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APP 2.0
Hybrid App Service for e-commerce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쇼핑몰 앱,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열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앱을 통한 고정 고객 유치는 성패를
가로 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일반적인 쇼핑 형태와 달리 앱은 단골 고객
확보와 다양한 이벤트에 유용하게 사용 되어, 모바일 시장을 점령한 다양한
업체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이용되는 판매 루트입니다. 이제 더는 고민하지
마세요. 잘 키운 쇼핑몰 앱 하나, 열 유통 매체 부럽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스마트앱이 필요한 때입니다.

웹과 앱의 장점만! 하이브리드 앱
: 합리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쇼핑몰 최적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페이지 디자인, 레이아웃 등의 변경이 잦은 쇼핑몰에서 카테고리나 메인 페이지 등의 디자인 변화가 있을 때마다 모바일 페이지와 동일하게 앱
업데이트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시간도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작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앱의 경우, 앱 내부에서 보여
지는 페이지가 기존 모바일 웹페이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모바일 페이지와 앱을 이중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쪽 짜리 앱은 그만! iOS & ANDROID 동시 출시
: 안드로이드는 기본! 아이폰 고객까지 모든 고객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

Apple App Store

Google Play Store

일반적인 개발업체에서 앱 제작 시, 안드로이드는 무상부터 최저 금액까지 제시하지만 아이폰 전용 앱인 iOS 버전 출시에서는 높은 개발 금액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OS 어플리케이션은 유지보수와 관리가 기존 안드로이드 계열에 OS와 확연한 기술적 수준이 필요해 높은 개발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 객단가가 높은 아이폰 앱 유저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반쪽짜리 앱 운영은 이제 그만 넣어두세요. 스마
트앱은 안드로이드는 기본, 아이폰 고객까지 모든 고객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검증된 UI, 쉬운 화면 구성
: 쇼핑몰에 꼭 필요한 필수 기능과 간편하지만 직관적인 UI로 이탈 0%, 고객 만족도는 100%에 도전합니다.

스플래시 스크린(1차)

스플래시 스크린(2차)

메인화면

커스텀 메뉴

앱 전용 커스텀 메뉴 제공
: 우리 쇼핑몰 만의 특색있는 메뉴를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앱이기 때문에 부족했던 기능 지원으로 불편하셨나요? 스마트앱에서는 커스텀 가능한 앱 내부 메뉴를 통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
다. 공지사항, 이벤트 및 기타 다양한 페이지 연결까지 별도의 업데이트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한 메뉴들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보세요.

과금 없는 무제한 푸시메시지
: 즉시 발송, 예약 발송, 테스트 발송까지, 필요한 모든 형식을 지원합니다.

간편한 푸시 메시지 발송과 효율 검증을 위한 와이즈트래커 앱 전용 로그분석 서비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더욱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푸시메시지 전송률 향상을 위해 CDN 서버를 기반으로 하며, 발송 비용을 없애 고객 부담을 확 낮추었습니다. SMS 보다 월등히 높은 CTR
을 제공하는 푸시메시지 마케팅으로 최고의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앱 전용 로그분석 서비스
: 앱은 설치보다 운영이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모바일 앱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세요.

www.smartskin.co.kr

APP 설치수
일/주/월 사용자수
평균 페이지뷰
평균 체류시간
주문/매출액
모바일 기기
PUSH메시지 전환 분석

광고에서 앱으로! 딥 링크 지원
: 딥 링크는 웹에서 앱으로 매끄럽게 이동시켜 높은 수준의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 HOW TO OPERATE ::
1.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원하는 상품을 클릭한다.
2. 앱을 다운로드 한다.
3. 딥 링크를 통해 클릭한 상품의 앱 내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스마트앱은 페이스북 광고 솔루션 타겟북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앱이 가진 최신 deep link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이 광고를 통해 관심 상품을 클
릭했을 때, 앱 내에서 해당 상품의 상세페이지를 곧바
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방치되어 있는 앱에 지속적
으로 고객을 유입시켜 앱 이용률을 혁신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More performance, More Revenue

SPECIAL FUNCTION

앱 전용 쿠폰 발급

앱 설치 권장 팝업

SNS 공유하기

앱을 설치한 고객에게 앱 전용 쿠폰

모바일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는 역시

앱의 성공 여부는 역시 배포입니다.

을 발행해 보세요. 앱 전용 프로모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입니다. 스

모바일 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으로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은

마트앱은 강력한 소셜 공유 기능을

자연스러운 앱 설치 유도는 빠르게

물론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경험하실

기본으로 탑재하여 홍보 효과를 높였

유효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입니

수 있습니다.

습니다.

다.

overview of the mobile app development process

BUILD PROCESS

주문 및 결제

리소스 수집

빌드

스토어 등록

심사

출시

FAQ
Q. 제작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 리소스 등록 기준, 안드로이드는 7일 이내, 아이폰은 4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Q. 아이폰이 안드로이드 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스토어 등록 후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와 달리, 애플 앱스토어는 제작된 모든 앱을 일일이 심사하여 규정에 반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심사기간으로 인해 아이폰은 안드로이드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업계 최저 가격으로 효율적인 앱 운영을 지원합니다.

PRICING TABLES
제작 비용

￦

660,000

월 관리 비용

￦

0

서버 비용

￦

0

￦

0

푸시메시지 발송 비용

1년 이내 : 무상 지원
오류 대응
유지 보수

1년 이후 : 33,000 / 월

리소스 변경

100,000 /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