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를 알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 모바일 스마트 명함.

about product & functions expectation effectiveness

나만의 모바일 마케팅으로 고객과 파트너에게 여러분을 포지셔닝 하세요.

스마트한 비즈니스 파트너



소개
about biz



국내 1위 청첩장 기업의
이유 있는 시작

1970년 우리나라 최초의 카드 브랜드 바른손카드는 지난 51년간 구축된

생산 인프라와 숙련된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세계적 카드 디자인 시상식
미국 루이어워드 수상
(2015,2017)

2021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반세기 국내 청첩장
점유율 독보적 1위



Barunsonbiz
바른손비즈만의 특별한 기능

자사의 에디터를 통해

사용자가 디자인을 직접 커스텀하고

QR코드를 부여합니다.

온/오프라인의 제한 없이
간편하게 명함 전달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커스텀
Self design

편리한 공유
sharing

스마트명함 무료 이벤트 중으로 

누구나 마음껏 다양한 디자인에

스마트명함을 무료로 사용 가능 합니다.

스마트명함 무료 이벤트
Mobile business card



Barunsonbiz
바른손비즈만의 특별한 기능

전문성
효율성

접근성

이력사항 확인, PR영상 등 스마트명함의 기능을 활용한

전문성 있는 모습으로 고객 및 파트너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

바른손비즈의 강점

기존 업계의 문제

전문성
PROFESSION

외주, 비전문가가 아닌 각 분야의 경력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직접 디자인한 템플릿으로 퀄리티 높은 작업이 가능

퀄리티
EFFICIENCY

전문 용어, 수많은 선택 옵션 등 

비전문가 일반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점들을 분석 및 보완하여

제작 난이도가 낮아 직종과 연령대에 상관없이 손쉽게 작업 가능

접근성
EFFICIENCY

접근성비용 작업기간전문성 퀄리티



명함 QR스캔 URL 이동

QR코드를 스캔 중입니다

barunsonbiz.com

QR스캔이 대중화된 요즘, 바른손비즈만의 QR코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종이 명함 제작 시 QR 삽입이 가능하며, 출력 후에도 에디터에서

언제든지 URL 수정이 가능하여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명함 사용이 가능합니다. 

QR의 시대

Barunsonbiz
QR SCAN



바른손비즈
명함 디자인 컨설팅

기존 타사
명함 디자인 컨설팅

경력 있는 전문 디자이너가 작업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만 원
사이의 저렴한 디자인 비용

최대 48시간 내 빠른 작업

BEST

기존에 있던 템플릿을 활용한
컨설팅 위주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확인하기 어려운 작업 기간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상담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짐

Barunsonbiz
맞춤 제작 디자인 컨설팅



상품 및 세부 기능
product & function



Business card
명함

ADVANTAGE혜택

1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디자인의 템플릿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에디터를 통해 원하는 디자인으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이미 제작한 디자인이 있을 경우, 간편하게 파일만 업로드 시 바로 주문이 가능하며,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 방식에 따라 명함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DESIGN CHOICE디자인 방법 선택

Business card
명함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명함 유형으로

스크롤을 이용해 간단하게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ERTICAL세로형 스마트명함

*예시-명함 N타입

Mobile business card
스마트명함 세로형

다양한 디자인과 프로필 사진으로
기억에 남는 명함

메인화면

종이명함에는 담기 어려웠던

이력사항을 자유롭게 기재

이력사항 및 자기소개

동영상을 삽입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소개

소개영상

여러 가지 이미지를 첨부하여
가게, 제품 등등을 홍보

갤러리

위치를 주소뿐만 아니라
지도를 연동하여 편리하게 안내

위치안내

자신의 SNS를 삽입하여
종이명함에 비해 고객 유입에 도움

SNS 홍보

주요기능 



바른손비즈만의 특별한 스킵 형식의 명함으로,

한 화면에 특정 정보를 강조하기에 효과적입니다.

HORIZONTAL가로형 스마트명함

Mobile business card
스마트명함 가로형

링크나 안내 정보 등
남기고 싶은 기록을 작성

스토리

보관하고 싶은 상대의 명함을

휴대폰에 저장

명함 저장

별도 연락 없이 상대에게
내 연락처를 등록 가능

연락처 남기기

세부기능 



SMART INVITATION스마트초대장

Smart invitation
스마트초대장

*예시-초대장 D타입

다양한 디자인과 사진으로
기억에 남는 초대장

메인화면

인사말과 위치 장소를
자유롭게 기재

초대문구

참여 여부 체크 기능으로
인원 파악에 용이

참여여부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방명록 기재

방명록

사진과 영상으로
초대 내용 안내

갤러리, 영상

지도 연동으로
편리한 위치 안내

위치

주요기능 

기업, 연례행사, 세미나, 연하장 등 특별한 행사일에

주로 사용이 되며 장소, 초대 인사 등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더욱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바일 셰어 시스템을 활용해 공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고객과 파트너에게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SHARING 모바일 공유 기능

Smart share
다양한 공유 기능

라인 카카오톡메세지

바른손비즈에서 제공 중인 공유 서비스들



이목을 사로잡은 모션그래픽 영상으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PR MOVIEPR영상

PR Movie
PR영상

*예시-카딜러 PR

영상 제작을 할 줄 몰라도
쉽고 빠르게 제작이 가능

EASY

담당 디자이너가

직접 영상을 제작

SERVICE

이목을 집중시키는 영상으로
보다 확실하게 홍보 가능

PROMOTION

PR CHECKLIST



Benefit
기대효과



한 장에 가치를
담는 기업

바른 마음, 바른 손길을 담은 디자인으로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barunso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