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세요!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호환성 문제로 일부 기능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도움말     이메일  주소록 업그레이드 하기

이메일 정보 

성과

[곧장기부] 5월 한 달동안의 '1OO% 기부' 현황을 보내드립…

 대시보드 상세 통계 

   미리보기 공유정보 설정하기 태그 설정하기 콘텐츠 공유 설정하기

주소록 210603_곧장기부 주소록

이메일 제목 [곧장기부] 5월 한 달동안의 '1OO% 기부' 현황을 보내드립니

이메일 URL https://stib.ee/uZV3 URL 복사하기

공유정보 미리보기

태그

발신자 이름 곧장기부 곧바루💛

발신자 이메일 주소 contact@thedirectdonation.org

발송시작일 2021. 6. 3. 오후 6:10

발송완료일 2021. 6. 3. 오후 6:16

발송성공  1,352

93.3%

오픈  155

11.5%

클릭  18

1.3%

수신거부  0

0%



지난 이메일보다 ▼ 6.7%P



지난 이메일보다 ▼ 48.5%P



지난 이메일보다 ▲ 1.3%P



지난 이메일보다 변화없음

발송 후 24시간 오픈, 클릭 (중복 포함) 오픈 클릭

오후 6:00 오후 9:00 밤 12:00 오전 3:00 오전 6:00 오전 9:00 낮 12:00 오후 3: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 곧장레터가 잘 안보신다고요? (클릭하기)

💕기부자님의 5월은 어떠셨나요?

가정의 달에 유난히 더 따뜻했던 곧장기부

안녕하세요 기부자님. 곧장기부의 곧바루입니다!

어느덧 봄기운이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더워지는 게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해요.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런지 유독 곧장기부를 찾아주신 분들이 많았던 한 달이었어요. 따

뜻한 날씨만큼이나 마음도 따뜻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시작인 6월에도, 곧장기부와 함께해 주세요! 더 기분 좋은, 더 행복한 기부 문화

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곧바루가 노력할게요. 그럼, 5월 곧장레터 시작합니다!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GIF 곧바루 스티커로 기부 인증샷을 꾸밀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소식에서

확인하세요!

5월 곧장레터에 담은 이야기 

💛 5월 한 달 동안의 '1OO% 기부' 현황

💛 곧장기부 후기가 도착했어요!

💛 곧장기부 4행시 유튜브 이벤트 결과

💛 더 편한 기부를 위한 업데이트 소식 

우리 모두가 제일 궁금해하는 그것! 

5월 한 달 동안의 '1OO% 기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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