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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매니아그룹의 경영이념이자 슬로건인 

‘고잉 투게더(Going Together)’는 무한한 

신뢰 를 바탕으로 고객과 내일을 함께 열어가

며 곁에서 든든하게 서겠다’ 는 뜻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함께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하나되고 된결된 매니아 人을 상징합니다.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성장에너지 

즐거운 근무환경 
유쾌한 분위기 

미래를 향한 끝없
는 도전과 추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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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내일을 함께 열어가는 디지털마케팅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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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성장에너지 

열심히 일하는 매니아! (기업부설 연구소) 

정기 단체사진 촬영 

매니아 아유회 매니아 송년회 

열심히 일하는 매니아! (사내 사진 전경1) 

매니아 볼링 동호회 

매니아 체육대회 

축구동호회 매니아 FC 

열심히 일하는 매니아! (사내 사진 전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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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생일자 파티 

매니아 바자회 

매니아 CGV 데이 외부강사 초청교육 

피규어 전시 공간 매주 금요일 스낵 프라이데이 타임 

즐거운 근무환경 유쾌한 분위기 

매니아 직장인 밴드 직원들을 위한 음료수 복지 매니아 졸음 쉼터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 한국경제를 빛낸 인물 선정 대한민국 기업 경영 대상 

미국 EsolutionTG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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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K award 수상 UI/UX 부분 새희망씨앗 후원 

미래를 향한 끝없는 도전과 추진력 

엔젤스 파이팅 부대표 위촉 수원대학교 마케팅 교육 자하스마트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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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 유쾌함 
도전 추진력 
즐거움 동행 
이것이 바로 

매니아의 ‘힘’ 입니다. 



                                                                  더매니아그룹은 획일화 및 상업화 된 마케팅 시장에 참신한 젊은 인재들

을 통한 마케팅 서비스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디지털마케팅대행사로 홈페이지 제작부터 바이럴마케팅, 

디지털마케팅, IMC마케팅, 소셜마케팅, 키워드광고, 모바일마케팅, 프로모션마케팅, 언론홍보 등 다양한 마

케팅 영역에서 우수함을 나타내 그 동안 광고주들의 입소문을 통한 꾸준한 매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는 광고 서비스 外 사업 분야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활발한 제휴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모바일 광

고 플랫폼 개발 및 제공으로 시대흐름에 걸 맞는 전문 광고 플랫폼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THE MANIA GROUP 

           ▫ 대표이사 : 김 봉 주 (Kim Bong Joo) 

▫ 직원수 77명  

▫ 사업종류 : 소프트웨어개발/광고컨설팅/온라인광고대행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코오롱빌란트 1차 208호, 209호 

기업정보 

자유로움, 
그 즐거운 에너지로 경쟁력을 갖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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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사이트 
Family Site 

홈페이지 
더매니아그룹의 메인 홈페

이지로 더매니아그룹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마케팅 서

비스 영역을 안내합니다. 더

매니아그룹은 바이럴 부터 

모바일, 프로모션, 영상까지 

통합적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종합 

디지털마케팅 대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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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매니아 
더매니아그룹은 바이럴마케

팅을 주요 서비스로 시작하

였으며 지금의 더매니아그

룹이 되기까지 회사설립 배

경의 전신이 되는 블로그 매

니아 입니다. 바이럴마케팅

의 다양한 주요서비스를 안

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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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매니아 
더매니아그룹은 개발자, 퍼

블리셔, 디자이너 등 웹에이

젼시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

할 수 있는 독립적 디자인 전

문 인력을 내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웹, 모바일, 프로

모션, POP물 등 다양한 디

자인 업무의 컨설팅과 제작

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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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미터 
자사 보유중인 BIG DATA 

마케팅 분석 솔루션인 바로

미터(Barometer)는 다양

한 경쟁 및 잠재 키워드를 발

굴, 분석, 선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손쉬운 마케팅 전

략 수립이 가능한 마케팅 분

석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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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매니아 
바이럴마케팅의 가장 기본

과 근간이 되면서도 핵심적

으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블로그 체험단 마케팅을 자

체적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

다. 리뷰매니아는 관리 전문

인력을 내부에 둠으로써 상

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리뷰 

체험단 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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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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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maniagroup.co.kr/
http://www.blogmania.co.kr/
http://designmania.kr/
http://baro-meter.co.kr/
http://reviewmania.co.kr/


패밀리사이트 
Family Site 

프로모션 매니아 
더매니아그룹에서 진행 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상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사이트 입니

다. 온라인 바이럴마케팅, 

미디어MIX, 언더마케팅, 오

프라인 매체까지 마케팅 상

품에 대한 소개와 문의를 받

고 있습니다. 

6 

패키지 매니아 
기업에 맞는 다양한 상품과 

동시 진행 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

라인 상품들을 시즌별, 트렌

드별로 묶어 업계 최저가로 

저렴하게 마케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패키지 상품들을 

운영 및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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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팔미디어그룹(자회사) 
멀티미디어제작, 대관사업, 

온오프라인 마케팅, PPL, 쇼

핑몰 대행운영 등 다양한 서

비스 제공하는 자회사로써 

[영상제작社] 데이트컴퍼니, 

[가구 용품 유통社] 체어갤

러리, [바이오 제품 유통社] 

아리바이오 등 협력 제휴 진

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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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공식스타매거진] 

스타포커스, [블루투스 이어

폰 쇼핑몰] 모비프렌 등 사

업 파트너 유치를 통한 서비

스 전개 (판매대행 및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O2O플레이스(계열사) 
2016.03.02 설립한 계열사

로써 (㈜오투오플레이스)대

표: 이광민 / 총인원: 4명 

(2017.01 기준) 

본사 ‘오투오플레이스’ 계열

법인설립을 통한 O2O 분야 

사업 중점 도모 하고있습니

다. O2O 광고상품 관련 협

력사와 함께 마케팅협업 및 

사업화 매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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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http://maniagroup.co.kr/prom_mania/index.html
http://maniagroup.co.kr/new_edm/index.html#home-slider
http://www.the8ad.com/


2009년 설립 이래 약 8년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달려오고 있는 매니아 입니다. 주요 연혁 및 수상 

연월일 연혁사항 

2017.06. 질경이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제작 수주 

2017.05.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업무제휴 체결 

2017.05. 모바일 사이트 리타겟팅 광고상품 ‘매니아콘’ 런칭 

2017.05. 모바일 후팝업 CPV 광고상품 ‘매니아팝’ 런칭 

2017.05. 프리베뉴 MOU 체결 

2017.05. 비즈스페이스 MOU 체결 

2017.04. 제3회 엔젤스파이팅 대회주관 및 마케팅대행 

2017.04. 엔젤스파이팅 부대표 위촉 (김봉주 대표이사) 

2017.04. 체험단 마케팅 ‘모여라리뷰’, ‘리뷰매니아’ 서비스 리뉴얼 진행   

2017.04. LA EsolutionTG MOU 체결 

2017.04. 엘리펀트 엔터테인먼트 업무제휴 체결 

2017.03. ㈜매니아컨설팅그룹 사무실 확장 이전 

2017.03. 수원대학교 마케팅 교육 진행 

2017.03. SNS 확산 플랫폼 ‘페픽’ 런칭 

2017.02. 일자리학술병행제 기업 선정 

2017.01. 국내 최저가 고객관리 문자 솔루션 ‘쏜다고’ 런칭 

2017.01. 제2회 엔젤스파이팅 대회주관 및 마케팅대행 

2016.12. 자하스마트 MOU 체결 

2016.11. 구로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2016.08. KOITA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2016.08. 제3회 미스섹시백 대회주관 및 마케팅대행 

2016.07.  KOCED 통합 CI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2016.07. 2016 ICT 어워드 코리아 수상 

2016.06. 제3회 미스섹시백 심사위원 위촉 (김봉주 대표이사) 

2016.04. 한국웹에이전시협회 우수사 인증 

2016.03. 한국웹에이전시협회 이사선임 (김봉주 대표이사) 

2016.03. 계열법인 ㈜오투오플레이스 설립 

2016.02. 홈쇼핑 MCN 플랫폼 ‘CH8’ 런칭  

2016.01. 제2회 매일경제 한국경제를 빛낸인물 선정 (김봉주 대표이사) 

2016.01. 글로벌 사이버교육협회 MOU 체결  

2016.01. 자회사 더팔미디어그룹 사명변경 (前 더팔크리에이티브) 

2015.12. 새희망 씨앗 후원 (2015.03. MOU 체결) 

2015.11. 2015 대한민국 기업경영대상 수상 

2015.11. 월드드론페스티벌 대회주관 및 마케팅대행 

2015.08. INNO-BIZ 인증 

2015.07. 제2회 미스섹시백 대회주관 및 마케팅대행 

2015.06. 2015 ICT 어워드 코리아 수상 

2015.04. 벤처기업협회 정회원 인증 

2015.03. 벤처기업인증 갱신 

2014.11. 제9회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대상 수상 

2014.09. 디지털타임스 MOU 체결 

2014.03. 자회사 ㈜더팔크리에이티브 설립 

2014.01. 네이버공식 대대행사 선정 

2013.05. 제5회 K-Awards 미디어/정보서비스 부문 우수상 수상 

2012.12. 아름다운이웃, 서울디딤돌 참여 

2012.12. 제4회 K-Awards 모바일웹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2.12. 제4회 K-Awards 기업브랜드 분야 우수상 수상 

2012.12. 구로 JCI 정회원 인증 

2012.07.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2012.04. 벤처기업인증 

2011.11. 다음로컬광고 공식지정 지역파트너 선정 

2011.04 ㈜매니아컨설팅그룹 법인전환 

2011.03 한국웹에이전시 정회원 인증 

2009.05 블로그매니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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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 

2009~2012 

도전과 열정이 오늘의 매니아컨설팅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놀라운 변화와 혁신으로 

내일의 매니아컨설팅그룹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 

한국일보가 200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기

술컨설턴트협회, 한국브랜드협회와 함께 추진해 온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大賞”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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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매니아그룹은 ‘17년 규모에 걸 맞는 본부 조직개편 시행. 내실 있는 기업구조 및 보고체계 확립과 고문단을 통한 인사/법무 지원으로 기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 

부사장 이사회 관계사 계열사 경영지원실 고문단 

㈜더팔미디어그룹 

㈜오투오플레이스 

블로그매니아 

네모커뮤니케이션 

㈜데이트컴퍼니 

㈜아리바이오 

한국웹에이전시협회 

전략기획팀 

법무팀 

촬영지원팀 

재무회계팀 

인사총무팀 

법무법인 신광 

노무법인 대산 

특허법인 애플 

전무이사 

상무이사 

대외이사 

매니아FC 

전략사업본부 

사업관리팀 

광고전략팀 

해외사업팀 

상품기획팀 

제휴사업팀 

디지털마케팅본부 

마케팅1본부 

마케팅1팀 

마케팅2팀 

마케팅3팀 

마케팅2본부 

마케팅1팀 

마케팅2팀 

마케팅3팀 

교육사업본부 

인슈어런스팀 

나눔교육사업팀 

매체관리본부 

 SNS 바이럴팀 

온라인 바이럴팀 

오프라인 채널팀 

 언론/방송PPL팀 

기업부설연구소 

프로그램개발팀 

디자인팀 

UX/UI팀 

웹기획팀 

APP마케팅팀 콘텐츠제작팀 

대표이사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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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VISION, 시장을 선도하는 전문 기업 매니아그룹” 

더 매니아그룹 디지털마케팅, 제휴사업, 기타 유통사업 BASE 

1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명칭: ㈜매니아컨설팅그룹  

              기업부설연구소 

- 설립일 : 2016.08.  

- 위치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30 코오롱빌란트 

             1차 209호 

- 조직인원 : 총10명  

- 연구개발비(목표) : 1억원 

추진성과 

기술적 측면 

기술 

산업적 측면 

산업 

사회적 측면 

사회 

기업적 측면 

기업 

기술개발 INFRA와 광고 노하우를 융합한 서

비스 제공으로 관련 기술 산업에 영향력을 끼

침 

다양한 파트너 제휴를 통한 기술 개발 및 서

비스 진행으로 관련 산업성장에 기여 

기술개발 및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기업 매출증대로 연구 인재 지속 확충, 

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을 통해 스타트 기업 성장 및  

창업에 이바지 

14 
지속 연구 개발을 통한 
전문 플랫폼 社 도약 

-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 

 

- 전략적 파트너 제휴를 통한  

   기술 역량 강화 

 

- 연구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로 

  기술 개발 자금유치 노력 

비전 및 목표 

개발 INFRA 구축 



사업별 현황 
요약 (‘16~’17) 
 

더매니아그룹 

본사는 S/W 개발 및 보급을 

중점으로 한 다양한 사업 추진

과 더불어 광고서비스 대행, 

제휴서비스, 유통 서비스를 통

한 매출 창출 中  

 

다각적 사업 진행을 통한 사업

고도화 및 기업매출 역량제고 

구분 연변 사업명 연번 

개발서비스 1 마이닥터 

2 소콘 

3 바로미터 

4 씨앗TV 

5 중곡제일시장 APP 

6 KOCED CI 사업 

마케팅서비스 1 바이럴마케팅 7 웹드라마/PPL 

2 SNS마케팅 8 미디어제작 

3 검색광고 9 홈페이지제작 

4 네트워크 배너 10 홍보물제작 

5 언론홍보 11 중국마케팅 

6 오프라인프로모션 12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제휴서비스 1 페픽 8 민가든 

2 쏜다고 9 엔젤스파이팅 

3 360VR 10 미스섹시백 

4 자하스마트 11 월드드론페스티벌 

5 매니아팝 12 클라우드펀딩 

6 매니아콘 13 리치앤코 

7 모여라리뷰 14 디티비즈넷 

커머셜서비스 1 모비프렌 

2 앱스워터 6 홀샵 

3 오션테그 방수가방 7 라바침낭 

4 자람수 8 다육이프로젝트 

5 체어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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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정보 APP 마이닥터 

- 모바일 건강정보 어플리케이션 
- 국내최초 앱스토어 전체 및 건강분야 1위 달성 
- 350만 다운로드 누적, 월 평균 200만 PV 30만 

- 1천여 병,의원 회원 보유 
- 대한민국 앱어워드 최우수상, 웹어워드 우수상 

- 포털 및 언론사 필수 추천 앱 선정 

모바일 공모전 APP 소콘 새희망씨앗 씨앗TV 중곡제일시장 APP 

- 공모전&전시회 통합마케팅 솔루션 
- 구글플레이 공모전 분야 1위 
- 푸쉬알림 월평균100만 방문자 

- 350만 다운로드 누적달성 
- 카톡, 카스친구 4,000여명 

- 실시간 광고효과 리포트 제공 

- 새희망씨앗 후원 & 리워드 어플리케이션 
- 어플리케이션 내 다양한 후원 영상 제공  
-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후원 포인트 적립   

- 가입 회원을 위한 포인트 리워드 혜택 제공  

- 중곡 제일시장의 상권을 소개 
-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 및 혜택제공  
- 지역영세상권 유통구조 활성화 

Platform Service 

17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mydr.or.kr/
http://socon.kr/socon/main/index.html
http://junggokmarket.co.kr/
http://fhs.kr/hsyApp/page/


바로미터 

–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분석 솔루션 
– 경쟁사 솔루션 대비 보다 빠른, 사용자 맞춤형 데이터 제공 
– 손쉬운 마케팅 전략 수립을 통한 제안 및 보고가 가능 
– 경쟁 키워드 추출 분석 및 잠재 키워드 발굴 가능 
– 적은 비용, 높은 마케팅 효율 

KOCED CI 사업 

–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 (이하 ‘KOCED')  
통합 사이버 인프라 개발  

– 업무포털 및 고객접점시스템 개발을 위한 CIP 진행  
– 전체 UI/UX 고도화 및 고객유입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 시스템 편의성 제공과 더불어 KOCED만의 BI 인식 제고 

Platform Service 

18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http://baro-meter.co.kr/
https://www.koc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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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리스킨] 

[페넬로페] 

[YKBNC] 

[베베숲] [쁘레베베] 

[라코스테] 



21 

[참존DR프로그] [주연테크] [블랙앤데커] [히트홀더스] 

[하나마이] [알바보타니카] [카밀] [리얼테크닉] 



22 

<브랜드검색> <네이버 파워링크> <로그분석 솔루션–별도제공> 



23 

<구글 GDN> <자사 공식상품 스크린뷰> 



24 

<고려인삼공사> <드림성형외과> <메디타임> 

<에이션패션> <KTH아시아> <SADA삼육어학원> 



25 

<신일산업 하이마트 팝업스토어> <위닉스44주년 뽀송박스> 

<신일산업 58주년 이벤트> 

<오쉐이크 이태원 벽보부착> 

<네네치킨, CIGATOP10 클럽파티> 

<오가다 붓글씨 싸인회> 

<중앙일보 50주년 이벤트 DR광고> 



26 

<동원가구 솔리에 : 푸른바다의전설 슈퍼자막, 맨투맨, 당신은 너무합니다, 아임쏘리 강남구> 

<닥터스 : 모비프렌 블루투스/위닉스 공기청정기> <플랜맨 : 레디미티어 신발 / 몽카바 캐리어> <질투의 화신 : 나인어코드 안경> 



27 

<워커힐 면세점> <GS 칼텍스> <캐시슬라이드>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안나수이> <하기스> 



28 

<핵스테이크> <힐팜스> <핵커피> 

<로파인표선> <원진이펙트> <프로핏> 



29 

<애경 : 매대 및 POP물 전담 제작> <나인트리컨벤션 : 잡지광고> <쾌변데이 매직박스 홍보물제작> 

<신일산업 POP물, 매대 제작> <일성리조트 브로슈어> <아이엔젤 전시회 부스 제작> 



30 



31 

<아미나> <스테이즈> <닥터브랜드> 

<에어블랙> <앞집> <파인드팡> 



•

•

•

•

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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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닉스 더매니아그룹은 공기청정기 대표 기업 ‘위닉스’의 마케팅 대행으로 홈페이지 개발 
부터 공식채널 운영, 배너광고, PPL 등 다양한 소기의 성과를 내었으며, 현재까지 마케팅 집행 중 

주요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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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더매니아그룹은 가전제품 대표 기업 ‘신일산업’의 마케팅 대행으로  
공식채널 운영을 중점적으로 성과를 내며, 현재까지 마케팅 집행 중  

주요 포트폴리오 

34 



참존 더매니아그룹은 유명 화장품 브랜드 기업 ‘참존’의 마케팅 대행으로  
공식채널 운영을 중점적으로 성과를 내며, 현재까지 마케팅 집행 중  

주요 포트폴리오 

35 



인천광역시 더매니아그룹은 인천광역시의 마케팅 대행을 통해  
미디어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진행, 소기의 홍보 성과를 이뤄냄 

주요 포트폴리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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쏜다고 

[사업소개] 

• 국내 최저가 고객관리 문자 솔

루션 

• 스마트폰과 PC 연동을 통한 손

쉬운 발송 및 관리  

• 자동응답메시지(그림문자), 단

체문자, 예약문자, 수신거부 관

리 기능 등 제공 

• 온오프라인 원스탑  마케팅 서

비스 제공 (마케팅 부터 개발, 

디자인 상품까지) 

페픽 

[사업소개] 

• 페이스북 이벤트 확산  

플랫폼 

• 기업은 양질의 이벤트를  

유저에게 제공, 확산 및 홍보 가

능 

• 고객은 이벤트 공유 후  

추첨을 통한 이벤트 현물 취득 

가능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fepic.co.kr/
http://www.ssondago.com/member/loginbiz


자하스마트 

[사업소개] 

• 자하스마트가 기개발한 플랫폼

에 대한 전략적 미디어 랩사 

MOU 체결 

• 소셜 IoT를 활용한 공동주택 관

리시스템 ‘E마을’ 플랫폼 

• 스마트폰만 있으면 공동 현관문

이  자동으로 열리는 프리미엄 

IoT 서비스  

 

360 VR 

[사업소개] 

• 증강현실(VR) 360도 인터렉

티브 무비를 채용한 어플리케이

션 서비스 

• 360VR 콘텐츠 제작 지원 

     (기획 촬영부터 제작까지  

     원스탑 서비스 제공) 

• 온라인 마케팅 연계 및 지원  

(바이럴/모바일/SNS 등)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http://maniagroup.co.kr/prom_mania/sub3.html
http://jahasmart.com/


매니아팝 

[사업소개] 

• 모바일 후팝업 CPV  

광고상품 

• 타 모바일 광고상품 대비 높은 

주목도로 전환/트래픽 증대에 

효과적 

• 일 노출량 관리로, 광고로 인한 

사용자 스트레스 감소 

• 소재 제한없는 맞춤형 광고  

매니아콘 

[사업소개] 

•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 설치 

유도를 통한 사이트 노출형 리

타겟팅 광고상품 

• 합리적인 광고비 지출 가능(미

설치시 과금 X) 

• 간결한 설치 과정과 알림 팝업 

통해 자발적 설치를  유도 (거부

감 X) 

• 충성유저 확보와 마케팅  

비용 절감가능 

 



모여라 리뷰 

[사업소개] 

• 월 카페방문 평균 100만명, 10

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5년 연속 

리뷰전문 네이버 대표카페 

• 이벤트, 체험단, 맛집, 얼리어답

터, 공동구매까지 활발하게 진

행 

• 다른 카페에 비해 저렴한 비용

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 

민가든 

[사업소개] 

• 신뢰도가 높고 좋은 제품을 추

천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뷰티 

유투버 

• 구독자 102,708명의 “민가든 

뷰티 시크릿 가든” 운영 

• 160만뷰 “꿀피부언니 스킨케

어 루틴 시리즈” 발행 중 

• 다양한 브랜드들과 콜라보 진행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http://cafe.naver.com/foodballmanager
https://www.youtube.com/channel/UCr_QBNzvSm_a7mreIpTregw


엔젤스파이팅 

[사업소개] 

• 국내 최초 후원격투기 대회 “엔

젤스파이팅” 주관 및 마케팅 총

괄대행 

• 연예인 재능기부 나눔실천을 통

한 정기적인 자선 경기 진행 

• 입장 수익을 세계 각지에서 희

귀,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

에게 수술비 및 생활 안정 자금 

등으로 지원 

 

미스섹시백 

[사업소개] 

• 대한민국 최고의 뒤태미인 선발

대회 ‘미스섹시백’ 주관 및 마케

팅 총괄대행 

• 대회 관련 여러 기관들의 후원 

협력을 통한 대규모 대회로 받

돋움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http://angels-fighting.com/
http://www.misssexyback.co.kr/index.php


월드 드론 페스티벌 

[사업소개] 

• 무인비행기 ‘드론’ 과 캠핑이 함

께하는 ‘2015 제1회  

월드 드론페스티발’ 주관 및 마

케팅 총괄대행 

• 공동주관 행사와 관련한  

여러 기관들의 후원 협력을 통

한 대규모 대회로 받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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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사업소개] 

•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무료

로 교육을  지원하는 후원형 크

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진행 

• 프로젝트명 ‘원포원 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내 업로드 

및 펀딩 모집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http://cafe.naver.com/dronefestival
https://www.funding4u.co.kr/projects/1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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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앤코 

[사업소개] 

• 자산관리사 노후설계 교육안내 

서비스 

• 30분 상담으로 안정적인  

노후설계 1:1 컨설팅 가능  

• 직장내 직원 5명이상 전문 

컬설팅 무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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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티비즈넷 

[사업소개] 

• 소상공인 마케팅/홍보를 지원

하는  B2B플랫폼 서비스 

• 기업PR, 언론홍보, 인터넷광고

에 취약한 중소기업 마케팅/홍

보 총괄대행 서비스 

• 유망 중소기업 PR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제공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http://richnco.co.kr/
http://blog.naver.com/dtbiz


•

•

•

•

•

•

•

•

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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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프렌 

[사업소개] 

• 블루투스 이어폰 유통 쇼핑몰 

• 자회사 더팔미디어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온라인 쇼핑몰 총판 및 마케팅 지원 

• 사이트 구축 및 마케팅 진행 

앱스워터 

[사업소개] 

• 미네랄 풍부한 맞춤형 기능 수 “앱스워터” 유통 및 수익 도모  

• 자회사 더팔미디어그룹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총판진행 

• 판매를 위한 영업 및 마케팅 지원  

• 제안서 및 오프라인 홍보물, 온라인 홍보진행 

오션테그 방수가방 

[사업소개] 

• 수상레져 필수 아이템 

• 물놀이 시 안전한 소지품 보관을 위한 방수가방 

• 제휴를 통한 온라인 커머스 내 판매대행 및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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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mobifren.com/
https://www.facebook.com/theabswater
http://oceantag.com/index.php


자람수 

[소개 및 사업현황] 

• 고농축 해양심층수 천연미네랄을 포함한  자람수는 풍부한 무기영양

소로 농가의 작물 및 토지의 생산량에 기여하는 제품 ‘자람수’의 대리

점으로 온라인 제품 유통을 통한 매출창출 

• 유통사업부 조직을 통한 직접 유통진행 

체어갤러리 

[소개 및 사업현황] 

• 가구 온라인 쇼핑몰 

• 자회사 더팔미디어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온라인 쇼핑몰 총판 및 마케팅 지원 

• 본사 측 마케팅 진행 중 

홀샵 

[소개 및 사업현황] 

•  N사 상거래 플래이스 ‘스토어팜’ 입점 및 판매 진행 

• 홀샵이라는 사이트 명으로 잡화 및 조화 및 화분 판매 

• 자회사 더팔미디어그룹과 전략적 

• 제휴를 통한 온라인 입점 판매 마케팅 지원 

• 본사 측 마케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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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http://jaramsu.co.kr/
http://www.chairgallery.co.kr/
http://storefarm.naver.com/aloneshop


라바침낭 

[사업소개] 

• 유아용 매트형 침낭 브랜드 

• 캐릭터 라바 레드, 옐로우 공식 라이선스 제품 

• 생활방수, 양방향지퍼 등 기능 

• ㈜디피넷 전략적 제휴를 통한 온라인 커머스 내 판매대행 및 마케팅 

지원, 본사 측 마케팅 진행 중 

다육이프로젝트 

[사업소개] 

• 기부와 나눔 순환형태의 사회복지 프로젝트 사랑의 다육이 

• 사랑의 다육이 판매를 통한 지속적 후원금 유치 

• 소외된 노인 및 노숙자 일자리창출 , 미혼모에게 창업 기회 제공 

     다문화가정에는 자립의 일자리 제공,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 

• 복지법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판매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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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바로가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B%9D%BC%EB%B0%94%EC%B9%A8%EB%82%AD&oquery=%EB%8B%A4%EC%9C%A1%EC%9D%B4%ED%94%84%EB%A1%9C%EC%A0%9D%ED%8A%B8&tqi=TRFLyspySo8ssZ2JauGssssss%2BZ-227245&ie=utf8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C%82%AC%EB%9E%91%EC%9D%98+%EB%8B%A4%EC%9C%A1%EC%9D%B4+%ED%94%84%EB%A1%9C%EC%A0%9D%ED%8A%B8&oquery=%EB%8B%A4%EC%9C%A1%EC%9D%B4+%ED%94%84%EB%A1%9C%EC%A0%9D%ED%8A%B8&tqi=TRFMndpySEssssEO7QdssssssAV-457925&ie=utf8


MANIA GOING TOGETHER!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코오롱빌란트 1차 208호, 209호 

DATE 2017. 

2017 

THANKYOU! 

대표번호              
문의메일              
FAX                      
Homepage        
Blog                     
Facebook 

02. 6330. 9000 
blogmania@nate.com 
02. 6330. 9099 
www.maniagroup.co.kr 
blog.naver.com/man1agroup  
www.facebook.com/maniac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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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사이트  바로가기 블로그 포트폴리오 바로가기 디자인 포트폴리오 바로가기 

카카오 옐로 아이디 : 매니아컨설팅그룹 
네이트온 아이디 : maniagroup 

mailto:blogmania@nate.com
http://www.maniagroup.co.kr/
http://blog.naver.com/man1agroup
http://www.facebook.com/maniac0501
http://www.maniagroup.co.kr/port/index.php
http://skin.maniac2013.gethompy.com/
http://maniagroup.co.kr/new_portfol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