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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그래퍼는항상답답합니다.

 고객은어디서만날수있죠?

 왜꼭같은날같은시간에일이들어오죠?

 사진보정, 디자인을누가대신해줄순없나요?

 제품을싸게구입하고싶어요.

 홍보를어떻게시작해야할지막막합니다.

 틀에박힌액자, 앨범말고퀄리티높은상품어디없나요?

 고객이카드결제와현금영수증을요구해요.

 빈스튜디오를빌려서작업하고싶어요.

포토그래퍼는사진부터고객응대, 마케팅, 영업등까지해내야하는 1인기업입

니다. 하지만어느곳에서도제대로된지원을받지못해생존을걱정하며활동할

수밖에없습니다.



인디스튜디오는

인디그래퍼와고객을연결해주고,

인디그래퍼의마케팅과영업활동을지원하고,

인디그래퍼를위해 품격있는상품을만드는,

온라인비즈니스플랫폼입니다.

소개

인디그래퍼, [“INDIEGRAPHER”= Independent+grapher]

: 인디그래퍼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포토 그래퍼, 비디오 그래퍼, 그래픽 디자이너 등을 총칭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 ]



인디그래퍼의성공과성장을돕는

Indie Creative Network

IndieGrapher’s Value

인디그래퍼가 독립적인

브랜드가될수있게지원

Creators for the Digital age

모든사람들이즐길수있는

다양한사진상품연구개발

Platform

온라인에서오프라인까지

인디그래퍼와고객을연결

비전

* 인디그래퍼는독립적으로활동하는포토그래퍼, 비디오그래퍼, 그래픽디자이너등을총칭하는신조어입니다.



1. 인디그래퍼와고객을연결합니다.

2. 고객개발부터상품제작까지인디그래퍼의모든활동을지원합니다.

3. 인증시스템을통해인디그래퍼의실력과신원을인증해고객신뢰도를높여줍니다. 

What We Do

* 인디그래퍼는독립적으로활동하는포토그래퍼, 비디오그래퍼, 그래픽디자이너등을총칭하는신조어입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인디스튜디오는



지원 인증연결

인증된 인디그래퍼를 수수료

없이 고객과 연결합니다.

인디그래퍼의 마케팅, 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 등 1인

기업으로 활동하는 데 필

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문위원회와

인디스튜디오가 개발한 ‘인

증 시스템’을 통해 인디그래

퍼의 실력과 신원을 인증합

니다.

* 인디그래퍼는독립적으로활동하는포토그래퍼, 비디오그래퍼, 그래픽디자이너등을총칭하는신조어입니다.

What W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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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인디스튜디오가 자체 개

발한 인증시스템을 통해 인디그래퍼를 인증합니다. 인디스튜디

오는 인디그래퍼들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유일한 ‘인디

그래퍼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과 인디그

래퍼 모두가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

습니다.

1. 인디스튜디오 시스템

기업특징



인디스튜디오의 행복한 사진 경험 연구소에서는 국내 최고의

사진상품 제조 기술을 보유한 메이비원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매 시즌 새로운 제품군을 발굴, 연

구, 생산합니다. 누구나 인디스튜디오 플래그숍에 방문해 높은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구매할 수 있으며

인디그래퍼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행복한 사진 경험 연구소

기업특징



인디스튜디오 디자인센터의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사진 보

정, 레이아웃 등 전반적인 디자인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디자인

작업이 익숙하지 않거나 보정 작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

는 인디그래퍼들을 위해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모셨습니다.

인디그래퍼의 사진이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드립니다.

3. 인디스튜디오 디자인센터

기업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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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스튜디오 멤버십에 신규로 가입하시면 스타터회원이 됩니다. 이후에 인디스튜디오를 통해 구매하신 상

품 금액과 전문성에 따라 준회원이 되시며, 인디그래퍼 인증 시스템을 통해 인증을 받으신 인디그래퍼들은

인증회원으로 승급됩니다. 등급 유지 기간은 2년이며 유지 기간 동안 회원 등급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

됩니다.

스타터회원 준회원 인증회원

포인트
적립

조건

상품지원서비스

일정금액
정식포토그래퍼활동 인증통과

상품지원서비스
+

마케팅지원서비스

상품지원서비스
+

마케팅지원서비스
+

인디그래퍼맞춤서비스

등급안내

* 상품 지원 서비스 할인 폭은 회원 등급별로 다릅니다.



인디스튜디오회원혜택

Agency

Product

Customizing support

마케팅지원서비스

상품지원서비스

인디그래퍼
맞춤서비스

*각 등급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서비스안내



1.

마케팅지원서비스

인디스튜디오는인디그래퍼에게

필요한여러분야의비즈니스서

비스를지원합니다. 

1

사업장주소지제공2

전화비서서비스

인디그래퍼의든든한회사직원이되어당신에게걸

려오는전화를대신받고응대합니다.

고객에게집주소를알려주지않아도됩니다. 인디

스튜디오가사업장 주소지를빌려드립니다.

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인디그래퍼가갖추기힘들었던카드결제시스템를

이제인디스튜디오를통해이용해보세요.

3

4

인디그래퍼개인홈페이지제작

개인의작품을홈페이지에올리고자신의개성을드

러내보세요. 정회원인증을받는데도움이됩니다. 

서비스안내

Agency



인디스튜디오는사진상품제조전

문기업메이비원본사기술력을바

탕으로매시즌새로운제품을직

접연구, 개발, 생산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제품을가장합리적인가격

으로지원하며제품구매시포인

트를제공합니다.

2 인디웍스

1 샘플상품제공

매시즌새롭게출시되는신상품을샘플구매하실

수있습니다.

2.

상품지원서비스

Product

서비스안내

인디웍스는인디스튜디오만의시그니처제품을지

칭하는단어입니다. 인디스튜디오의크리에이터들

은제품을기성품처럼찍어내지않습니다. 이들은

장인정신을가지고디지털기술과접목해보다더

섬세하고감성적인제품을직접만듭니다.



인디스튜디오의인디그래퍼만을

위해맞춤서비스를지원하고있

습니다. 

1 고객추천서비스

2 촬영파트너연결서비스

촬영날파트너가필요하시면인디스튜디오의인증

회원끼리무료로연결해드립니다.

특별한날,실력있는인디그래퍼를찾는고객(개인

회원, 기업 회원 등)과 인증회원을 무료로 연결해

드립니다.

5 디자인센터의전문디자인지원

사진보정기간을단축시켜주기위해인디스튜디오

의 전문그래픽디자이너들이인디그래퍼의디자인

을도와드립니다.

3.

인디그래퍼맞춤서비스

4 미팅장소쇼룸제공
인디스튜디오의쇼룸에서미팅을하고고객들의신

뢰를얻으세요. 

마케팅서포트상품3

인디그래퍼 활동에 필요한 상품 브로슈어, 계약

서,스케줄러,상담매뉴얼,가격표등인디그래퍼만

을위한마케팅서포트상품입니다.

Customizing support

서비스안내



>>인증시스템



인디그래퍼 인증 시스템

인디스튜디오는 포토그래퍼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과 포토그래퍼

모두가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증 절차를 거친 인
디그래퍼는 맞춤 서비
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증회원

마크획득

자문위원회와 인디스
튜디오가 개발한 자체
시스템을 통해 인디그
래퍼의 작품과 신원을
인증합니다.

인증시스템

심사

인디스튜디오에서 진행
하는 서비스 교육, 상품
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
해 주세요.

포토그래퍼

교육

준회원에게 주어지는
개인 홈페이지에 자신
의 작품을 올려주세요.

포트폴리오

업로드

인증시스템



스타터회원 준회원 인증회원

인디그래퍼
맞춤서비스

고객 추천 서비스 X X

O

마케팅 서포트 상품 X O(유료)

촬영 파트너 연결 서비스 X

O

전문 디자이너의 디자인 지원 X

미팅장소 쇼룸 제공 X

비즈니스
서비스

인디그래퍼 개인 홈페이지 제작 X

사업장 주소지 제공 X

전화비서 서비스 X

카드결제 대행 서비스 X

상품지원
서비스

샘플 상품 할인 제공 O

인디웍스 O

인디그래퍼혜택한번에보기

INDIESTUDIO

* 각 서비스 할인 폭은 회원 등급별로 다릅니다.

서비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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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ESTUDIO

1. 원스톱(ONE-STOP)서비스

2. 고객매칭수수료무료

3. 이용할수록낮아지는운영비용

4. 인증제도로고객신뢰확보

인디스튜디오는 고객 개발부터 고객 추천, 고객 관

리, 세무 지원, 사진 보정, 사진 인화, 액자, 앨범 상품

제작, 마케팅 등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모든 과정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업체들과는 달리 인디스튜디오는 고객과 인

디그래퍼를 연결해 주는 고객 추천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디스튜디오는 매 시즌 새로운 제품을 직접 연구,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디스튜디오를 통해 다

양한 상품을 구매하실수록 더 많은 적립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디스튜디오는 까다로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인디

그래퍼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문위원

회의 검증으로 고객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디스튜디오만의차별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