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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D 개요
가격비교 사이트 모두 지원(네이버, 에누리 ,다나와)
대표 오픈마켓 모두 지원(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스토어팜, 카페24, 고도몰) / 자사몰 추가지원
최고의 쇼핑몰 가격관리 및 모니터링 솔루션 입니다.

스마트피디 (SmartPD) 가 필요해요 !!
매출 증진 전략

가격비교 사이트에 수많은 상품을 노출시키면서

가격비교 사이트에 경쟁업체보다
상위에 노출해야 합니다.

상위노출 및 순위경쟁을 위해 모니터링 및 가격수정 작업을
힘들게 반복하고 계시다면 이젠 스마트P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경쟁업체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픈마켓 할인을 더 많이
획득해야 합니다.

인터넷 판매자 마켓 지원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네이버 쇼핑
(스토어팜)

카페24

고도몰

자사몰
주문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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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D 사용자 변화
스마트피디는 고객님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격관리로 쌓이는 스트레스

가격관리가 자동으로~

앆 할 수도 없는 가격관리! 누가 대싞
해준다면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반복적이고 짜증나는 가격관리를 대싞
해주니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쇼핑몰에 방문자가 없어요

반가워요 고객님~

경쟁업체보다 대응이 늦다보니
구매자들이 오질 않아요

매출이 늘어나질 않아요
방문자가 없으니 매출도 앆 늘고
계속 악순홖이네요

최싞 정보가 없어요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대응은 꿈도 못꿔요

타 업체에서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우리 쇼핑몰로 돌아왔어요

역대 최고 매출 달성~
이젠 내가 파워셀러~
매출이 늘어나니 힘든 줄 모르겠어요

최싞 트랜드를 자연스럽게~
스마트피디 를 사용하다 보니 최싞 정보가
덤으로 따라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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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격비교 사이트
3대 가격비교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은 스마트피디가 유일합니다.

네이버

에누리

다나와

1

2

3

스마트피디는 네이버 가격비교
사이트를 지원합니다.

스마트피디는 에누리 가격비교
사이트를 지원합니다.

스마트피디는 다나와 가격비교
사이트를 지원합니다.

주요핵심기능 내부 가격 확인 지원

주요핵심기능 SDU 지원

주요핵심기능 DSP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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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D 특장점
스마트피디의 대표적인 차별화 기능 및 장점

현재 상황 자동 대응

자동으로 가격 수정

시간대별 가격관리

실시간으로 가격과 순위를 확인하여 내

현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만 하는 반

원하는 시간대에만 최저가 및 상위노출

상품이 설정한 순위에 노출이 되도록

쪽짜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이 되도록 설정하여 좀 더 젂략적으로

자동으로 가격을 관리해줍니다.

가격 수정까지 알아서 처리합니다.

가격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체 쿠폰인식 기능

가격 유지 기능

쿠폰(할인) 누락방지

판가 경쟁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으

변동 쿠폰으로 인한 가격의 내려감을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폰이 누

로 알아내려고 하는 금액을 스마트피디

방지 하기 위해 계산기를 눌러가며 수

락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판매가의 변동

를 통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하셨던 부분을 자동으로 원하는 금액

폭을 조정하여 관리하므로 쿠폰누락의

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SmartPD 미사용시 업무 순서도
인력으로 해야 하는 모니터링 및 가격관리

마켓의 금액을 수정하기 위해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니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입니다.
네이버 가격비교 사이트
방문

판매가 확인
상품검색

옥션
지마켓

순위 및 금액확인

11번가
쇼핑몰 관리자

에누리 가격비교 사이트
방문

상품검색
순위 및 금액확인

다나와 가격비교 사이트
방문

스토어팜
마켓 관리자 접속

금액변동 수정

인터파크
(자사몰)

상품검색
순위 및 금액확인

무한반복
OTL

네이버 가격비교 사이트
방문
순위 및 금액 업데이트확인

에누리 가격비교 사이트
방문

에누리 가격갱싞
다나와 가격갱싞

다나와 가격비교 사이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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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D 사용시 업무 순서도
스마트피디는 단 한 번의 구동으로 수많은 작업를 알아서 처리합니다.

한번의 상품의 등록을 통해 가격수정 작업을 위한 여러 단계를 자동수행 하므로
모니터링 및 가격관리 결과를 확인한 후 필요 시에만 대응하면 됩니다.
가격비교 사이트 모니터링

금액 유지

할인가 자동인식, 판매가 결정
상점관리자 가격 업데이트

가격 복구

가격 실시간 반영(SDU, DSP)

완료
완료

가격비교 누락 체크
상품등록 및 관리 시작

SmartPD

에러 발생시 안내
자동으로 수정 후 화면 노출

자동화 솔루션
완료 처리

쿠폰 비율 % 화면 노출
기존금액 변경금액 화면노출
현재 순위 및 가격 변경 데이터 노출

금액 변동
쿠폰 누락 경고

경고 알림
하한가 도달 알림

스마트피디는 24시간 365일 자동 수행합니다.
가격비교 상품 누락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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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피디 통한 기대효과

마켓 할인쿠폰을 통한 경쟁

가격비교 상품누락 체크

24시간 365일

+@

+@

+@

할인쿠폰 대응 경쟁력

누락확인 후 빠른 대응

업무 효율 및 생산성 증대

경쟁 업체 판매가/할인가 체크

11번가의 자체쿠폰을 확인

내 상품 누락여부 인식

가격관리를 자동으로 처리

• 경쟁업체의 현재 금액 및 쿠폰
비율 및 마켓 가격과 가격비교
상의 노출최저 가격을 인식해
경쟁의 우위를 차지 할 수 있다.

• 경쟁업체의 자체 쿠폰을 인식
하여 판매가 경쟁 시 수월한 작
업이 가능합니다.

• 가격비교사이트에 내 상품이
잘 노출되고 있다가 갑자기 사
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
은 상품을 다 확인 한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내
상품이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누락하는 즉시 인지할 수 있습
니다.

• 사람은 쉬어야 하지만 프로그
램은 쉬지 않고 365일 언제나
명령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
순 업무는 스마트피디에 일임
하시고 조금 더 발젂적인 부분
에 시갂을 투자하세요. 삶이 변
화됩니다.

경쟁업체에 대한 분석

+@

경쟁업체보다 빠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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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Introduction of item

라이트 (LITE)

* 소규모 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패키지
[베이직]버젂의 기능을 모두 이용하면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별 패키지
입니다.
(상품 관리수를 최대 20개까지만 제공해
드리는 제품입니다)
관리 상품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베이직] 버젂을 사용해 주세요.

베이직 (BASIC)

- 네이버, 에누리, 다나와 모두 지원
- 국내 5대 오픈마켓 모두 지원
- 에누리에 가격수정 즉시반영
- 다나와에 가격수정 즉시반영
- 쿠폰 누락 방지
- 동일판매가 유지
- 그룹 설정을 통한 여러 상품 상위노출
- 가격비교사이트 누락 확인
- 가격 모니터링
- 특정업체(상품) 개별경쟁방지

프로 (PRO)

베이직버젂 기본기능 모두 제공
* 프로 버전의 특화기능
- 특정 금액대 일괄경쟁방지
- 네이버 모바일 가격비교 지원
- 가격비교 노출상품 (네이버,에누리,다나와)
실제판매가격 확인
- 원하는 특정업체(상품)와 가격 경쟁
- 판매가 경쟁기능 (네이버,에누리)
- 11번가 판가경쟁을 위한 자체쿠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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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스페셜
Order special

CUSTOM Order

Marketing Budget

• 나만의 기능이 필요할 때
• 가격비교 사이트에 노출중인 자사몰 상품 관리
• 모니터링 및 운영을 위한 특수한 기능

•
•
•
•

마케팅 목적의 특정 정보
오픈 마켓 , 대형브랜드 마켓 ,기타 마켓
자사 제품의 순위 및 판매업체 리스트
기타

스마트폰 APP 통한 손쉬운 기능
지원예정

스마트피디 ?
• 옦라인 쇼핑몰 가격관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 생각이 곧 현실이 되는 스마트피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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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D 무료체험

고객상담 070-4288-5277

FAX: 02-6280-5277 EMAIL: smartpd@pjkorea.co.kr

http://www.smartp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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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자동화 솔루션 젂문기업
PJ코리아
smartpd@pjkorea.co.kr
070-4288-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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