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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어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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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어플 소개 

○ 부산인터넷방송국은 4명의 공동대표로  
    1999년 12월 국제신문과 MOU를 통한 기획과 영업위주로 성장한 회사 
 
 

○ 모바일 빌더의 개발은  
    2012년 웹표준화, 크로스브라우징이 대중에 관심을 받을 때 
    2012년 7월, 서울에서 실시하는 워드프레스(WordPress) 교육을 토대로 
     

    2012년 10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본사에서 개발한 플랫폼으로 개편, 
    2013년 9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모바일웹 22개사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성공리에 수행 

워드프레스(WordPress)               워드프레스 엔진                         스마트어플 기술력                            모바일 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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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빌더 마케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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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빌더 마케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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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빌더 개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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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홈페이지 하나로! 어플, PC홈페이지가 자동 생성되는 모바일 빌더  

모바일 빌더가 꼭 필요하신 분!! 
 
첫째, 디자이너 없이 혼자서 홈페이지, 앱을  
       영업하시는 분 
 

둘째, 초급 디자이너를 써서 홈페이지, 앱을  
       제작하는 소규모 영업회사 
 

셋째, 1명이 하루에 2~3개의 홈페이지, 앱을  
       제작해야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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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바일 빌더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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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모바일 빌더의 주요 기능 – 위젯(wedget) 

위젯 기능을 추가하여 메인 화면에 노출할 컨텐츠(로그인, 게시판 최근 글, 동영상, 이미지, 제품, 사진 등)를  
마우스 드래그만으로 마음대로 배치하고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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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세분화 기능 – 즉석복권을 통한 이벤트, 회원DB 구축 

상품이나 기간 등을 업주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벤트를 통해 회원유치 및 업체 홍보  
등을 쉽게 할 수 있어,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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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세분화 기능 – 영화 할인 예매쿠폰을 통한 고객만족,회원DB,어플삭제 방지 

최대 3천원 영화할인예매권을 누구나 사용 가능하게 하여 고객유치 및 신뢰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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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4-4. 세분화 기능 – 출석기를 이용한 무료 출석PUSH 문자 전송 

출석체크시 유료sms 대신 무료push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업체장들의 유료sms 문자비용 절감 
원생 관리는 물론, 자녀들의 등,하교를 안심하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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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세분화 기능 – 개인별 성적표 발송 기능 

관리자에서 개인별 성적표를 등록하면 본인의 성적표를 PC 및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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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바일 빌더 보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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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보유기술 – 간편한 클릭만으로 Mobile, PC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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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모바일 빌더의 보유기술 – IE7에서도 최적화된 홈페이지 

○ 인터넷 익스플로러7에서 최적화 

○ 웹표준 및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 

○ 다국어 지원 

윅스
(http://Wix.com) 

쿠킹엠
(http://cookingm.b
lueweb.co.kr/info) 

디큐빌더
(http://www.dqbui
lder.com) 

엠팜
(http://www.mpam
.co.kr) 

모바일 빌더
(http://smart-
apps.kr) 

호환성 ie10 ie9 ie9 ie9 Ie7 

광고배너 O X X X X 

템플릿 수정 유상 유상 유상 유상 무상 

이벤트/쿠폰 미지원 미지원 지원 지원 지원 

APK 자동생성 X X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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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모바일 빌더의 보유기술 – Android APK 자동 생성 

[리눅스 APK 자동생성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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