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Thinking Brings Your 
Imagination to Life

※ 본 포트폴리오(Rights Guide)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 ‘수출용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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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사업 영역

스마트한은 ‘증강현실(AR) & 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전 세계인들이 함께 배우고 공유하는 감성 교육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언어, 세대, 감성을 넘어 ‘소통’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형’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한 생각은 상상을 현실로 만듭니다.

MISSION

증강현실(AR) & 가상현실(VR)

COMPETITIVE EDGE

SPECIALTY

3D 컬러 인식 및 매핑, 멀티 마커인식등의 
증강현실(AR) 구현기술 개발

프로젝션을 활용한 매핑 기술 개발
가상현실(VR) 구현 기술 개발

앱(APP) & 웹(WEB) & 아트상품

아트 상품 개발
교육용 콘텐츠 제작
전자책 콘텐츠 제작

ePub 3.0 제작
HTML5 기반 콘텐츠 제작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일러스트, 포스터, 브로셔, 뉴스레터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과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

플랫폼 & 솔루션
교육용 컨테이너 앱 개발

교육용 저작툴 개발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개발

세상의 모든 스토리가 혁신적인 기술과 접목하여, 
정보소외계층 없이 배움의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 
지식과 창조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정보소외계층 없이 배움의 기쁨과 즐거움 제공

대형 컬러링 출판물과 증강현실(AR) IT기술이 융합된 제품은 
세계 최초이며, 오프라인 출판물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멀티미디어적인 요소와 애니메이션을 풍부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대형 컬러링 출판물 + 증강현실(AR)

일러스트, 증강현실 제작 기술, 3D 컬러링 매핑 기술을 보유하여
새로운 유형의 융복합 스마트 교육 증강현실(AR) &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이 용이합니다.

일러스트, 증강현실 제작 기술, 3D 컬러링 매핑 기술



시티스토리 컬러링

COLORING

시티스토리 컬러링은 세계 유명 도시를 친구와 함께 즐겁게 색칠하고, 
그림속에 담겨져 있는 도시의 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세계 여행 컬러링 포스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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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서울, 뉴욕, 파리, 로마, 베이징, 런던, 바르셀로나, 독도, 북촌, 성남, 세계지도, 우주
구    성 : 컬러링 포스터 1장
사이즈 : 대형 180 x 91cm, 소형 91 x 45cm

1. 혼자서 또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형 사이즈의 컬러링 포스터

2. 이야기가 담겨있는 스토리텔링 컬러링 포스터

3. 안티스트레스, 집중력 향상, 창의력 발달, 상상력 발달

4. 세계 여러나라의 역사와 위인들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

5. 일상의 힐링, 감성을 채워주는 컬러테라피 제품

시티스토리 컬러링 특징



시티스토리 컬러링 (키즈)

COLORING

서울, 런던, 베이징 각 도시의 유명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그려진 제품으로 아이의 시선에 맞춘 
크고 아기자기한 그림을 색칠하고 완성하며 창의력, 성취감,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1. 즐겁게 색칠하는 과정에서 손과 두뇌의 협응력을 길러 줍니다.

2. 캐릭터를 색칠하며 형태와 색채의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3. 나만의 개성있는 컬러 표현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 

     표현력이 발달합니다.

4. 다양한 재료로 표현하는 색칠놀이로 예술적 영감과 재능을 

     이끌어 냅니다.

시티스토리 컬러링 키즈 교육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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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서울, 런던, 베이징
구    성 : 컬러링 포스터 3장
사이즈 : 대형 91 x 60cm, 소형 67 x 45cm



앵그리버드 컬러링 세계여행
런던, 뉴욕, 베이징의 유명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글로벌 인기 캐릭터 앵그리버드와 함께 
도시의 문화와 역사 등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누는 스토리텔링 컬러링 상품입니다.

HOW TO USE 

컬러링 포스터를 
재미있게 색칠합니다.

타요 컬러링 세계여행 
앱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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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비추면 내가 색칠한 
캐릭터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컬러링 포스터를 
재미있게 색칠합니다.

앵그리버드 컬러링 세계여행 
앱을 설치합니다.

앱으로 비추면 내가 색칠한 
캐릭터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타요 컬러링 세계여행은 대형 컬러링 포스터를 친구들과 함께 색칠하고, 
내가 색칠한 컬러가 증강현실 애니메이션에 적용되는 놀랍고 흥미로운 신개념 색칠놀이입니다. 

시리즈 : 앵그리버드 뉴욕, 런던, 베이징
언    어 : 한국어, 영어
구    성 : 컬러링 포스터 1장 + 앵그리버드 컬러링 세계여행 앱(AR)
사이즈 : 대형 180 x 91cm

타요 컬러링 세계여행

COLORING AR COLORING AR

시리즈 : 타요 로마
언    어 : 한국어, 영어
구    성 : 컬러링 포스터 1장 + 타요 컬러링 세계여행 앱(AR)
사이즈 : 대형 180 x 91cm, 소형 91 x 60cm

HOW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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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동물원은 색칠놀이, 증강현실, 홀로그램까지 즐길 수 있는 입체학습 상품으로  
즐겁게 색칠하고 앱을 비추면, 내가 색칠한 동물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구동물원 (증강현실+홀로그램)

COLORING AR + 홀로그램

동물 친구를 
멋지게 색칠합니다.

지구동물원 앱으로 비추면 
내가 색칠한 동물 친구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홀로그램 필름을 적용하면 
입체 홀로그램으로 

동물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리즈 : 아쿠아리움, 사파리, 스카이월드, 디노랜드
언    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구    성 : 색칠놀이 12장 + 지구동물원 앱(AR) + 홀로그램 필름
사이즈 : 15 x 21cm

HOW TO USE 

지구동물원 상품 구성

아쿠아리움

스카이월드

사파리

디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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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AR 앱으로
책표지를 비춥니다.

다양한 책정보를 
빠르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BookAR

APP

BOOKAR은 증강현실(AR)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책표지를 인식하여 책을 펼쳐보지 않아도 
책 소개, 트레일러 영상, 작가 소개, 평점, 도서구매 등을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도서 플랫폼입니다.
사용자의 리뷰, 내 서재 등의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도서 패턴 분석으로 빅데이터 및 
러닝머신 구축을 목표로 하여 개인 취향에 따른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휴대에 편리한 포켓 타입 상품으로, 각 도시의 유명 랜드마크를 개성있게 색칠하고, 
도시의 특징을 살린 스티커로 멋지게 꾸며보는 감성 충만 컬러링 포스터입니다.

시티스토리 컬러링 (포켓)

COLORING

시리즈 : 뉴욕, 파리, 서울
구    성 : 컬러링 포스터 1장 + 스티커 1장
사이즈 : 91 x 45cm 구    성 : BookAR 앱

HOW TO USE HOW TO USE 

1. 색연필의 풍부한 색감과 터치 효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2. 굵고 쓱쓱 잘 칠해지는 크레파스로 색을 덧칠하거나 문지르면   

     부드럽게 색이 섞여 더 재미있는 그림이 됩니다.

3. 진하고 산뜻하게 색이 칠해지는 싸인펜은 선명하고 개성있는 

     그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4. 도시의 특징을 살린 스티커로 그림을 멋지게 꾸미고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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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공공기관
초당 초등학교·보라 초등학교 외 다수 초등학교,  대구 도서관·고성 도서관 외 다수 도서관 등

박람회 및 체험 행사
세종시 어린이날 행사, 성남시 게임메카 행사, DDP 디자인샵, 헬로 APM 판타VR, 롯데마트,   
교보문고 키즈 가든 체험존(잠실), 현대백화점(판교), 코스트코(용인 공세), AK 백화점(서현) 등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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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시

국내 전시 참여
2018 한류 엑스포, 2017 서울 캐릭터 페어, 2017 서울 국제 디지털 북페어, 코트라 아트콜라보, 
디자인 엑스포,  2016  서울 국제 도서전, 코트라 아트 콜라보 전시 외 다수

해외 전시 참여
모스크바 한류 박람회, CeBIT 하노버, 볼로냐 아동 도서전, 파리 국제 도서전, 런던 국제 도서전, 
동경 국제 도서전, 북 엑스포 아메리카, HOMI 밀라노, 동경 기프트 쇼 외 다수



‘타요 컬러링 세계여행’  앱을 무료 다운로드 받아 증강현실을 체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