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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스냅스는,

국내 포토북 시장의 개척자로,

온라인 포토북, 포토 프린팅 업계 

1위 기업 입니다.

Introduction

온라인 포토 프린팅 제품분야

No.1
브랜드 인지도

1위
NAVER 검색 순위

회원 수

1위
2016 누적 회원

매출 규모

1위
2016년 매출

앱 다운로드

1위
Play Store, 2016



총 3개 본부,

2개의 센터로 구성된

130여명의

임직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Introduction
조직 구성

경영지원실 디자인센터

서비스
운영본부

[연구개발 조직]

R&D연구소

생산
총괄본부



PC 와 Mobile 로 제공되는
All-in-One 서비스

기프트 카드포토북 사진인화

PC 와 Mobile 에서

자유롭게 개인화 할 수 있는

DIY 포토 프린팅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Introduction
사업영역

캘린더액자



2016

2015

2014

2013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3

snaps HTML5 New editor 오픈
snaps for Mobile 3.0 서비스 오픈 (Android, iOS)
new 카카오스토리북, 폴라로이드팩, 프린트팩, 엽서팩, 인테리어액자, 포토떼부 출시

snaps for Mobile 2.0 서비스 오픈 (Android, iOS)

메탈액자, 마블액자, 포토기프트 상품 6종 출시

snaps for Mobile 1.0 서비스 오픈 (iOS)
snaps PRO 서비스 오픈

snaps for Mobile 1.0 서비스 오픈 (Android)

지상파 3사 (KBS, MBC, SBS) 광고 런칭

소프트뱅크벤처스코리아 10억 원 투자유치
KT 신사업 파트너 선정 – MOU 체결 (KT U-Cloud 포토 서비스)

스마트포토 2.5 / Lite 서비스 오픈

디지털 컨텐츠의 e-마켓플레이스 시스템 디자인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 지식경제부

국내최초 포토북 품질보증제 도입

국내최초 맞춤형 액자 출시

“주식회사 스냅스” 사명 변경

핑거앨범 특허출원

국내 최초 포토북 서비스 런칭
스냅스 서비스 런칭

㈜포토스 설립

2003년

온라인 사진인화를 시작으로

지금은 포토북 최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Introduction
13 년 간의 기록

v1.0



글로벌 스냅스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GLOBAL SNAPS

Introduction

KR

모바일 글로벌 서비스
(2017, Beta)

EN

CN

JP

GLOBAL

국내 생산, 해외 배송



Competitiveness



15서비스 & 솔루션 기획, 운영Planning

25소프트웨어, 솔루션 연구개발Development

25상품디자인, UX 연구개발Design

국내 유일,

스냅스 서비스만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ompetitiveness
연구개발조직

A

B

C

D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for Mobile Android 3.0 오픈
for Mobile iOS 3.0 오픈

HTML5 editor 오픈

for Mobile Android 1.0 오픈
for KAKAO App 오픈

for Mobile Android 2.0 오픈

 for Mobile iOS 2.0 오픈

for Windows 오픈

for Mobile iOS 1.0 오픈

snaps pro 오픈

스냅스 일기서비스, 일기북 출시
인스타그램포토북 출시

행잉액자 출시

[일기북] 일기 무료출판 서비스 출시

[사진인쇄] 인쇄 사진인화상품 최초 출시폴라로이드팩, 프린트팩, 엽서팩 출시
New 페이스북 포토북 출시
인테리어액자 출시

포토떼부 출시

포토기프트 상품 6종 출시

메탈액자, 마블액자 출시
사랑해책 3권 출시

월트디즈니 디자인 상품 출시

페이스북 포토북, 페이스북 명함 출시

포토 스티커킷, 카카오스토리 명함 출시

포켓북 출시

사랑해책 1&2권 출시

snaps app new product고객 Needs를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Competitiveness
서비스, 상품개발

[메탈액자] 국내최초 출시

[페이스북포토북] 기간선택만으로 간편 제작



HTML5 editor

Android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OS 별 모바일 앱 지원

설치과정 없이 모든 OS,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한 HTML5 기반의 최신 editor

iOS

snaps 3.0

모든 서비스의 중심,

스냅스 스마트 솔루션이

있습니다.

Competitiveness
SMART APP

스냅스가 자체 개발한 국내 NO.1 편집 솔루션
스냅스의 기술력이 모두 집약된 사진편집 기술의 결정체

HTML5 Web browser

WWW

HTML

5



[상품 선택] [디자인 선택] [상품 편집]

snaps 3.0
PC Web 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상품을, Mobile 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하게

SNAPS MOBILE APP

Competitiveness
SNAPS 3.0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Mobile 서비스 환경에 최적화된 UX를 제공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한 디자인에서 시작됩니다.

Competitiveness
스냅스 = 디자인

UX & UI

서비스 환경에 최적화된 사용자경험

UX & UI

10만 가지 이상의 디자인 조합

Template



균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업계 최초로

모든 공정의 생산자동화를

도입했습니다.

Competitiveness
생산자동화

IT 솔루션으로 편리하게 주문

사용자 주문

주문과 동시에 서버에서 PDF 생성
생산장비로 자동 다운로드

이미지 프로세싱

생산공정 자동화 시스템으로
고품질 제품을 1day 제작

생산공정 자동화

Smart Application Renderer & Downloader Barcode



최고의 품질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아시아 최대 생산시설
Competitiveness

HP Indigo 7250 x 1HP Indigo 12000 x 1

Scodix S75 x 1 Eurolam hybrid-540 x 1

Alegro bookbinder x 1

Case Maker x 1

Fastblock x 1 Fastbook 10cf x 1

HP Indigo 7500 x 2

DIAMANT MC x 1

Printing

Coating

Binding

Casing Bookline



Service & Product



PHOTO BOOK YEAR BOOK SNS BOOK DIARY BOOK

최고의 순간을 간직하기 위해

포토북이 존재합니다.

Service & Product
포토북

“인생 최고의 순간을 포토북에 담아보세요.”



찰나의 기억,

생명을 불어넣다.

Service & Product
사진인화

대형사진인화일반사진인화 디자인사진 스퀘어프린트팩

프린트팩+우드블럭엽서팩 폴라로이드프린트팩 떼부지킷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으로 만드는 액자,

모든 공간은 갤러리가 됩니다.

Service & Product
액자

인테리어액자 행잉액자

메탈액자 마블액자원목액자

보드액자

아크릴액자

캔버스액자



탁상달력 벽걸이 달력 스케쥴러

365일,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맞춤달력!

Service & Product
달력



단 한 사람을 위해

사진으로 만드는 특별한 선물!

Service & Product
기프트

포토텀블러핸드폰케이스

포토가랜드

포토머그컵

포토떼부지

스티커킷

디자인노트 마우스패드



특별한 날,

사진을 담은 카드로

마음 속 이야기를 전하세요.

Service & Product
카드

초대 신년 기념일 축하*감사



Will you join us for this Challe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