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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모아진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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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업자와의 공동사업제휴를 통해 통신부가서비스, 

 온라인 음악, 매장BMG서비스 ,  디지털 매거진 컨텐츠 개발 및 유통,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대만, 중국,베트남 (차이나텔레콤, 중화전신, 아태전신) 과  

 파트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 좀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잡지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잡지는 제한된 지면에 트렌
디한 콘텐츠를 다양한 이미지 자료와 더불어 개제하는데 그래서 그 깊이가 얕다는 편견이 있습
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편견에 불과합니다. 잡지는 시의성을 갖춘 다양한 콘텐츠를 보다 입체적으
로 독자에게 제공합니다. 잡지의 성향에 따라서 깊이 있는 주제를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식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제를 진지한 형식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시의성이 제일 중요한 잡지는 그래서 시대를 들여다 보는 창의 역할을 합니다.  
모아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잡지에 관심 바랍니다.” 



| (주) 모아진 회사 연혁 

Zinio 해외 전자잡지 서비스 런칭 
 - 해외매거진 국내 판매 Partnership계약 체결  
 
SKT MOU 체결, O2O e-Magazine Service 플랫폼 기획 
(WiFi Contents HUB 매장 전용 서비스) 
 
디지털 매거진 년간 라이선스 계약 : 누적 140여 대학/공공도서관 

도서관 전자잡지 서비스 국가 GS 인증 획득 

성남산업진흥재단, 삼성생명 회원제 서비스 계약 

빙그레, ING, 코오롱, 유니버셜, 랜드로버 등 모바일사보 제작 

디지털 매거진 년간 라이선스 계약 : 누적 130여 대학/공공도서관 

코리아 매거진 페스티벌 참가 

하나컬처클럽 매거진 회원제 서비스 계약 

웹하드 내 디지털매거진 판매유통시작 

오라클, ABB, 중부가족 등 모바일사보 제작 

디지털 매거진 년간 라이선스 계약 : 누적 110여 대학/공공도서관 

2015 

2014 

2013 

‘about’ 출판브랜드 설립 및 전자책 공동사업 추진 

 농협 매거진 회원제 서비스 계약 

 리디북스, 인터파크, 한국이퍼브, 신세계 ’오도독’ 등 전자책 입점 

디지털 매거진 년간 라이선스 계약 : 누적 90여 대학/공공도서관 

2012 

2011 

2010 

2009 

2008 

푸르덴셜생명보험, 대한상공회의소 등 회원제 서비스 계약 

삼성 리더스허브 입점, 야후 ‘스타일’서비스 기사공급 

국민은행, 롯데면세점 등 모바일사보 제작 

디지털 매거진 년간 라이선스 계약 

– 누적 60여 대학/공공도서관 

모아진닷컴 모바일 서비스 런칭(애플리케이션) 

 개별 매거진APP 제작 자체TOOL 개발 

 T스토어 입점, KT올레스퀘어 DID서비스 개시 

디지털 매거진 년간 라이선스 계약 

– 누적 40여 대학/공공도서관 

2009 서울매거진FAIR 참가 

KT 매거진 회원제 서비스 계약, YES24  E-BOOK 입점 

디지털 매거진 년간 라이선스 계약 

– 누적 20여 대학/공공도서관 

네이버, 다음, 파란 등 포탈제휴, G마켓 입점  

현대/기아 자동차 ‘프리미엄매거진’ 회원제 서비스 계약 

디지털 매거진 년간 라이선스 계약 

– 누적 10여 대학/공공도서관 

㈜모아진 설립(2007.05.02), 디지털매거진 서비스 개시 2007 

Zinio 해외 전자잡지 도서관 판매 개시 
 
디지털 매거진 년간 라이선스 계약 : 누적 160여 대학/공공/전문도서관 
 

2016 



1. 매주, 매월 발행되는 잡지 서고 관리 및 비용 발생 

2. 제한된 보유량으로 도서관 이용 방문자 불만 

3. 예산 부족으로 제공 가능한 잡지 종수의 절대부족 

4. 열람 통계 및 활용 효과 측정 불가 

5. 다양한 종수와 신간 창간 잡지 관리 및 비용발생 

 정기 간행물 잡지 어떻게 관리하세요? 

1. 도서관 및 관내 이용자 제한 없이 열람, 동시접속 가능 

2. “최신호 및 과월호 서비스 19,000권  동시 제공” 

3. 관리비용의 절감, 종이잡지 가격 대비 1/1000 절감 효과 

4. 70만건 “기사 본문 검색”을 통한 신속한 잡지 열람 방식 

5. 매거진 메타데이터 제공 도서관 통합 검색 연계 가능 

6. 도서 관리자 페이지  제공을  통한  잡지구독  통계 ,구독 내역 관리 

VS 

현재 정기간행물 
모아진 전자잡지 

열람서비스 
Digital Magazine Offline Magazine 

| 도서관 전자잡지 서비스 



| 국내 200여 전자잡지 서비스 제공 (현재 총 220종, ‘17년5월 기준) 



  

1. 국내 최대  200여종 디지털 매거진 서비스 제공 (1.9만권+) 

2. 잡지 기사 (70만건+) ,  잡지 통권 및 기사검색 서비스 제공 

3. 디지털 매거진 목차, 썸네일 이미지를 통한 빠른 기사 열람 

4. 최신호 및 해당잡지 과월호 동시 서비스 제공 

5. 선명한 이미지 우수한 가독성 : 종이잡지 제작 원본 파일 이용 서비스 제공 

6. 도서관내 PC, Mobile 다양한 단말기를 통한  N스크린 열람 서비스 제공 

7. 열람 이용자 잡지기사 스크랩 및 메일링 기능  
  

모아진 디지털 매거진은 이렇게 다릅니다. 



국내 최대  다양한 전자 잡지 서비스 제공 

 콘텐츠 본문검색 기사별 열람서비스 모바일 / PC  이용 접근성  

정기간행물 관리, 이용 편의성 

 
 

• 총 200여종의 분야별 매거진과  
• 과월호 포함 총 19,000여권 서비스 제공 

 종이잡지와 똑같은 형태로 보이나,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간직하여 검색 시 해당 키워드
에 관련된  기사 검색 

<모아진 디지털 매거진> 

-기획되어지고 정제된 전문 기사로 정보의 
신뢰도가 높음. 키워드, 문장 검색 가능. 

 관내 와이파이 네트윅망 통한 다운로드 view방식 
 단말 저장 7일간 인터넷망 연결 유무와 상관없이  
열람 
• 단말 사이즈가 제한되어진 공간에서 잡지 본연의 
충족시키는 뷰어 제공 

70만 이상 기사
DB Contents  
검색 서비스 제공 

정기간행물인 잡지를 온라인형태로 제공하여 매월   
발생하는 다량의 매거진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으
며,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효과적인 열람 통계측
정 가능. 

PC  ,모바일  
디지털 매거진 서비스 

이용자  
동시  열람 

도서관 잡지 보관 
공간, 관리 비용 절감 

열람통계,  
관리 운영 환경 

제공 

효율적 콘텐츠 관리 

신간 추가 잡지 무상 
제공 업데이트 

과월호, 최신호  
동시 서비스 제공 

콘텐츠  기사  
DB 검색 지원 

1 

2 

3 

4 

1 

2 

4 

3 

왜 많은 도서관, 기업들이  
모아진  전자잡지 서비스를 이용할까요? 

http://www.moazine.com/magazine/list.asp?listtype=volume&subtype=viewDetail&magazineid=197&v_id=20640
http://www.moazine.com/magazine/list.asp?listtype=volume&subtype=viewDetail&magazineid=323&v_id=20636
http://www.moazine.com/magazine/list.asp?listtype=volume&subtype=viewDetail&magazineid=313&v_id=20665
http://www.moazine.com/magazine/list.asp?listtype=volume&subtype=viewDetail&magazineid=388&v_id=20583
http://www.moazine.com/magazine/list.asp?listtype=volume&subtype=viewDetail&magazineid=436&v_id=20669
http://www.moazine.com/magazine/list.asp?listtype=volume&subtype=viewDetail&magazineid=234&v_id=20681
http://www.moazine.com/magazine/list.asp?listtype=volume&subtype=viewDetail&magazineid=397&v_id=20711
http://www.moazine.com/magazine/list.asp?listtype=volume&subtype=viewDetail&magazineid=232&v_id=20678
http://www.moazine.com/magazine/list.asp?listtype=volume&subtype=viewDetail&magazineid=390&v_id=20580


 “200”여 종 국내 최대   

디지털 매거진 서비스 제공  

  

매거진 기사 본문  검색 “70”만건  

과월호 “1.9”만권 동시 제공 

국내 “160”여 도서관,기업, 연구소 도

입 

 

디지털 매거진 국내 1위 서비스  
“모아진” 



| 도서관 PC 뷰어 고도화 : HTML5 웹뷰어 도입 

1 .  U I  :  ‘ 전 체 화 면 보 기 ’  기 능  추 가 ,  메 뉴  구 성  수 정  

2 .  호 환 성  :  ‘ 익 스 플 로 어 / 크 롬 / 사 파 리 ’  등  모 든  웹 브 라 우 저  최 적 화  ( I E 는  1 0 . 0  이 상 )  

3 .  편 의 성  :  ' A c t i v e X  C o n t r o l l e r '  등  별 도  프 로 그 램  설 치  필 요  없 음  

4 .  D B 공 유  :  이 용 자  ‘ 카 카 오 스 토 리 / 페 이 스 북 / 트 위 터 ’  등 에  잡 지 기 사  공 유 하 기  

5 .  개 인 화  서 비 스  :  잡 지 기 사  ‘ 북 마 크 / 메 모 / 보 관 함 ’  기 능  추 가  



도서관 Mobile 디지털 매거진 서비스  

1. 도서관 매거진이라는 어플을 
실행 후 도서관 
(관내) 와이파이로 설정 

2.원하는 잡지 선택 후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3. 다운로드 시 내서재에 저장 4. 다운로드 된 잡지는 데이터 통신 없
이 7일 동안 이용 가능 
(이후 자동 삭제) 

 WiFi 인증 다운로드 방식 : 승인된 WIFI 공간 (관내 WiFi 망) 다운로드  
 도서관 로그인 연동방식  ID, PW 서비스 지원 가능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oazine.b2b.library
https://itunes.apple.com/kr/app/doseogwanmaegeojin/id484308382?l=en&mt=8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패널을 통한 디지털 매거진 서비스 – 10종~30종 까지 구성 

 도서관, 기관별 별도 광고영상 및 티커 노출 지원 

 도서관, 학교, 기관 제공 중, 신문+잡지 결합 상품 구성 가능 

| 모아진 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 



| 모아진   해외 전자잡지 서비스 (ZINIO) 

ZINIO 의 도서관,연구기관  서비스인  ZINIO FOR LIBRARIES 
서비스를 모아진을 통해 국내 도서관, 기업, 연구소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1) 서비스명: 해외전자잡지 서비스 (PC web, itunes, playstore) 

2) 특징:  

① 해외 전문 인쇄물 잡지 구매 비용 보다 평균 30%이상 저렴. 

② 잡지당 평균 2,500명 이상 동시 접근  이용 열람. 

③ 39개국 3,000여종의 디지털 매거진 보유 . 

④ 도서관 , 기업,연구기관  예산에 맞추어 선택 구독 서비스. 

⑤  PC-web, Mobile, Tablet  동시 서비스  제공. 

ZINIO : 지니오는 2001년 설립, 전세계 에서 가장 큰 디지털 매거진 
뉴스스텐드 서비스 사로 2015년 11월  ZINIO"와 Partnership 계약 
체결 하였습니다 
 



| 서비스 특허 및 품질 GS인증 (Good Software)  

 GS인증 제품명 : 모아진 도서관 전자잡지서비스 v2.0 (인증번호 : 14-0325) 

 GS 인증이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개정 2015.12.31] 
   제 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에 의거 
  GS인증 제품에 대해 정부 공공기관,학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우선 구매 , 수의 계약 요건에 해당합니다. 

•특허명 : 본문검색이 가능한 전자잡지 제공시스템 

•특허 등록 번호: 10-2015-0096153  

•출원일: 2015-07-06 

•현재 도서관서비스에서 제공중인 ‘잡지 기사원문 키워드검색 기능’이 
  모아진  전자잡지 서비스 특허 기술로 인정되었습니다. 



| KERIS 대학도서관통계 전자정보  목록 

 2016 전자정보 목록[국내] : 전자저널 > Serial 200종 패키지 (DB명 : 모아진) 

                                                                                                     * 출처 : KERIS 2016 대학도서관_통계조사_자료집 172p 



2017년 현재 국내 160여 도서관,기업, 연구소에서 
모아진 디지털 매거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디지털 매거진 얼마나 이용 할까요? 



2017년 현재 전국 90여개 대학 기관에서  
모아진 전자잡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대학기관들은? 



| 모아진 도서관 홍보 현황 1 

http://digitalmagazine.tistory.com/  

http://digitalmagazin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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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website:  http://dl.moazine.com   

E-mail : sale@moazine.com  (서비스 트라이얼 및이용 문의) 

Tel : 070-4489-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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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의 내용은 ㈜모아진의 영업비밀이며, 관련 모든 지식재산권은 모아진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이용 및 사용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아진의 사전 서면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ny and all materials and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resentation material shall be considered trade secrets of Moazine Inc. 
(“Moazine”) and shall at all times remain the sole and exclusive property of Moazine, and Moazine reserves 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thereto and therein. Therefore, in the event that any company wishes to disclose to any third party or use for commercial  
purposes any of such information or materials, in whole or in part, it shall obtain Moazine’s prior written approval thereto. 

| 도서관 전자잡지 서비스 문의 연락처 

모아진 서비스 이용 안내 유튜브 동영상 
 

1. 모아진 전자잡지 열람서비스 : http://youtu.be/5OMqOSipRF4  
 

2. 모아진 전자잡지 DID 서비스 : http://youtu.be/eK2oV-Z7AQ0  

㈜모아진 서비스사업 2본부 

sale@moazine.com  

070-4489-7170  

http://dl.moazine.com/
mailto:sale@moazine.com
http://youtu.be/5OMqOSipRF4
http://youtu.be/eK2oV-Z7AQ0
http://youtu.be/eK2oV-Z7AQ0
http://youtu.be/eK2oV-Z7AQ0
mailto:hkpark@moazin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