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IAN
Introduction

우리의 가치는

단순히 “고객사가 원하는 업무를 한다”가 아니다.
고객사의 서비스와 제품, 그리고 고객을 생각하는 가치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고객사와 고객이 상호 작용을 하여
고객과의 고효율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SMARTIAN

고객의 성공을 함께하는 CREATIVE MKT 전문회사
회

사

명 : 스마티언

사업자등록번호 : 123-35-56003
설
사업장

립

일 : 2011년 6월 25일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29-18 보원빌딩 2층

업

종 : 서비스

업

태 : 경영&마케팅 컨설팅/ 광고기획,제작,대행 외

Web 프로그램 개발 정부 인증
자체 프로그래밍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술 인증 업체
고 객 의 성 공 을 함 께 하 는 C R E AT I V E M K T & W e b S i t e D e v e l o p m e n t 전 문 회 사

Why SMAR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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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인재' 원칙,
Part별 10년 경력 전문가 집단

e-Business 에 필요한 모든 연계 파
트를 운영하는 최고의 서비스 기업

제휴고객사의 프로젝트 만족도
100%의 업무 추진 능력

광고 대행사, 대형 웹 에이젼시 / 개발사 출신 ,

2011년도 설립, 기획/마케팅, 웹프로그래밍 개발,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기준 8년 이상의 장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Web Creative

웹 디자인, 온라인 유통 등 e-Business 에 필요한

제휴 고객사가 대부분이며, 신규 혹은 4~5년차의

디자이너, 다년간 Online Promotion / 마케팅

4가지 영역을 자체적으로 독립 수행 가능 동양매직

고객사 꾸준하게 증가

전략을 기획해 온 광고/마케팅 전문가, 대규모

/ 위닉스 / 프로비아 등

웹 개발이 끝나고 거래가 끊기지 않고 장기적인

시스템과 솔루션 개발 경험이 풍부한 개발자, 각

사이트 구축 및 마케팅 운영을 통한 다양한 연계

파트너쉽이 유지되는 비결은 진행되는

부분 최고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다재다능한

마케팅 경험 및 노하우와 현대그룹 계열사인

프로젝트의

인력 구성

현대M&Soft의 오픈마켓 개발까지 브랜드 마케팅

고객사 100% 만족 업무추진 결과의 산물

프로젝트 등 높은 크리에이티브 구현은 물론

스마티언은 지속적으로 고객 만족 100%를 위해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 경험

노력합니다.

노하우 보유

대/중견 기업의 온라인

Organization
Quality 와 다양성이 겸비된 최고의 “전문인력 구성”

CEO
R&D Dept.

MKT / Creative

Digital Marketing Group
• Brand Strategy
• Contents Development
• Media & Contents
Planning

Web Development

PM Group
• Project Directing
• Sales
• Marketing

Creative Design Group
•
•
•
•

Interactive Design
Trend Web Design
GUI Design
Motion Graphics

Technology Group
• Development
• Publishing/Cording
• Java Script/Flash

On/Off DISTRIBUTION

2018.11 중국 CFDA 아토베베 화장품 인증 획득 예정(영유아화장품)
2018.01 대만 ST클레어 화장품회사 전략적 수출사업제휴
2017.02 오렌지건설 그룹 온라인시스템 개발제휴
2016.05 탄소전문기업 CSTONA 전사 MKT Partnership제휴
2016.01 남양유업 임신육아교실 전략적 사업제휴
2015.01 KG이니시스 전략적 사업제휴 Partnership
2014.12 라미화장품 “아토베베“ 브랜드 라이센싱 독점계약
KG모빌리언스 전략적 사업제휴 Partnership제휴

2014.05 모바일웹 기반 GPS연동 인력관리 시스템 개발
2013.10 스마티언 부설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술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원사 가입
스마티언 전략 유통사업부 신설
2013.07 DMC미디어 자회사 ㈜엔톰 Interactive Media Commerce 업무협약 체결
2013.03 소셜기반 Social Hub System 개발
2012. 09 소비자 리뷰/ 쇼평정보 전문 사이트 스마티언 베타오픈
2012. 06 회사 확장 이전 (강남구 개포동)
2011.12 회사이전 (강남구 개포동)
2011. 11 아이후기 닷컴 시즌3 리뉴얼 오픈
2011. 06 ㈜아이오칸 분사 “스마티언” 회사 설립
2010. 06 포탈/언론 미디어광고사 ㈜엔톰 광고대행사업자 업무협약 체결
2009. 06 인터파크 웹 비즈니스 사업제휴 (체험단 및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2008. 12 지식경제부 주관 프로슈머 페스티벌 대상 수상 ( 전문사이트 부문)
산업기술인터넷기술재단 ITS TV 객원 방송제휴
2008. 11 다나와 최저가 가격정보 제공 사업제휴
2008. 06 네이버 지식 쇼핑 리뷰 컨텐츠 제공 사업제휴
2008. 08 에이빙뉴스 컨텐츠 사업 제휴
2008. 01 아이후기 닷컴 시즌2 오픈
2007. 02 소비자 사용후기/리뷰 전문사이트 아이후기닷컴 오픈
2006. 07 (주)아이오칸 사내 벤처 사업부 설립
2001~2006 (주)아이오칸 광고대행 사업부
(콘서트, 세일즈 프로모션, 신제품 발표회, 전시, 전진대회 광고 대행업무 진행)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SK텔레콤, SK건설, YKK코리아 외 다수 기업 광고대행)

스마티언의 마케팅 서비스는
Project별 방향성 및 동일한 Quality 유지
자체적으로 MKT팀/ 디자인팀 / 개발팀 / 전략유통팀을 운영 함으로서
발 빠른 대응과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전략기획팀

프로모션 / 웹 / MKT전략 / Creative Contents / 광고기획 외

웹디자인팀

그래픽 / 웹사이트 / 웹 상품DB / 프로모션 / 플래시 디자인 외

프로그램팀

웹사이트, 쇼핑몰 / API연동 / 커스터마이징 프로그램 개발 외

전략유통팀

유통전략 수립 / 우수상품 소싱 / 수출입 / 오픈,폐쇄,특판 유통 외

CLIENTS

PARTNER

PARTNER

[ 인증 프로그램 제출 내역]

인증 & 기술력

- 개발년도 2013년 과천시청 납품 소셜 통합허브 오픈 API 연동 기술 연구 및 개발/ 실 납품 실적 평가 인증
- 2014년 모바일 웹 위치기반 GPS연동 출/퇴근 관리 기술 개발 실 납품( 기술인증을 통한 추가 연구 개발)

[시스템 관리 Page]

[통합입력 에디터]

[통합글 관리 Page]

SMARTIAN

Business Field

PLANNING

[ 전략적 MKT 기획]

- 스마티언은 체계적인 MKT 노하우를 통하여 정확한 WBS(Work Breakdown Structure)를 통한 전략수립 / MKT
실행 및 웹 상에서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MK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티언 전략기획

스마티언 채널

[ 고객사 RFP 분석 ]
- 고객사의 Needs를 정확히 분석하여 제품/서비스
기획 방향 설정

참여자
자발적 채널

[ CSF 분석 ]
- 성공적인 MKT을 위하여, 검색/경쟁사/제품,서비스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인 DATA를 기본으로 성공
요소를 분석 RISK를 줄이는 MKT 기획

APPROACH
ADING

[ KPI 설정을 통한 평가 기준 제시 ]
- MKT의 목적에 따라 각각의 KPI를 사전 설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사전 MKT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설정 불필요한 시간/비용을 절감

리타겟팅
ADING

스
마
티
언
MKT
정보

전
략

M
K
T

Promotion
Web Site

홍보채널

Search Engine

[ 전략적 MKT 기획]

PLANNING

- 스마티언은 체계적인 MKT 노하우를 통하여 정확한 WBS(Work Breakdown Structure)를 통한 전략수립 / MKT
실행 및 웹 상에서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MK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체험단을 통한 제품 리뷰 컨텐츠 확보
- 체험단 신청자 : 462명
- 체험단 당첨 인원 : 5명
- 전문 체험단 생성 컨텐츠 : 25건
- 사용후기 홍보 컨텐츠 수 : 250건

- 참여자의 자발적 홍보유도
- 관련 카페 게시판, 체험단 블로그, 쇼핑
사이트 정보 게시판 등록
- 이벤트홍보 컨텐츠 수 71,395건

동종의 서비스 MKT 개발 경험으로
최고의 결과물을 구현합니다.

총 71,645건 홍보컨텐츠
온라인 전파
[유사 Project]

- 신제품 원액기 기대평
- 신제품 기대평 : 1,805개
- 1차 애칭공모 결과 : 매직 365+ 확정
2차 이벤트 반영

- 동양매직 슈퍼정수기 MKT 포함
(전 제품 온라인 MKT 진행 중)
- 위닉스 전제품 온라인 MKT
- 디에떼 제습기/ 공청기 MKT
- DNW 안방 전기그릴 MKT 외 다수

[ 전략적 MKT 기획]

PLANNING

- 스마티언은 체계적인 MKT 노하우를 통하여 정확한 WBS(Work Breakdown Structure)를 통한 전략수립 / MKT
실행 및 웹 상에서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MK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사 : 동양매직 ]

[ 고객사 : 기타 ]

- 운영년도 2014년

- 운영년도 2011 ~ 2014

- 페이스북 연동 웹+소셜 프로모션

- 주요 웹사이트(디자인 Part 참조), 카페마케팅, 소셜마케팅, 웹 프로모션 외

[한국 미쓰비시엘리베이터-www.mitsubishielevator.co.kr]

WEB SITE
규모급 사이트 개발 경험으로
최고의 결과물을 구현합니다.
Maintenance 사업 및 그룹사 인재 채용 시스템 등이 연동되는
규모급의 사이트 시스템 개발 (2014 ~2018)

[DIG 건축설계 그룹-www.digfirm.co.kr]
[모트렉스-www.motrex.co.kr]

[오렌지건설-www.orangeenc.com]

WEB SITE

사용자 중심 디자인 기반의 UX/UI 구현 전략 컨설팅 결과물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현대그룹 “현대 M&Soft”
오픈마켓 Shop 시스템 개발
• 현대 계열사 커뮤니티 6개 사이트의 통합 구매
오픈마켓 시스템 개발 (SSO 시스템 개발)
• Simpe&Point Concept의 디자인 및 사용자 편
의를 우선으로 한 UX 디자인 설계 및 개발
• 상하단 고정 메뉴 레이아웃을 통한 소비자 편리
성 최우선 반영하여 개발

생활/계절가전 전문기업 “위닉스”
브랜드사이트/ shop 개발

블랙박스 전문기업 “프로비아”
Brand Site 개발/유지보수

• 조인성을 모델로 한 브랜드 사이트의 집중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단순한 패턴 디자인
적용

• 사용자의 경험과 가치에 부합하는 “프로비아”
UX개선을 위해 전문적이고 실증적인 UX 조사
방법론(Usability Test , Survey) 적용

• 위닉스의 MY Brand Website 구축을 위한 사
전 기획을 통해 최적의 Branding source,
Marketing Channel, Solutions의 경험 공간이
되도록 함

• 사용자가 다양한 제품 정보를 직관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화면을 혁신적으로 개선(GNB메
뉴별 Sub Main Page 적용)
• 사용자의 심미적인 만족도 향상

MOBILE WEB SITE

새로운 서비스를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로 제공한 UX/UI 전략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호식품 모바일 Promotion
Design/ 개발

유진로봇 모바일 CS 시스템
UI/UX 구축 프로젝트

위닉스 모바일& PC 관리
GPS연동 영업관리 모바일 웹 시스템

• 신규 브랜드 제품 런칭의 온라인 MKT 연계 참
여자 중심의 모바일 웹 프로모션 사이트 개발

• 고객사의 요청에 의한 초 슬림형 모바일 사이
트 개발 적용

• 사용자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스마트폰에서
접속가능한 표준 정형화 코딩으로 사이트 설계
/개발

• 별도의 고객 CS관리 Management System

• 영업조직 관리를 위한 Web기반 영업사원 관리
/ 재고관리/ 근태관리/ 실시간 경쟁사 첩보보
고 등 영업조직이 있는 기업의 관리 솔루션 개
발

• N-screen 환경에 맞춘 유연한 사용자 인터페
이스 고려한 UX 구축

• 스마트진단, 실시간 CS접수, 사용자편의 기반
실시간 CS통합관리 시스템

• 모바일 웹 기반의 GPS연동 위치확인 및 실시간
통화/ 영업직원의 커뮤니티 기능 제공

• NIPA(소프트웨어진흥원) 기술인증 진행 중

N-screen ? 같은 콘텐츠를 스마트폰, 태블릿PC, TV,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연이어 볼 수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 웹 사이트 제작]

WEB DESIGN

- 스마티언은 자체적인 기획/ 디자인/ 개발팀을 운영하여, 빠르게 고객의 Needs를 반영한 사이트 개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사 : 엔씨디지텍 ]

[ 고객사 : 위닉스 ]

[ 고객사 : DNW(대원전기) ]

- URL : http://www.ncdigitech.com/

- URL : http://www.winixcorp.com

- URL : http://www.idnw.co.kr

[ 웹 사이트 제작]

WEB DESIGN

- 스마티언은 자체적인 기획/ 디자인/ 개발팀을 운영하여, 빠르게 고객의 Needs를 반영한 사이트 개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사 : NCM ]

[ 고객사 : 프로비아 블랙박스 ]

[ 고객사 : 위닉스 ]

- URL : http://www.ncmpro.co.kr/

- URL : http://www.provia.co.kr

- 습기피해 마이크로사이트(full 플래시)
- URL : http://www.winixcorp.com/microsite

[ 웹 사이트 제작]

WEB DESIGN

- 스마티언은 자체적인 기획/ 디자인/ 개발팀을 운영하여, 빠르게 고객의 Needs를 반영한 사이트 개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침구/메트리스 지누스 그룹
국문,영문,중문,스페인어 사이트
Design/ 개발
www.digfirm.co.kr

건출설계사 DIG 브랜드 사이트
Design/ 개발

[ 모바일웹 사이트 제작]

Mobile DESIGN

- 스마티언은 자체적인 기획/ 디자인/ 개발팀을 운영하여, 빠르게 고객의 Needs를 반영한 사이트 개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사 : 천호식품 모바일프로모션 ]

[ 고객사 : 소프트웨어뱅크협회]

[ 고객사 : 강남 안세산부인과]

-개발년도 2013년

-개발년도 2013년

-개발년도 2014년

- 스마트폰 모바일 퍼블리싱 개발

- 스마트폰 최적화 디자인 개발

[ 모바일웹 사이트 제작]

Mobile DESIGN

- 스마티언은 자체적인 기획/ 디자인/ 개발팀을 운영하여, 빠르게 고객의 Needs를 반영한 사이트 개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사 : 위닉스 판매지원 모바일웹]

[ 고객사 : 유진로봇 모바일웹 CS 시스템]

-개발년도 2014년

-개발년도 2015년 2월 완료 예정

- GPS연동 출근/퇴근기능, 실시간통화, 실적보고 시스템

- 스마트진단, 실시간 CS접수, CS통합관리 어드민 시스템 개발

[ 상품설명페이지 제작]

GRAPHIC DESIGN

- 고객사의 제품을 분석하여 각각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웹 DB컨텐츠 개발
- 2008년 부터 생활가전 전문기업 위닉스의 제습기, 팬히터, 공기청정기, 정수기, 에어워셔 등 다양한 제품군의
웹 설명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외 전기그릴, 노트북, IT기기, 비데, 등의 전자 제품군의 DB제작)

[ 고객사 : DK그룹 피스템코 해외전시용 카탈로그]
-개발년도 : 2015년

고급 커버 CATALOG Design
[ 고객사 : 프로비아 블랙박스 잡지광고]
-개발년도 : 2014년

잡지광고 Graphic Design

[ 상품설명페이지 제작]

상품DB DESIGN

- 고객사의 제품을 분석하여 각각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웹 DB컨텐츠 개발
- 2008년 부터 생활가전 전문기업 위닉스의 제습기, 팬히터, 공기청정기, 정수기, 에어워셔 등 다양한 제품군의
웹 설명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외 전기그릴, 노트북, IT기기, 비데, 등의 전자 제품군의 DB제작)
[ 고객사 : 위닉스 웹 DB컨텐츠 ]
-개발년도 2009년 ~ 2014년
- URL : 3D 360View 기능 포함
http://smartian.co.kr/ExtraEvent/winixSample/DHD_16

9NSS.html

[ 3D 360View ]

[Concept ]

Video Production

- 각각의 고객사 아이템(제품 or 서비스)에 맞추어서 영상촬영 및 CG등의 제작 방식 제안을 통한
맞춤형 홍보, 소개 영상 제작
[ 고객사 : DNW_대원전기]

[ 고객사 : 아토베베]

- 안방 전기그를 홍보 영상(3개국어)

- 아토베베 홍보영상(5개국어)

- 영상촬영 및 CG / 인포그라피 Mix 편집 제작

- 인포그라피, 타이포그라피 및 CG 편집영상 제작

[Concept ]

Video Production

- 각각의 고객사 아이템(제품 or 서비스)에 맞추어서 영상촬영 및 CG등의 제작 방식 제안을 통한
맞춤형 홍보, 소개 영상 제작
[ 고객사 : YKK KOREA ]

[ 고객사 : 삼우에코]

- 스페셜아이템 지퍼 홍보영상 제작(국문_3개 아이템)

- 포항제철 플랜트 납품 업체 해외 전시용 CG 영상제작

- 영상촬영 및 CG / 인포그라피 Mix 편집 제작

- 인포그라피, 타이포그라피 및 CG 편집영상 제작

- 고속촬영을 통한 초 슬로우 영상 일부 적용

[Concept ]
[ 고객사 : YKK KOREA ]
- 산업안전 전시 및 방위 산업전 외

Exhibition

- 각각의 고객사 아이템(제품 or 서비스)에 맞추어서 전시동선을 고려한 독립시공 Booth 기획 / 디자인 / 시공
및 Display 기획 및 제작 까지 all-in-one 전시 토탈 대행

[ BI / CI DESIGN ]

LOGO DESIGN

- 고객사의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CI 개발
- 상품의 특성 및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 가능한 기획 브랜드BI 개발
[ 고객사 : 명인의 밥상_쌀눈쌀 ]
-개발년도 2013년

[ DESIGN Concept ]

Packing DESIGN

- 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밥상에 올려진 공기밥을
펙킹디자인에 적용하여 고객사의 상품인 쌀을 더욱 부각시키는 디자인 개발
[ 고객사 : 명인의 밥상_쌀눈쌀 ]
-개발년도 2013년

[ 고객사 : 명인의 밥상_선물세트 Package ]
-개발년도 2014년

[ 기술력 ]

DEVELOPMENT

- 고객사의 제품을 분석하여 각각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웹 DB컨텐츠 개발
- 2008년 부터 생활가전 전문기업 위닉스의 제습기, 팬히터, 공기청정기, 정수기, 에어워셔 등 다양한 제품군의
웹 설명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외 전기그릴, 노트북, IT기기, 비데, 등의 전자 제품군의 DB제작)

[ 고객사 : 과천시청 ]

[ 고객사 : 안세산부인과 ]

[ 고객사 : 위닉스 ]

- 개발년도 2012년

- 개발년도 2014년

-개발년도 2014년

- SNS API연동 소셜허브 시스템 (원클릭 멀티 포스팅)

- 여성 배란일 계산/ 임신주차 계산 시스템

- GPS연동 영업사원 근태/외근 관리 시스템

영업직원 출/퇴근 관리시스템

확 인

[ 전략유통 서비스]

DISTRIBUTION

- 구매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발굴하여, 체계화된 스마티언 마케팅 및 유통 조직으로 서비스 되어 집니다
- 특허전기그릴, 제습기, IT 악세서리, 생활먹거리, 친환경 탈취제, 영유아 저자극 화장품 등을 마케팅으로
홍보 마케팅 진행 한후 유통을 진행하므로, 매출 증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MKT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마케팅도 매출 연계/증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 합니다.
스마티언은 자체 유통사업부 운영, 마케팅과 매출을 항상 분석 연구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MKT & DISTRIBUTION의 시너지를 통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SALES 가능성을 높여 드립니다.

PRODUCT

DISTRIBUTION

All New atobebe
제조사 : 라미화장품
제품명 : 아토베베 영유아 화장품
Partnership : 국내/해외 독점 판권계약(브랜드 라이센스)
특징요약
- 2015년 4월 신규 제품 출시 분 부터 독점판매 시작예정

- 주요제품 아토피케어성분 적용 신규 라인업
(파라벤/탈크 미첨가, 아토피케어 특허성분 적용)
- 2014년 까지의 독점 판권계약업체 “아가방&컴퍼니“

Lotion

Hair & body Wash

Cream

- 2015년 7월 부터 라미화장품 OEM생산 국내판매 및 해외 수출
- 2018년7월 대만 수출계약 완료(대만 와슨즈 등 1000개 OFF드럭스토어 순차적 판매개시)
- 2018년 11월 중국 CFDA인증 완료 예정 및 중국 로컬유통협회 1000여개 유통사경로 중국 전역 수출계약 협의중
- 브랜드 홈페이지 (www.atobebe.com)

Compact Powder

제조사 : Sylphar N/V
독점수입원 : ㈜이노팜코리아
제품명 : 리메스카 튼살크림
Partnership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독점 판권계약
특징요약

- 국내 유일 식약처 의료기기인증 허가 튼살크림
- 5년이상 튼살완화에도 효과가 검증된 임상 자료보유
- 임산부, 성장튼살, 다이어트튼살, 머슬랭매니아 들의 생활튼살 예방 및
생성된 튼살 완화 및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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