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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네임 서비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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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한 사람들의 명함관리 솔루션 “”스타 네임“”

버튼 선택 시
수정 화면

스타네임 서비스

비즈니스 또는 관련하고자 하는 대상자에

게 카카오톡 또는 SNS를 보내면 받은 상

대방은 영업상품.메뉴.광고/홍보 콘텐츠.

제조 유통, 판매등 상품 정보 홈페이지,카

탈로그, 리플렛, 브로슈어, 동영상, 쇼핑몰, 

웹사이트, 위치.SNS공유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오스타

㈜오성에스엠

www.starname.net

서울시

모바일 명함을 통한 SNS 확산 및 바이럴 홍보

스타네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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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네임 서비스

명함 한 장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에 한계 가 있죠?

회사명

영상, 매체광고

카탈로그

SNS연동

연락처홈페이지주소

포스터

제품정보

리플렛

팜플렛 작품집

자기PR이미지사진

마크

브로슈어

홍보, 광고동영상

이메일전화,펙스 주소

가이드북

웹사이트

회사소개서

CI,BI쇼핑몰 위치 공유

내이름

이거 한 번에 다 못 보여주나 ?



뭘 하는 회사지?

거기 뭘 만들지?

그 제품 인터넷에 안 나오던데…

이거 한 번에 다 해결 할 수 없나?

아 명함이 이리 많이 모였었나

미팅을 하긴 했었는데…

명함 한 장으로 알 수 있는 것에도 한계 가 있습니다.

스타네임 서비스

이 사람이 누구였지?

아…어떻게 생겼었지

그 명함 어디다 뒀었지?



스타네임 서비스

이 모든 것을 스타네임

“모바일 QR명함”하나로 가능합니다. 

당신의 비지니스명함이 특별해집니다.



스타네임 서비스

홍보.광고 동영상, PPT 자기 PR 이미지, 사진 제품 정보, 문서뷰



카탈로그,브로슈어,리플렛,가이드북, 팜플렛, 포스터 쇼핑몰.웹사이트. BI, CI

스타네임 서비스



스타네임 서비스

연락하기, 문의하기, 메일보내기, 위치 공유, 홈페이지 가기, SNS 공유



<내 명함 스캔 횟수>

<내 명함 스캔 사용자수>

<내 명함 스캔 지역>

<사용자 설치 수>

<명함 홍보 콘텐츠 조회 수>

<SNS 공유 횟 수>

내 명함을 스캔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몇 명이나 어떤 내용을 봤는지 통계 확인

스타네임 서비스



당신의 비즈니스 명함이
특별해 집니다.

스타네임 서비스

회 사
PPT

동영상
PR사진

가이드북
리플렛
포스터

제품정보

SNS
공유

바이럴
공 유

통 계

카다로그
브로슈어

회 사 연락처 홈페이지
마케팅
광 고

영상광고

BI, CI 위치공유

명함이 커집니다. 
명함이 특별해 집니다.

원하는 모든 정보를 스타네임 하나에!



스타네임 설치방법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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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네임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화면이며 명함보기를 선택한다.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계정을
등록한다.

상대방이 보내온 전자명함을 열어
본다. 

스타네임 계정을 만들기 위해 가
입하기를 누른다.

starname.net

1. 나만의 모바일 명함 “스타네임” - 공유 받아서 계정등록 설치

스타네임 설치방법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동반자



계정을 등록하면 스타네임 설치
안내가 나온다.

스타네임 정기 구독권 결제를 하
면 스타네임 메인으로 이동된다.

계정에 등록한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스타네임 설치 후 바탕화면의
스타네임을 실행한다.

1. 나만의 모바일 명함 “스타네임” - 공유 받아서 계정등록 설치

스타네임 설치방법



Play 스토어를 클릭해 들어간다. 스타네임 APP을 설치 한다.“스타네임”을 검색한다. 스타네임 APP을 설치 한다.

스타네임
스타네임

스타네임

2. 나만의 모바일 명함 “스타네임” - 직접다운로드 계정등록 설치

스타네임 설치방법



스타네임 APP을 실행 시킨다. 정기구독권 결제가 완료된 후 계
정을 등록한다.

스타네임 정기 구독권 결제를 완
료 한다.

정기구독권 구입 버튼을 클릭한다.

스타네임
스타네임

스타네임

스타네임정기구독권

2. 나만의 모바일 명함 “스타네임” - 직접다운로드 계정등록 설치

스타네임 설치방법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동반자



첫번째 버튼은 전자명함을 편집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네번째 버튼은 계정정보와 포인트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두번째 버튼은 추천인 사용자 리
스트를 확인 할 수 있다.

3. 나만의 모바일 명함 “스타네임” - 전자명함 편집 및 수정 기능 설명

스타네임 설치방법



이미지를 앨범에서 선택하거나 유
튜브에서 영상을 링크 할 수 있다.

+ - 버튼을 눌러 이미지나 영상을
추가 하거나 빼고 저장을 한다.

템플릿명함 편집창에서 본인 계정
정보를 수정 할 수 있다.

명함 부분을 누르면 템플릿수정
편집이 가능하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로고와 대표 이미

지를 변경 할 수 있다.

3. 나만의 모바일 명함 “스타네임” - 전자명함 편집 및 수정 기능 설명

스타네임 설치방법



링크주소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메
뉴의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른다.

메뉴의 기능에 맞게 링크 타입을
선택한다.

컨텐츠에 맞는 아이콘을 선택한다.메뉴를 클릭하여 각각의 컨텐츠를
등록한다.

3. 나만의 모바일 명함 “스타네임” - 전자명함 편집 및 수정 기능 설명

스타네임 설치방법



파일선택을 눌러 파일을 불러오고
마지막으로 메뉴의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른다.

메뉴의 기능에 맞게 파일 타입을
선택한다.

컨텐츠에 맞는 아이콘을 선택한다.메뉴를 클릭하여 각각의 컨텐츠를
등록한다.

3. 나만의 모바일 명함 “스타네임” - 전자명함 편집 및 수정 기능 설명

스타네임 설치방법



화면 아래쪽에 + 버튼을 누른다. QR코드를 저장 해서 상대방에게
전달 하여 공유를 한다.

공유하기를 눌러 카카오톡 공유
또는 스타네임 공유를 선택한다.

카카오톡으로 공유할 사람을
선택한다.

4. 나만의 모바일 명함 “스타네임” - 상대방에게 전자명함을 공유하는 방법

스타네임 설치방법



미리 보기한 모습 여기서 메뉴를
누르면 컨텐츠가 실행 된다.

자신의 전자명함을 수정 편집하고
그 내용을 미리보기 할 수 있다.

이 아이콘은 스타네임의 미리보기
와 카카오톡 공유 그리고 큐알코

드를 확인 할 수 있다.

5. 나만의 모바일 명함 “스타네임” - 미리보기 보는 방법

스타네임 설치방법



대 표 전 화
F A X
주 소
교 육 장
홈 페 이 지

: 02-586-7774
: 02-582-7774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59 도씨에빛2차빌딩 502호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59 도씨에빛2차빌딩 1219호, 1220호
: www.starname.net



Thank You
E-mail : starname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