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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모아진 

대표이사 현창룡 (플랜티넷  CEO 겸임) 

설립연도 2007년 05월 02일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A동 7층 

주 업종 서비스, 출판업 

주 종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서적, E-book,  
디지털 콘텐츠 솔루션 개발 및 보안 

- ㈜모아진은 코스닥 상장업체인 ㈜플랜티넷의 100% 지분 출자 자회사로써 

  매거진 콘텐츠 유통사업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설립된 회사입니다. 

  

-(주)플랜티넷 (코스닥 075130)  

 주요사업으로 국내외 주요 ISP사업자와의 공동사업제휴를 통해 통신부가서비스, 
유무선 디지털 매거진 컨텐츠 개발 및 유통, 온라인 음악, 매장BMG서비스 사업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대만, 중국,베트남  ISP 부가서비스 사업진행,  차이나텔레콤, 
중화전신, 아태전신 등의 통신사업자를 파트너로 하고 있습니다. 



Zinio for Libraries 

2012년 9월 지니오에서는 기업, 공공,대학, 도서관 이용자 대상 전용 

디지털매거진 서비스인 Zinio for Libraries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2015년  한국에서도  모아진을 통해 전세계 39개국 3,000종  

 잡지를 해외 전자잡지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Overview 
㈜ 모아진은 국내 150여 기업,공공, 대학 도서관에 국내 전자잡지 열람 서비스 제공 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글로벌 디지털매거진 사업자인 Zinio, LLC 와 

해외매거진 국내 유통사업과 국내매거진 Zinio 판매  독점 파트너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Zinio for Libraries 서비스는 전세계 28개국  
2,600여 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Zinio Libraries  Market Share: 
 

US – 미국 상위 300개 도서관에서 ZFL서비스 도입  

      또한 미국 공공도서관의 95%가 ZfL 디지털매거진 예산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CA – 67% of public libraries 

UK – 65% of public libraries 

AU/NZ – 22% of public libraries 

Military – 6 of 8 US library systems 
 
 
 

* By annual materials budget 



모아진 해외 전자잡지 열람서비스 
  

1. 해외 전문 인쇄,출판 형태잡지 구매 비용 보다 평균 30%이상 저렴. 

2. 500명 이상 동시 접근  이용 열람. 

3. 39개국 3천여종의 디지털 매거진 . 

4. 기업, 도서관 예산에 맞추어 잡지 선택 구독 가능. 

5. PC, Mobile, Tablet  동시 서비스  제공. 

 



39개국 3천여 해외 매거진 보유 



모아진 해외 전자잡지 PC 열람서비스 

  3,000 여 잡지 목록 중 도서관에서 구매할 해외잡지 목록을 선택하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잡지 타이틀은  구독  시작 시점부터 과월호(최근 1년)와 최신호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인트라넷 웹사이트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PC 웹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ML5  뷰어 Chrome, Firefox, IE10+(이상), Safari *  브라우져 지원. 



모아진 해외 전자잡지 모바일 (phone, Tablet)서비스 

Magazine eReaders 
 

 
해외전자잡지 모바일 (Phone, Tablet Pad) 동시 서비스 제공합니다. 

•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테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PC서비스와  동일하게  해외 잡지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iOS - 앱스토어, Android - 플레이스토어 에서 모아진의 “해외전자잡지” App 검색 

• 해외전자잡지 전용앱을 통해 도서관, 기업 이용자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P인증방식 / 아이디 인증방식 혼용) 



Thank you 

모아진 서비스 사업 2본부   

서비스  소개 홈페이지  http://dl.moazine.com   

E-mail : sale@moazine.com  (트라이얼,  서비스 제공문의) 

Tel : 070-4489-7170 

Address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 2 A동 7층 

http://dl.moazine.com/
http://dl.moazine.com/
mailto:sale@moazin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