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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속 필요한 제품들에

스윗아이디어스만의 생각을 더해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은 생각이 만드는
가치의 차이

개요1 스윗 아이디어스

STORY CREATOR
단순히 기술적인 디자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게 호기심과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스토리를 발굴 및 연구 

하고 디자인합니다. 

PLANNER & MARKETER
시장에 선보이지 못한 숨겨진 아이디어와 아이템들을 기

획 및 발굴하고 고객에게까지 연결 될 수 있는 통로를 

모색합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

할 수 있는 기회와  마케팅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합니다. 



비즈니스1 사업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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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기발한 IDEA
제조업체나 일반 도 · 소매 업체들 

가운데 소비자에게까지 미처 판매

로 연결 되지 못한 숨겨진 아이디어 

상품들이 가득합니다.

펀딩모금 및 지속적 개발
판로 개척 및 펀딩 모금을 통해 고객은

일상을 변화시켜 줄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다양한 의견과 소통창

구를 얻음으로써 상품의 지속적인 개발

이 가능하게 됩니다.

판로개척 및 마케팅
 스윗아이디어스는 아직 세상에 선보

여지지 못한 상품들의 개선 및 보완은 

물론 판로를 개척하고 더 많은 고객들

에게 선보여 질 수 있는 마케팅 방법 

또한 기획합니다.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 펀딩

CROWD-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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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3 크라우드 펀딩 

十匙一飯
온라인에서 빛을 발한 십시일반 정신!

군중을 뜻하는 단어 ‘크라우드’와 재원 마련을 뜻하는 ‘펀딩’이 합쳐진 단어로, 즉 여러 사람에게서 

자금을 마련한다는 뜻을 품습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대중으로부터 쉽사리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자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자체적 검증으로 신뢰성을 부여하고 쉽게 투자도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들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의 양질의 아이디어 상품을 먼저 만나보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해당 자금으로 제품을 만들고 투자자는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함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新 투자 방법 입니다.

= +
크라우드 펀딩

CROWDFUNDING
자금 조달

FUNDING
다수의 대중

CRO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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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3 스윗포켓클리너

청결을 ‘휴대’ 하는 시대

꼬질꼬질한 안경닦이에게 이별을 고하세요 내 안경의 청결은 애옹님이 지켜줄거야

펀딩 달성률

1,109%
펀딩 건수

570건
펀딩 결제 예약 금액

11,096,000원

펀딩 달성률

1,599%
펀딩 건수

893건
펀딩 결제 예약 금액

15,999,000원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 현황1차 / 2차 /

아무렇게나 취급되는 안경닦이는 사실 우리 눈과 다름 없는 ‘

안경’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물건입니다. 안경과 함께 

관리되어야 하지만 소홀히 대접받는 아이템에 스윗아이디어스만의 

생각을 더해 세상에 나온 제품입니다.

고양이는 무조건 옳다

1차 포켓클리너를 통해 많은 분들의 성원과 지지는 물론 제품에 

관한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모아 출시한 2nd. 버전의 포켓클리너로 

남녀노소에게 부담감 없는 디자인으로 더 큰 규모의 펀딩에 성공 

할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주인님을 향한 사랑, 강아지 버전!

펀딩 달성률

870%
펀딩 건수

355건
펀딩 결제 예약 금액

8,707,000원

프로젝트 현황3차 /

고양이가 나왔다면 강아지도 “TOP 5”     

1차 2차 펀딩의 댓글 의견을 고려해 고양이 대신 강아지 디자인도 

있었으면 좋겠다! 1차처럼 쓰이는 곳의 이미지가 보이면 좋겠다! 

하는 두가지 의견을 모두 수렴하였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디자인으로 3차펀딩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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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3 백도씨테일러 헤어드라이캡

새소식 댓글

2개
지지서명 참여자 수

43명

펀딩 건수

145건
펀딩 달성률

152%
펀딩 결제 예약 금액

3,819,800원

펀딩 결제 예약 현황

앵콜 펀딩 요청

2명
응원·의견

88개

프로젝트 현황

머리! 어떻게 말리세요?
시간은 금인데 당신은 헤어드라이기 앞에서 몇 돈 쓰시나요?

새소식 댓글

2개
지지서명 참여자 수

34명

펀딩 건수

112건
펀딩 달성률

276%
펀딩 결제 예약 금액

2,765,800원

펀딩 결제 예약 현황

앵콜 펀딩 요청

2명
응원·의견

93개

프로젝트 현황

1차 /

2차 /

모든 게 빨라진 세상이지만 머리를 말리는 일은 여전히 헤어드라이기를 부지런히 

들고 있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를 말리면서도 동시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의 자투리 시간을 좀 더 유용히 쓸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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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3 X-DRIVE LENS

새소식 댓글

9개
지지서명 참여자 수

48명

펀딩 건수

122건
펀딩 달성률

1,193%
펀딩 결제 예약 금액

11,935,000원

펀딩 결제 예약 현황

앵콜 펀딩 요청

10명
응원·의견

43개

프로젝트 현황

태양은 못 피해도 헤드라이트는 피할 수 있다
전방주시는 필수! 안구피로도 필수?

당신이 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눈을 뜰 때 부터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에 들기 직전까지 우리 눈은 하루종일 많은 

것을 봅니다. 눈을 감고 지낼 수 없다면 힘들어 할 눈을 위해 좀 더 나은 환경을 

선물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상에서는 물론, 운전할 때도 말이죠.

새소식 댓글

7개
지지서명 참여자 수

16명

펀딩 건수

41건
펀딩 달성률

396%
펀딩 결제 예약 금액

3,962,500원

펀딩 결제 예약 현황

앵콜 펀딩 요청

7명
응원·의견

2개

프로젝트 현황

1차 /

2차 /



크라우드 펀딩3 펀딩 진행중

베트남 동지갑 - 와디즈 스윗박스 따숲 - 와디즈 스윗 포켓클리너 - 마쿠아케

넘쳐나는 지폐를 편하게 보관하는 방법! 
지폐수납 착착착, 항공권, 여권, 유심까지 편하게!
여권과 유심 보관까지 한번에 해결하는 스윗아이디어스 동지갑은 메이커가

 직접 경험하며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땡기는 추운겨울! 
쉽고 간편하게 요리해서 올겨울도 따숲하게~
돈없는 자취생에게 따뜻한 겨울을, 집안일에 지친 분들에게 편리한 밥상을

요리 똥손에게 든든한 자신감을 선물해주러 왔다! 간편스프 따-숲

스윗 포켓클리너 일본버전! 
스윗포켓클리너의 일본판 디자인으로 마쿠아케 진출!
신년디자인과 일본풍 디자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스윗포켓클리너는

일본으로 진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2펀딩 메이커 

FUNDING 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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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대행4 카테고리

CATEGORY

1 2 3 4
디자인 소품 홈 & 리빙 패션 여행

5
푸드

스윗 포켓 클리너 헤어 드라이캡 아이 엠 코리안 선글라스 베트남 동지갑 스윗박스 따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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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대행4 단계

크라우드 펀딩의 이해
서포터 메이커 리워드 등 낯선 용어 및 크라우드 펀딩시장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진행합니다

단계적인 과정 
스토리 기획 – 페이지 제작 – 새소식 및 sns용 디자인

펀딩대행과 제품 펀딩을 병행하는 업체로써 처음 펀딩을 하시는 분에게도

어렵지 않은 제작대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온/오프라인 미팅
지속적이고 꾸준한 소통으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100%의 만족을 얻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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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구성 

STORY



펀딩 대행3 스토리 구성

포인트 캐치
단순한 특징 나열이 아닌 제품의 타겟을 설정하고 중요 포인트를 파악하여 

컨셉을 정하고 리워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매력이 서포터에게 닿도록 구성합니다.

기승전결 

도입부 부터 서포터를 끌어당길수 있는 스토리로 공감을 유도하고 제품의 필요성을

 느낄수 있게끔 구성 합니다. 자칫 지루하고 루즈해질수 있는 정보전달도 

쉽고 빠른 시각적 이해에 중점을 두어 서포터의 이탈율을 줄입니다.

와디즈가 원하는 것
와디즈에 직접 펀딩을 하고 소통한 경험을 토대로 와디즈에서 원하는 모든 요소들을

파악하여 속전속결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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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디자인     

STORY DESIGN



펀딩 대행4 스토리 디자인

스윗아이디어스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스윗아이디어스 만의 톡톡튀는 페이지 구성을 원하신다면 맡겨주세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디자인                     가독성과 임팩트를 중시하는 디자인               시각적인 요소로 명확히 알수있는 제품의 정보 



펀딩 대행4 스토리 디자인

BEFORE AFTER BEFORE AFTER

적절한 이미지와 GIF로 흥미유발
공감을 일으키는 이미지와 한눈에 들어오는 스토리 구성으로 무겁고 지루 해지지 않도록 디자인 합니다.

길고 딱딱한 스토리도 스윗아이디어스 만의 디자인으로 밝고 흥미롭게 디자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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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PHOTO



펀딩대행3 사진촬영

소품 사진 누끼 사진 야외 사진 사진 + 디자인



펀딩대행3 기타

2. 모니터링 
새소식 관리 / SNS 용  배너 & 카드뉴스

 

스토리 보드 제작이 펀딩의 전부가 아닙니다. 

새소식  & 공지 & 이벤트 등 펀딩이 끝날 때 까지 필요한 요소들을 디자인 & 구성합니다.



펀딩 대행4 동영상 촬영

베트남 동지갑 - 와디즈 스윗박스 따숲 - 와디즈스윗 포켓클리너 - 마쿠아케스윗 포켓클리너 - 와디즈



CONTACT US

THANK YOU

대표전화 070-4255-0589

이메일 sweetideas1@naver.com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로 151 /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