS 를 발신 함.

-

실패
{"response_code": "102", "response_message":"인증키 오류"}

-

실패시 오류 내역
101 : Database 오류 - 본 사이트 Database 오류
102 : 인증키 오류 - 발신프로필키 확인 필요
103 : 인증키 오류 - 발신 프로필키 확인 필요
104 : 템플릿 코드 오류 - 템플릿 코드 확인 필요
105 : 템플릿 코드 오류 - 템플릿 코드 확인 필요

3. API 문의
 API 관련 문의 사항은 1522-7985 문의 바랍니다.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