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인원 비즈니스 OS 채널톡 
기능 및 가격제 개편 안내 

22. 09. 01 부터 시행



• 22년 9월 1일 부터 적용 

• 오퍼레이션 기능에서 서포트봇 기능 독립  
필요한 서비스만 이용하면 더 합리적인 가격.  
(두 기능 동시 구독시 엑스스몰 플랜 기준 35% 인상) 

• 유료 플랜 및 마케팅의 연결제 금액은 그대로,  
월결제 금액은 일괄 8% 인상  
단, 개편된 오퍼레이션 및 서포트봇 기능은 별도

🤝 연결제 전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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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8월 31일 까지 연결제시 적용 

• 연결제 전환시 개편 후 상승되는 가격 미적용,  
기존 10% 할인 적용 

• 22년 8월 31일 까지  
(구)오퍼레이션 기능 포함 구독시,  
서포트봇, (신)오퍼레이션 기능 포함 사용

💡 주요 변화

22.09.01 채널톡 기능 및 가격제 개편 안내

궁금한 점은 채널팀에 문의주세요. 빠르고 정확하
게 안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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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트봇, (구)오퍼레이션은 별도 기능으로 독립됨 → 필요 서비스만 이용하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 

• 상담 자동화 규칙, 상담 태그 기능 등이 개편된 ‘새로운 오퍼레이션’에 편입 
따라서 위 기능을 이용하려면 새로운 오퍼레이션 서비스 구독 필요

구독 이관 안내 (마이그레이션)
• 요금제 개편일(22.09.01 자정) 이전에 (구)오퍼레이션 기능 구독중이면, 남은 구독기간 만큼 새 오퍼레이션 + 서포트봇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 개편 전 결제한 (구)오퍼레이션 구독 기간 종료 후, 다음 결제 주기에 작동중인 서포트봇이 없으면 (개편)서포트봇 기능이 자동 구독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 (개편)서포트봇 자동 구독을 원하지 않으시면 다음 결제 주기 전에 서포트봇을 비활성화하면 됩니다.

적용예시 - 22.08.15에 (구)오퍼레이션 월구독시

새로운 가격제 및 기능 개편
22.09.01 

채널톡 CX팀에게 문의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2.08.15 22.09.15 

오퍼레이션 기능에서 서포트봇 기능 독립 (22.09.01)

기존 (구) 오퍼레이션 월 구독 기간

서포트봇 + 새 오퍼레이션 활성화 (추가 비용 없음)

서포트봇 구독 시작

(구) 오퍼레이션 월 결제 기간 종료 시점에 
작동중인 서포트봇이 있으면 서포트봇 월요금제 자동 구독됨. 
(작동중인 서포트봇이 없으면 서포트봇 월요금제 자동 구독 안됨)



유료 플랜 (구)오퍼레이션 마케팅

엔터프라이즈AA 300,000 500,000 750,000

엔터프라이즈A 200,000 300,000 450,000

라지 150,000 150,000 200,000

미디엄 70,000 90,000 90,000

스몰 50,000 40,000 40,000

엑스스몰 30,000 10,000 10,000

연 결제 기준

현재 가격제

유료 플랜 오퍼레이션 서포트봇 마케팅

엔터프라이즈AA 300,000 300,000 400,000 750,000

엔터프라이즈A 200,000 200,000 250,000 450,000

라지 150,000 100,000 100,000 200,000

미디엄 70,000 50,000 60,000 90,000

스몰 50,000 20,000 30,000 40,000

엑스스몰 30,000 10,000 10,000 10,000

연 결제 기준

개편된 가격제

연 결제시 월가격 변화
유료 플랜 & MKT 기능 가격은 달라지지 않으며, 오퍼레이션 기능이 서포트봇과 분리되어 별도로 과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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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별도 부가세 10% 별도



유료 플랜 (구)오퍼레이션 마케팅

엔터프라이즈AA 333,300 555,600 833,300

엔터프라이즈A 222,200 333,300 500,000

라지 166,700 166,700 222,200

미디엄 77,800 100,000 100,000

스몰 55,600 44,400 44,400

엑스스몰 33,300 11,100 11,100

유료 플랜 오퍼레이션 서포트봇 마케팅

엔터프라이즈AA 360,000 360,000 480,000 900,000

엔터프라이즈A 240,000 240,000 300,000 540,000

라지 180,000 120,000 120,000 240,000

미디엄 84,000 60,000 72,000 108,000

스몰 60,000 24,000 36,000 48,000

엑스스몰 36,000 12,000 12,000 12,000

월 결제시 월가격 변화
유료 플랜 & MKT 기능 가격이 8% 증가하며, 오퍼레이션 기능이 서포트봇과 분리되어 별도로 과금됩니다

월 결제 기준

현재 가격제
월 결제 기준

개편된 가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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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별도 부가세 10%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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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제 전환 혜택 가이드

• 22년 8월 31일까지 연결제를 진행하시면  
인상 전 가격으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 미적용, 월결제 비용 10% 할인 

• 22년 8월 31일까지 (구)오퍼레이션 기능 구독시 
독립된 서포트봇, (신)오퍼레이션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월 구독보다 최대 33% 할인 (엑스스몰 연결제 기준)  

• 22년 9월 1일 이후 구독이 변경 된다면 (플랜 변경, 부가서비스 추
가 구독 등) 개편된 가격제에 따릅니다.  
변경 시, 서포트봇, (신)오퍼레이션 기능 개별 구독이 필요합니다.

연결제 전환 혜택 안내 (~8/31까지 유효)



개편 후 월결제 가격
유료플랜 36,000
(신)오퍼레이션 12,000
서포트봇 12,000
합계 60,000

현재 월결제시 가격
유료플랜 33,300
(구)오퍼레이션 11,100
합계 44,400

현재 월결제 가격 대비 10% 할인
개편 후 서포트봇 기능 포함 이용

가격제 개편 전 연결제 전환시

엑스스몰 연결제 전환시 가격 예시 (~8/31까지)
(현재) 엑스스몰 유료 플랜 + (구)오퍼레이션 기능 구독  → (개편) 엑스스몰 유료플랜 + 오퍼레이션 + 서포트봇 구독시

매달 40,000원 33%

개편후 가격제 대비, 연간 24만원 할인매달 60,000원

가격제 개편 후 월결제 가격

합계 40,000

유료플랜 30,000
(구)오퍼레이션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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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별도 부가세 10% 별도

현재 연결제시 월가격



현재 월결제 가격 대비 10% 할인
개편 후 서포트봇 기능 포함 이용

가격제 개편 전 연결제 전환시

매달 90,000원 25%

개편후 가격제 대비, 연간 36만원 할인

가격제 개편 후 월결제 가격

합계 90,000

유료플랜 50,000
(구)오퍼레이션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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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별도

개편 후 월결제 가격
유료플랜 60,000
(신)오퍼레이션 24,000
서포트봇 36,000
합계 120,000

현재 월결제시 가격
유료플랜 55,600
(구)오퍼레이션 44,400
합계 100,000

매달 120,000원
부가세 10% 별도

스몰 연결제 전환시 가격 예시 (~8/31까지)
(현재) 스몰 유료 플랜 + (구)오퍼레이션 기능 구독  → (개편) 스몰 유료플랜 + 오퍼레이션 + 서포트봇 구독시

현재 연결제시 월가격



현재 월결제 가격 대비 10% 할인
개편 후 서포트봇 기능 포함 이용

가격제 개편 전 연결제 전환시

매달 160,000원 26%

개편후 가격제 대비, 연간 67여만원 할인

가격제 개편 후 월결제 가격

합계 160,000

유료플랜 70,000
(구)오퍼레이션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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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별도

현재 연결제시 월가격

개편 후 월결제 가격
유료플랜 84,000
(신)오퍼레이션 60,000
서포트봇 72,000
합계 216,000

현재 월결제시 가격
유료플랜 77,800
(구)오퍼레이션 100,000
합계 177,800

매달 216,000원
부가세 10% 별도

미디엄 연결제 전환시 가격 예시 (~8/31까지)
(현재) 미디엄 유료 플랜 + (구)오퍼레이션 기능 구독  → (개편) 미디엄 유료플랜 + 오퍼레이션 + 서포트봇 구독시



연결제 구독 신청 방법
채널톡 데스크 로그인 > 채널 설정 > 서비스 구독 > 구독변경 > 연(10%할인) 클릭 > 구독 설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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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esk.channe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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