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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PLEA
0

(주)플리 다양한통신규격을경험하고이동통신사의SMS/MMS/RCS를개발해온통신과메시징전문개발회사로현재다양한금융사/공공기관에

Private Push Solution과채팅/메시징엔진을판매/구축하고있습니다.

Company Info.

<조직구성><일반현황>

회사명 주식회사플리

설립일 2017.07.2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삼성로100길 23-7 준빌딩

홈페이지 http://plea.kr

연락처 Tel : 02-6203-8580 / Fax : 02-6203-8590

종업원수 32

<주요메시징개발납품현황>

• 개발진다수SKT, KT, U+ 메시징솔루션개발인원
• 국내30여금융사에Push 솔루션납품
• 메조미디어퀴즈서비스‘큐피트’2만동접채팅시스템개발납품
• LG유플러스기업형RCS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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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발배경및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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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배경
개발배경및레퍼런스I

납품/구축 경험 당사는다양한금융권프로젝트수행경험과앱푸시솔루션납품실적을보유하고있습니다. 다양한고객사와모바일프로젝트를수행하면
서얻은수행교훈을기반으로새로운솔루션을개발완료하였습니다.

1 하이브리드Push 방식의문제점
• Public 우선사용등보안상의취약성및도달성공률의문제발생

• Push 메시지도달성공및사용자읽음여부를확인할수없음.

• 완전한Private 방식이아니기때문에Web 서버에의존적임

따라서, Web 서버의성능상제약을극복할수없음.

• 상용Web 서버소프트웨어에의존적이기때문에확장성및다양한서비스

기획이불가능함.

2 스마트폰SDK의문제점
• 암호화프로그램및위변조방지프로그램과의잦은충돌

• 안드로이드및 iOS 버전업그레이드시의대응체계미비

• Push 도입종료후신규APP 추가시과다한기간및비용발생

3 다양한기술지원문제점

• APP삭제여부관리가중요함에도정확하게관리하지않음.

• 안드로이드, iOS OS 업그레이드및C2DM > GCM > FCM, APNS

프로토콜변경(TCP 바이너리> HTTP2) 등구글/애플의정책변화에

따른지속적인선대응정책이필요하나유지보수체계의미비로

사후대응중심임.

㈜플리개발팀의푸시솔루션구축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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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솔루션개발조직

개발진 구축 경험 NTIUS-P 개발팀은2011년부터8년간이동통신사및금융권Private Push를구축한경험을보유하고있습니다.
Private Push 최초상용화부터고도화까지수행한전문기술집단입니다.

이동통신사용자체Push Sender구축

대용량세션처리기술확보
(50만세션동시접속, 1,000tps)

2012년삼성증권Push 구축

최초의금융권Private Push
(App간충돌/배터리소모이슈해결)

20여개의금융권및엔
터프라이즈구축경험

다양한금융권/산업권진출

다양한환경과의결합경험
(솔루션고도화/단말선대응체계구축)

개발배경및레퍼런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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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솔루션레퍼런스

구축 레퍼런스 NTIUS-P 는현재현대카드, KB손해보험, 유안타증권, BNK캐피탈, 신협중앙회등에납품되어성공적으로운영중에있으며, 
NTIUS-P 개발팀은새마을금고, 삼성화재Push 고도화프로젝트를수행하였습니다.

신규구축및타사솔루션대개체

타사솔루션고도화수행

새마을금고Push 전자고지서개발 삼성화재Push 고도화프로젝트

KB손해보험Push 솔루션도입 현대카드모바일앱Push구축 BNK캐피탈Push 납품 신협Push구축

신용회복위원회Push구축

유안타증권Push 구축

OK저축은행Push구축 KB저축은행Push 신규구축 부산은행Push 구축애큐온저축은행Push구축

개발배경및레퍼런스I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Push구축 한국투자증권Push구축 LG U+Push GW, WEB 변경개발. 롯데손해보험Push 구축중 경남은행Push 구축중

대구은행 Push구축중 한국공항공사스마트패스 Push구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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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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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의개요

제조사 ㈜플리

용도 Private IP-Push  솔루션

버전
1.0

라이선스 서비스및적용앱별

제품개요 스마트폰과태블릿환경에서

기존SMS를대체하여마케팅비용을절감하고,

Google과ApplePush서비스의기능제약을

극복함과동시에자체보안성을강화를목적으로

자체IP Push Sender를구축하는솔루션입니다.

주요특징

유연성

성능및

보안

안정성

 다양한시스템연동방안제시

 Web, Legacy, PUSH DB 연동

 복수App 운용및App 추가지원이용이한App.SDK 제공

 50만(최대100만) 이상의멀티세션관리

 Long Polling방식으로세션유지

 Prefix 기반으로서버부하분산

 TLS/SSL을통한메시지암호화/HASH알고리즘을통한인증

 실시간메시지전송기능

 Linked List를사용한메시지순서보장

 수신확인/읽음확인기능지원

 Pending 메시지SMS 우회전송

제품소개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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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특장점

NEEDS SOLUTIONS

메시지전송신뢰도보장

마케팅 Insight 확보

•대용량발송시의메시지유실방지

•메시지부달시우회전송등재전송방안

•메시지유실및부달원인분석과재발방지

•신뢰도높은메시지발송과정확한수신통계를통해

푸시메시지와소비자Action의상호연계성을획득

Perfect Private IP-Push 구현

Live통계시스템

Simple한Architecture

도달시점최적화

대용량세션처리및App Background처리

제품소개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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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특장점

Perfect Private 당사의NTIUS-P 푸시솔루션은이동통신사와대형금융권의메시지업무특성을반영하여
구축완료된검증된Private Push 솔루션입니다.

IP 망에서의Push기술적용을통한Perfect Private IP-Push 솔루션1

•이동통신망이아닌IP 망에서의Push기술은Web ajax기술에서시작한Polling, Long Polling, Streaming  세가지기술이존재.

•타사솔루션은메신저기술을사용하였으나, NTIUS-P 는배터리사용량및사용자데이터사용량최적화된IP 망에서의
Push 기술인Long Polling 기술채택.

사용자Device 직접연결유지를통한Perfect Private IP-Push 솔루션2

• Private IP-Push 구현을위해서는사용자Device의App이Active 상태가아닐때에도접속을유지하고있어야함. 

• NTIUS-P는사용자Device의App이Non-Active 상태일때에도Background 접속을통하여세션을유지하고있으므로즉시전송이가능. 

3

• Private IP Push 의또하나의장점은사용자정보및메시지가구글,애플등외부로유출되지않는다는것에있습니다. 
NTIUS-P 솔루션은Public Push를보완재로만사용할뿐직접메시지전송이나정보전달용도로사용하지않음.

•사용자App에게메시지를전송하는 Private Push 성공률을높이기위하여주기적인App삭제여부정보를관리함.

Public Push를Wake-up용도로만사용하는Perfect Private IP-Push 솔루션

제품소개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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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특장점

Architecture 심플한 구성으로 하드웨어 투자비용 및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모바일 표준 규격 준수를 통해 기존 인
프라의 WEB/WAS성능과 무관한 독립적 구성 방식을 채택합니다.

구분 타사의MQTT방식

복잡도 낮음 높음

유지보수비용 낮음 높음

시스템효율 높음 낮음

구성도

구성항목

• Push Sender : 단말세션을관리하고메시지전송처리
(TTA기반규격의단말연동)

• PushLinker:내부시스템과연계하여데이터처리
(OMA WAP Push 기반규격)

• DB서버: Push 메시지이력관리

•외부인터페이스: 단말, Load Balancer
• MQTT Layer : 

Broker, Sender, Receiver, Distributor, 연계서버, DB서버

Sender
PUSH DB

Broker

Sender

Receiver

Distributor

연계서버

DB서버

Linker

제품소개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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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특장점

도달시점최적화 정확한통계에입각하여소비자의Push에대한수용행태를분석하고, 소비자프로파일링을통해
메시지에대한피로드를절감, 효율적인메시지발송을지원합니다.

소비자행태분석및
프로파일링

TPO 분석및
정의

메시지일괄발송
(일부메시지개인화)

설정된TPO 시점에
메시지노출

• 소비자의서비스사용이력등의고객사보유CRM DATA와App.SDK및고객사앱을통해수집된모바일이용행태분석데이터를통합하여프로파일링

• 고객사마케터는마케팅메시지를일괄발송하지만, 소비자는각자최적의시점에서해당메시지를수령

• 메시지도달지연등을통해소비자의푸시메시지피로도를감소시킬수있음

• 고객사CRM 데이터와앱사용행태
분석데이터를통한
소비자프로파일링및그룹분류

• 화면의on/off, 배터리상황, 이전승
인메시지와의시간차, 특정위치등
의메시지전달TPO분류

• 소비자프로파일그룹과의TPO 연계

• 마케팅담당은예약발송등의기타
Process없이메시지일괄전송

• 각소비자별로사전에지정된TPO에
부합되는시점에Push메시지
Display

• 이후메시지수용도에따라프로파일
링및TPO의지속적인업데이트진행

제품소개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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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특장점

Live 통계시스템 각Push 메시지의단계별지표를분석/관리하여실시간통계를제공합니다. 정확한수신확인기능을통해
단계별누락원인에대한정보를동시에제공합니다.

랜딩
Engagement

1
Engagement

2

고객사커스터마이징영역
GA등트래킹소스를활용하여, 소비자의캠페인전체Engagement 형태와현황을
파악. 마케팅인사이트를획득

발송 도달 확인

솔루션제공영역

메시지발송단계별통계및부달요인/지표제공

발송: 발송대상등메시지발송내역에대한통계
도달: 소비자의단말에안정적으로도달되었는지에대한통계와부달메시지에대한통계(기종별지표등)
확인: 소비자가도달된메시지를확인후특정액션을취했는지에대한통계

제품소개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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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특장점

대용량처리 대형고객사를통해검증된대용량처리를지원하고, 다양한구축경험을통해소비자의배터리소모를최적화하였습니다.

APP Background 처리시배터리소모최적화대용량세션처리및메시지관리

Normal State

Android Process

Sleep State Deep-Sleep State

• AOS활성화상태
• 사용자의터치이벤트및

Key Down 이벤트를수신하여, 
Process를수행

• CPU 및Network 제한이없음.

• File IO관련Thread Holding
• Back Light Holding
• Network Process 우선순위낮아
짐.

• 일부Thread Holding
• Network Process 사용제한
• 일부메모리영역Clean
• CPU동작최소화및최소동작상
태유지

Dormant 발생

• Network Dead Connection 발생
• Network Delay 발생
• Process Holding 발생
• 6.0버전이상Doze & Stand by 모드진입

• AOSNon-Active상태에서Private Push를수신하기위한Background 프로세스

• Wake-up의최소화를통한배터리소모최적화
: CPU/Network 상태감시자를통한필요시에만CPU 활성관리
: SDK의자체Wake-up 기능을통해메시지지연방지

• App.SDK와Push Sender간통신시 이벤트기반멀티플렉싱기술
적용으로1대당50만이상세션처리(최대100만)

•최적의메시지관리기능
: 메시지중복전송방지
: Linked-list 관리를통하여메시지순서보장–메시지의미오류방지

제품소개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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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품기능



16제품기능

제품 구성방안 NTIUS-P솔루션은단말에직접연동하는NTIUS-P Sender, 내부Legacy와NTIUS-P Sender구간을
연계하는NTIUS-P Linker로구분하여구성됩니다.

1. 시스템구성(1)

DMZ 기업내부망

소비자단말 .. ..

App
SDK

Sender Linker

Push DB

Legacy 1 Legacy 2 Legacy N

…

Push Admin

카카오 알림톡

SMS/LMS/MMS

Private Push Message

우회 전송

APNS/FCM

SDK Wake-up/앱삭제확인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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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구성(2)

• Private PUSHMessage 기능

• 비동기메시지전송기능

• 대용량세션연결관리기능

(Max 100만,  권장50만동시접속)

• Push 메시지순서보장기능

• 대량발송기능(초당1,000TPS전송)

• 재전송및우회전송기능

• 단말별세션설정기능

• 암호화통신기능(SSL)

• 단말통신구간예외처리

• 단말로그이력추적기능

Sender

• 고객사APP에import되는SDK

• Sender인증처리및연결관리

• Push Sender 로부터다양한 Push 메시지

(텍스트, url, 이미지, 동영상등)  수신

• 암호화통신기능(SSL)

• 다양한APP보안S/W 충돌방지기능

• 백그라운드데이터전송제한시에도

푸시수신기능

NTIUS-P App.SDK

• Push 발송을위한Legacy 연동기능

(EAI/MCI/HTTP 등다양한연동프로토콜지원)

• 예약전송/취소기능, 

고객사Legacy 연동기능

• 발송엑셀업로드/

결과엑셀다운로드기능

• 배치발송기능(파일, DB방식지원)

• 발송대기저장소지원

• 중복전송방지

Linker

• 대시보드: 다양한발송현황모니터링등

• 장애감시및알람전송기능

• 다양한타겟팅/발송방식설정

Push Admin

Legacy 1

Legacy 2

Legacy N

…

제품기능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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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구성(3)

• CPU/HDD : 8Core 2.66GHz *2 / 500GB

• Memory : 32GB

• OS : Linux(HP UX, IBM AIX 지원가능–세션

제약사항)

Sender

• SDK Size : iOS (2MB이하) , 

Android (330KB이하)

• iOS Version 5.1 이상지원

• Android Version 2.3 이상지원

• APP.SDK 배터리사용량:  일70mAh 이하

• 세션유지데이터사용량:  일10KB 이하

NTIUS-P App.SDK

• CPU/HDD : 2core(2GHz)/60 GB (유휴장비

사용시CPU 30% 여유분필요)

• Memory : 8GB(유휴장비사용시4GB 여유분

필요)

• OS  : 제약사항없음

• DB  : 제약사항없음

Linker

• WAS : 제약사항없음

• DB : 제약사항없음

• 고객사요구에따른커스터마이징가능

Push Admin

Legacy 1

Legacy 2

Legacy N

…

제품기능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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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기능(1)

기능 내용

Real-Time, Batch 발송기능

(전문, File, DB연동지원)

• 실시간, 배치발송모듈모두지원

발송연계모듈은실시간, Batch 지원. 인터페이스형식은전문, 파일, DB 등지원

상세규격은고객사연동방식에따라커스터마이징지원

메시지발송후DB처리

(최소3시간이상유지후DB처리)

• 발송요청후DB저장처리

유입된메시지를실시간으로발송서버에요청하고, 유입된메시지는모든케이스에대해누락없이DB에저장관리

구간별장애시메시지유실율Zero보장
• 메시지유실율Zero보장

연동구간문제시내부메모리또는파일로기록하여Retry 처리및결과저장관리

Hybrid 방식(Private, Public) 지원
• Private,Public Push 발송지원

Private Push 가지원되지않는경우Public Push와연계하여전송처리

Push 메시지발송

기능 내용

Client App.SDK배포관리 • Push 서비스를위한Client App.SDK제공

ClinetApp.SDK 배터리사용최적화
• Network DORMANT 대비Process관리, 동적CPU 활성Process 적용기술을기반으로배터리소모량이

최적화된App.SDK제공

Client/Server간전문암호화

(특정필드암호화포함)
• TLS/SSL 기반으로통신구간전문을암호화.필요시특정필드메시지암호화지원

Client App.SDK & 보안

제품기능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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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기능(2)

기능 내용

Push발송서버당최대100만Client Session 유지

가능

• 최대100만세션관리

이벤트기반멀티플렉싱기술기반으로발송서버기준50만에서최대100만세션유지

대량의Client Session이동시에유입시안정적인서버

분산기능

• 안정적세션서버분산관리

세션분산은세션관리서버에서만발급관리하여안정적분산처리지원

Client Session 관리

(실시간서버세션분산, 특정Connect  서버할당등)

• Prefix기반세션분산관리

최초Client 접속시Client 식별자(예: MIN Prefix) 를기준으로분산처리

• Prefix에따른세션재배치

운영중Prefix분산정책을변경하여서버별세션재배치지원

Client Session Schedule 관리

(Connect 주기, 횟수, 사용자별유형분류등)

• Client세션통제관리

Client에세션접속주기, 회수등세션접속관련운영설정정보를Push서버에서Client에제공.Client Push 서비스유형에따라Push 

서버에서설정정보를제공하여사용자유형별별운영주기통제

동일한Device로반복된Re-Connect 발생시이전

Session정보삭제

• Client 세션예외처리

LTE/Wifi 변경등으로ClientRe-Connect 요청시이전연결은종료처리

Agent와Server 모두종료예외처리

Client 세션관리(Push 발송서버)

기능 내용

Process, Client 세션, Event 등

서비스모니터링및관제

• 전체PushSender의서버현황을그래픽요소로제공

-GUI 모드, GRID 모드전환기능

-각서버별세션현황, 서버의상태

-서버CPU, Memory, Disk 모니터링

System Monitoring

제품기능III



21

2. 주요기능(3)

기능 내용

Client Session50만, 100만기준처리량

(서버1대및4대인경우산출)

• 서버1대기준처리량

• 서버4개기준처리량

메시지처리용량

세션
처리량

Normal Max

50만 500TPS 1000 TPS

100만 500TPS 800 TPS

세션
처리량

Normal Max

200만 2000TPS 4000 TPS

400만 2000TPS 3200 TPS

제품기능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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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기능(4)

Solution Backoffice

Push 관리자시스템

사용자관리시스템관리 Push 발송 발송통계Push 발송관리대시보드

사용자등록

사용자조회

권한등록

권한조회

Push 발송

승인관리

업무별통계

부서별통계

메시지별통계

카테고리관리

메시지관리장애관리

세션관리

거래로그

실시간
대시보드메인

전송현황조회

세션현황조회

장애현황조회

리소스현황조회

제품기능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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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Active 이중화방안 N + 1 백업방안

정상
장애

Push 
Sender 1

Push 
Sender 2

정상
장애

Push 
Sender 1

Push 
Sender 2

3. 이중화및증설방안(1)

이중화방안 서비스종류및운영환경에따라, 선택적으로구성할수있는Active-Active 이중화방식과N+1의백업방식두가지를제공합니다. 

제품기능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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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 SenderAPP.SDK DNS

질의/응답

DNS 질의

DNS 
응답수신

REGI Request

PUSH
수신대기

세
션
연
결

REGI Request

PUSH
발송대기

세
션
연
결

Push Sender 
No.1

APP.SDK DNS

질의/응답

DNS 질의

DNS 
응답수신

REGI Request

PUSH
수신대기

세션연결

REGI Request

PUSH
발송대기

Push Sender 
No.2

HTTP Request

REDIRECT 
Response

APP.SDK 수용
SenderNo검색

HTTP Request

REDIRECT
Response

세션연결

증
설
시

3. 이중화및증설방안(2)

증설방안 고객의증가로인한서버확장필요시기존운용중인장비의세션을재배치하여증설의효과를극대화합니다. 
또한, 증설필요시에기존고객들의서비스중단이없으며, 영향도를최소화합니다. 

제품기능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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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육내용및제공산출물 대상 기간 교육장소

개발자표준교육

 개발표준에근거한개발자가이드

 개발환경설치가이드

 단말App.SDK 설치매뉴얼

 Sender및Linker 연동규격서

개발자 1일 On-Site

시스템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구성및기능

 응용시스템구성및기능

 유지보수관련교육

 장애복구매뉴얼

 운영메뉴얼

운영자 1일 On-Site

사용자

 고객사현업사용자교육을담당하는교육담당요원에대한

시스템사용방법교육

 효과적인강의를위한다양한SKILL 제공

사용자 1일 On-Site

교육지원 당사는시스템의안정적운영과사용자의원활한이용을위해필요한교육및매뉴얼을지원합니다.

4. 사업수행방안
제품기능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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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요구사항

구분 Type 권장사항 비고

네트워크 대역 1G이상지원필요

PushSender

Server

HW
CPU/HDD 8Core * 2 Processor  / 500 GB

-한장비50만세션처리기준필요요구 TPMC 는1,000,527 이상

-HDD는로그저장기간에따라변동있음

Memory 32GB 

SW
OS Linux Unix 지원가능

개발언어 C/C++

PushLinker

(Daemon)

Server

HW

CPU/HDD 2 Core  / 60GB

-분당10,000 건처리기준필요TPMC는57,999

- HDD는로그저장기간에따라변동있음

-유휴장비사용시에는CPU 30% 정도사용할수있는여유분이

있는장비필요.

Memory 8GB 
-유휴장비사용시에는PUSH 필요사항이8G로서버에는8G 

이상의메모리가확보되어야함.

SW

OS Linux Unix, NT 지원가능

DBMS Oracle 타RDBMS DB(MYSQL,MSSQL)지원가능

개발언어 JAVA

DB Server HW HDD 인덱스포함500G정도소요예상.

- 100만세션일100만건전송메시지이력3개월보관시

-대량적재처리시에는CPU Core 수가많은수록처리성능이

높아짐. 

제품기능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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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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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효과 도입고객사는마케팅채널다변화를통한맞춤형마케팅수단을강화하고고품질의메시징플랫폼을구현하여
증가하는스마트대고객및비대면환경에빠르게대응할수있습니다.

1. 기대효과

마케팅관점 IT 및시스템관점

비용절감

 기존SMS/MMS 비용절감(일부우회전송)
 적은비용의H/W 및리소스투입을통한자체Push Sender구축가능

Public Push의한계극복

대용량발송과유실율없는메시지전송가능(95%이상의도달보장)
사용자의도달/수신확인및자동재전송기능제공

메시지퀄리티

멀티미디어메시지와설문/애니메이션등의동적메시지전송
소비자의메시지도달환경을고려한에이전트고도화를통해, 소비자의
수용도가가장높은TPO에서의Push발송가능

유연한시스템구성

기존인프라에부하를주지않는독립적시스템구성
WEB/WAP성능과무관한별도의트래픽/세션관리
국제표준규격준수를통한안정적솔루션제작
대용량세션및부하분산대책을통한시스템안전성극대화

마케팅인사이트확보

메시지의도달및수신확인이가능하고, 소비자의반응을측정할수있음
다양한소비자의행태데이터를확보하고, 이에따른최적의마케팅채널과
통계DATA를확보함

기술지원및유지보수의즉시성

단말OS업데이트및단말환경변화에따른빠른대응체계구축
Push Sender와Linker의분산구축으로인한고도화및
유지보수편의성제고
유지보수전담조직운영을통한상시장애대책반가동

대고객부가서비스
알림채널획득

메시지발송비용
절감

푸시솔루션을활용한
자체Push Center구축

도입으로
마케팅과IT업무효율화달성“ ”

기대효과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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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제품문의 : sales@plea.kr / 02.6203.8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