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NETWORKS COMPANY INTRODUCTION
메이트네트웍스 회사소개서

MATE NET WO R KS

MATE NETWORKS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그룹
‘연결되어 만나다’라는 뜻의 로고는 영혼으로 모든 일을 대하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고
또한 그 기회는 어울어진 모두와 나눈다는 가치를 지닙니다.

Ceo 전우호

1. SUMMARY

MATENETWORKS

•

최신 시장분석을 통해 트랜드와 기술을 반영하여 파트너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로 성장합니다.

•

양질의 모바일콘텐츠를 기획, 개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둡니다.

PLANNING

CONSULTING

DEVELOPMENT

UI/UX

OPERTATIION

MULTIMEDIA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

[주식회사 메이트네트웍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길 16, 3층 지희빌딩(강남구 역삼동 824-27) | Tel. 1599. 7317
▶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351번길 8, 3층(교동, 804-57) | Tel. 1599. 7317

[주식회사 메이트 텔레콤]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4번길 9, 1층(중흥동 745-17) | Tel. 062-511-4585

[MATE CHINA]
▶ 坐落于吉林省延吉市河南街18号，延边国际商务中心B1218室 | Tel. 138-4437-6700

[MATE INDONESIA]
▶ Menara Jamsostek Gedung, Menara Selatan Lantai 7 Ji, Gatot Subroto Kav. 38, Jakarta Selatan 12710, Indonesia. | Tel. 070-7721-5111

[MATE USA]
▶ 3400 El Camino Real #9, Santa Clara CA, 95051 | Tel. 408-320-2123

[MATE Japan]
▶ 大阪府岸和田市春木宮本町9-17 | Tel. 072-43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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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TENETWORKS SUBSIDIARY
•

MATENETWORKS

메이트네트웍스는 다양한 자회사의 운영으로 다양한 노하우와 기술로 클라이언트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ATENETWORKS

MATEDIVERGENCE

MATECONVERGENCE

게임사업부

미디어사업부

마케팅사업부

MATE TELECOM

MATE ENT

MATE F&B

통신사업부

엔터테이먼트 사업부

식품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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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연력현황
•

MATENETWORKS

Part 별 인력구성현황; 대표(전우호대표), 전략기획3, 개발9, 디자인3, 운영관리5, 마케팅6, parttime20-70 (2017년 현재)

전략기획

개발

UI/UX

운영관리

마케팅

·컨텐츠 주요 키워드 추

· 웹 프로그래밍

· UX/UI 디자인

· 시장트랜드분석

· 모바일 마케팅

출 및 컨설팅분석

· APP 개발

· 인터페이스디자인

· CS 교육관리

· 온라인 광고마케팅

· SI(시스템 통합)

· 오프라인 디자인

· 컨텐츠버그분석

· 구글 마케팅

MATE NETWORKS GROUP

MATE NETWORKS GROUP

MATE NETWORKS GROUP

MATE NETWORKS GROUP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MATE NETWORKS GROUP

· PM

을 통합한 최적의 마케팅
제시
·광고전략, 품질지수, 효
과분석, 운영관리

Realize an Ideal!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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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이트네트웍스 마케팅

MATENETWORKS

전략적 방향성이 없는 마케팅 전략은, ‘비용만 가중시킬 뿐 입니다’ 메이트네트웍
스는 명확한 비전(Vision)을 확립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목표(goal)을
MATENETWORKS

of MARKETING

설정하여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천가능한 실행전략을 추구합니다.

MATENETWORKS의 마케팅은 전략적 방향성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실현방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마케팅시장의 경쟁심화는 단순한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제작ㆍ개발 그리고 바이럴마케팅만으로 지속적인 고객 확보와 성장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On-line과 Off-line이 결합된 성과주의 중심의 최적화 마케팅 전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무자들이 분야별 전문과들과의 협력마케팅 시스템을 통해서 이

루어져야 합니다.

MATENETWORKS는 ‘고객이 당면한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MATENETWORKS는 신규고객유치를 위한 심층분석과 다양한 홍보를 통한 이슈화, 결과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결과율등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기획
합니다. 또한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고객의 유치를 위한 각 문화권별 특징과 시스템을 분석하여, 해당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으로 컨설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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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기획분야

MATENETWORKS

•

CREATIVE BRAND DEVELOPER

•

컨텐츠별 특성에 따른 마케팅 방향을 만들어간다. 반응을 살피어 최적화된 방법론으로 고민하며 실행합니다.

GOOGLE MARKETING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운영,
모바일 플랫폼 & 디지털 인터렉티브 마케팅,
모바일 UX Strategy & UI Design

Mobile Web Develop

APPLICATION Develop

&

MARKETING
온라인 프로모션, SNS마케팅, 디지털 및
컨텐츠 마케팅 등 고객의 니즈와 미디
어 환경에 맞는 마케팅 전략 구축

Online WEB AD

Mobile AD

Online WEB Develop

Promotion AD

Mobile UX/UI Design

Viral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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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케팅 전략 / 구성

MATENETWORKS

시장ㆍ마케팅 분석

목표설정

시장ㆍ마케팅 전략

- 업종, 소비자 트렌드 분석

- 목표설정

- STP 전략

- 시장상황, 경쟁사, 잠재고객 분석

- 정량적 목표설정

- 신제품개발/런칭전략

- 마케팅진단

- 정성적 목표설정

- 유통채널구축전략

- 상품, SWOT 분석

- KPI, CSF 설정

- 홍보마케팅전략

- 마케팅 포인트 도출

전략기획, 대행

- 통합 마케팅 / 플랫폼 운영전략

전략지원

모니터링

- 사이트ㆍ어플리케이션 기획, 제작

- 세부전략 실행안 교육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 온라인 마케팅 기획,지원,운영

- 조직구성원, 직무역량 지원

- 결과평가 및 대책안 수립

- SNS 마케팅 기획,지원,운영

- 전략실행 자문

- 지속적인 오류수정 및 수정대안 제시

- 오프라인 마케팅 기획,지원,운영

MATENETWORKS는 다양한 마케팅, 실무컨설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최적의 Marketing Insight를 뽑아내고,

전략기획을 통한 최상의 마케팅툴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마케팅 INSIGHT를 도출, 단순 전략수립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전략실행까지 관여하여 마케팅 ROI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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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케팅 목적

MATENETWORKS

•

· 프로젝트 목적에 맞는 경험을 디자인하고 마케팅 방향으로 설정, 향후 효율적인 마케팅 도출

•

시장분석을 통한 트랜트를 파악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Define), 맞춤아이디어(ideate)를 통해 마케팅을 설계하고(Build),
경험을 행한다.

CREATIVE

CUSTOMER

CHALLENGE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숨쉬고 실현되어지는
열정의 장

고객의 입장에서 생
각하고, 합리적인 마
케팅방안을 교감함

꿈을 펼쳐낼 뜨거
운 도전정신과 확
고한 목표의식

HIGHT
QUALITY

EXPECTED
EFFECT

다년간의 노하우로
완성되는 환경변수를
고려한 양질의 방향

시장분석에 따른
합리적인 기대효과
장기적인 효과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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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nline & Mobile Marketing Process

MATENETWORKS

주요 프로모션 방식

블로그
뉴스매체

PC검색

PC

1.
2.
3.
4.
5.

SEO(검색엔진 최적화)
검색광고
미디어광고
파워 블로거 제휴
미디어 PR

버티컬 커뮤니티
랜딩 페이지

PC 웹사이트

친구계정 / 페이지

SNS
기업계정 / 페이지

CUSTOMER

마케팅
담당자

이메일
주요 프로모션 방식

1. Opt-in E-mail 획득
2. 데이터 브로커 정보 획득
3. 타깃 메일 방송

MOBILE

모바일
검색

모바일 앱

랜딩 페이지

주요 프로모션 방식
1.
2.
3.
4.
5.

Push 알람
바코드-모바일 쿠폰
Click to call
리워드 광고
접속 / 회원 통계

어플리케이션 /
모바일 웹사이트

주요 프로모션 방식
1. 모바일 SEO
2. 모바일 검색 광고
3. 미디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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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고홍보

MATENETWORKS

STEP 04

STEP 03

STEP 02

STEP 01

APP STORY
MAKE
스토리텔링

PROMATE
APP

REVITALIZE
SERVICE

LOYALTY
USER
강력한 충성도 마련

어플의 사용화

온라인 모바일 홍보

app의 개발과정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완성

온라인과 모바일을 플랫폼으로 홍보진행
어플배포와 유지를 진행할 수 있는 바이럴마케팅의 활성화
App 를 사용 체험한 유저들로 어플의 지속적 사용 유도
(주)메이트네트웍스는 양질의 콘텐츠를 기획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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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Google Marketing

MATENETWORKS

스마트폰 시장
Android iPhone Windows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중 90% Android Phone 사용

Apps
iPhone Apps
App 배포가 어려움 (iPhone Apps 정책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시간 소요가

GOOGLE
MARKETING

크며 앱 변경이 어려움) -> App 시장 축소

Android Apps
iPhone 과 다르게 App배포 용이

구글 Apps 배포 정책에 의해 구글 스토어 에서 배포 가능
-> 구글 스토어 마켓 활성화

구글 마케팅
App 시장에서의 바이럴 마케팅
검색 순위 마케팅
리뷰/평점 마케팅
유용성 관리 마케팅
바이럴 을 이용하여 App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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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oogle Marketing Reference

구글검색

구글 평점 마케팅

MATENETWORKS

유용성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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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obile Marketing

MATENETWORKS

바이럴 마케팅 시장 변화

PC Search 형태에서 Mobile Search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 고
있음 (모바일 검색 시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음)
PC 검색 상위 노출 되어도 4년전과 대비하여 지금은 효과가 10%정도임
-> 수요(광고주)가 없어 PC 검색 마케팅 업체 절반이상 폐업

모바일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또한 모바일 검색 시장에 맞추어 변화중 (바 이럴
마케팅 업체 90%가 모바일 시장에 맞추고 있음)
2016년 초 네이버의 광고 업체 죽이기 -> 국내 모바일 마케팅 업체 90% 폐 업 (이
중 30%정도만 대행사로 변경) -> 현존 하는 모바일 마케팅 컨설팅 원 청업체 3곳
중 하나임
지금의 메이트네트웍스는 마케팅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협업파트너가 영업을 대
신함)

모바일 검색 상위 노출

네이버 키워드 검색시 1페이지에 노출 (PC노출과는 다른 logic으
로 독보적 전략 추진)

MOBILE
MARKETING

모바일 검색 상위 작업 -> 다량의 모바일 기기와 인력을 통하여 진행

네이버 연관검색어
연관검색어 – 키워드 검색시 네이버에서 연관성 있는 키워드를 보여줌
-> PC&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진행
추천 검색어 – 네이버가 독식으로 마케팅 불가 -> 우회 키워드 선정하여 진 행 ->
시장트랜드 분석 후 키워드 설정 기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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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obile Marketing Reference

모바일 상위노출 마케팅

MATENETWORKS

연관검색 마케팅

진행 : 타겟팅 키워드 선정 -> 밑작업 (물량) -> 메인 노출 작업
2월 중순 마케팅 시작 -> 일일 가입자 20% 상승 -> 매월 매출 30%증가 -> 현재 2배 이상 매출 증대(4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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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발사업영역 (Business Area)

MATENETWORKS

CONTENTS

Mobile

Contents Management
Archiving System

Network & Platform

Service Platform
Client Application/ SMS/MMS

MATENETWORKS

of BIZ AREA

Service Platform
Home-Networking

ETC

Communication Platform
(PC/Mobile/TV/…)

실적
Email Archiving Solution 개발
u-city(u-security) System 구축 (KT)

Smart Home Networking Service 개발 (KT)
SMS System 구축 (중국은행/우정사업본부)
Smart DMB Mobile System 구축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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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발컨텐츠 (Business Area)

MATENETWORKS

MATENETWORKS of

DEVELOPMENT BIZ AREA

Contents M
anagement
System
EMC Documentum
Solution
Alfresco Solution
MATENETWORKS
Solution

Contents Tracking
System

Digital Contents
Protection

Contents
Archiving
System

Multimedia Contents

DRM & Watermark

E-Mail Archiving

Tracking System

Messaging Archiving

Media Arch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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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발 커뮤니케이션 & 기타 (Business Area)

MATENETWORKS

MATENETWORKS of

DEV COMMUNICATION & ETC BIZ AREA

Communication
Solution

Communication
Platform
Messaging, SMS…
Solution

Mobile Solutions

Service Platform
Client Applications

Server & PC
Client

Network &
Platform

Server Service &
Application

Service Platform

PC Client Application

Home Networking

U-Security Solution

PC / Mobile /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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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발 이력사항 (Business Area)
프로젝트명

MATENETWORKS

고객사

프로젝트 설명

하나 스프레드시트 개발

LG Soft

DOS / Windows용 스프레드시트 패키지 개발

자연어 검색 시스템 개발

LG Soft

LG 그룹용 문서관리 시스템에 사용된 검색 모듈 개발

양방향 데이터 방송 시스템 개발

LG Soft

케이블 방송용 양방향 데이터방송용 서버시스템과 세톱 개발

Windows CE OS 개발

LG Internet Portal 개발

Microsoft / LG

Microsoft 본사(Seattle)에서 한글버전 Windows OS 개발

LG Internet

DreamX Portal 개발

드림라인

향후 hanafos.com 서비스로 변경됨

TV Spice

에어코드

양방향 데이터 방송용 컨텐츠 저작툴

CSM 개발 / 유지보수

Israel Orange

모바일 게임/벨소리등 컨텐츠 배포 시스템

CRBT, MoD 솔루션 개발

RealNetworks

Verizon, T-Mobile, Orange등 13개국 26사이트

CRBT, MoD 해외 기술 지원

RealNetworks

Verizon, T-Mobile, Orange등 13개국 26사이트

OMA DCD 프로젝트 (DRM)

RealNetworks

OMA DRM 2.0 개발

RealNetworks

인터넷 저장장치 개발

큐브시스템

인터넷 지능형 에이전트

큐브시스템

Mobile Messaging System 개발

SK C&C

MMS G/W 개발

SK C&C

MATEMBOX 개발

RealNetworks

SETTOP BOX Remote Control
18

17. 전우호 대표 이력 (Ceo resume) (1/3)
date

content

1996년~1999년

1996년 05월

북설악 영농조합(회계부장) – 전산회계관련 업무수행

유통사업 POS 시스템 운영관리
황금나락 리미티드 전자상거래 (웹호스팅)

MATENETWORKS

date

Content

6월

2002년 02월

강원컴정보로 상호변경 및 강원컴정보 창간 (IT정보신문발
간 및 운영홍보배포)
PC방 서버 (트원에스) 판매사업 진행 (트래픽분산 및 회선
속도 증가 및 안정화 시스템)
육영재단 미아방지사업 진행 (지문인식 관리 프로그램)

06월

농수산물 전자 상거래 수출업무추진 (북설악농수산/강원인
제군소재) –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 달성

04월

㈜판타그램인터랙티브 킹덤언더파이어 콘솔게임 (강원도
총판)

1998년 07월

Joy Space 창사 (강원지역PC방 바탕화면 광고 및 PC방 게
임대회 직접 주최, PC방 컨설팅)

05월

아이소닉 아타나시아 강원도 총판

1999년 11월

YAHOO PC방 프랜차이즈 설립

06월

㈜판타그램인터랙티브 샤이닝로어 (강원도 총판)

2000년 08월

JC엔터테인먼트 레드문 (강원도 총판)

07월

㈜SD Enternet 네이비필드 (강원도 총판)

09월

이소프트넷 엔에이지 (강원도 총판)

10월

PC방 관리프로그램 네티모 (강원도 총판)

05월

중앙케이블방송 게임방송협력관계 체결

11월

PC SAVE (강원도 총판)
PC방 보안솔루션 HDD락, PC클리닉 서비스

07월

㈜엠게임 보드온라인게임 활성화 직영계약

12월

이소프트넷 배틀마린 (강원도 총판)
두루넷, 하나로, 온세통신 회선사업

2001년 03월
04월

2003년 04월

2004년 03월

라이어스 화상노래방 (강원지사 및 직영운영)

지오피아 보드게임 전국총판
HDD 데이터 복구 서비스 개시

데이콤 및 하나로 회선사업

04월

한게임, 넷마블, 피망 보드게임 어드바이스 프로그램개발

인터넷폰_앳폰 (강원도 총판)

10월

광고용품 쇼핑몰 운영 (http://callgi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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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우호 대표 이력 (Ceo resume) (2/3)
date

content

MATENETWORKS

date

Content

10월

T-OFFINE 강원, 경기동부 총판 계약 프리프, 헤르콧
(http://www.herrcot.co.kr/pcroom/index_pc.php)
(http://pcbang.flyff.com)

04월

㈜인피니오 법인 대표

11월

CJ 인터넷 ㈜넷마블 보드게임 활성화 직영계약

08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기획개발, 운영관리 및 바이럴 홍보

인피니트 ㈜ 법인 설립
㈜아이엘연구소 이지매니져 - 복구프로그램 (강원도 총판)
㈜와일드드림 광고 핫키 지원 키보다 (강원도 총판)

09월

속초시 조양동 사무실 확장
북설악 농수산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온라인 운영/관리 계
약체결

케이티아이디에스 강원도 지사 (원격 미아방지 및 자녀보
호서비스 http://www.omykids.com)

10월

㈜한다소프트 모바일 게임 공동운영 및 온라인 마케팅 계
약체결

2005년 03월

04월
2006년~2010년

웹하드관리 및 영상소스 디코딩 작업 (토렌토, 웹하드)

2008년~2011년

프리첼 (freechel) – 온라인 게임포털 및 파일공유 P2P 프
로그램 관리
웹 홍보 컨설팅, 바이럴 온라인 홍보 컨설팅 기획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 기획, 지원, 운영)

05월

㈜리퓨티드 운영중인 보드게임 인수

2009년~2011년

온라인 홍보 및 온라인 홍보 대행 (mobile device 기반 기
획 및 구조분석)

07월

양양여자고등학교 산학협력 MOU체결

모바일 콘텐츠 기획, 개발, 운영관리에 대한 전략기획안 작
성 (사이트와 app 기획/제작, SNS 마케팅 기획/지원/운영)

08월

㈜메이트컨버전스 법인 설립-온라인 바이럴마케팅 사업부
분 확장
㈜조이나무(음주가무) 운영 및 온라인 마케팅 계약 체결
스포츠 결과분석 프로그램개발, 정보공유 커뮤니티 개발
운영

㈜메이트 네트웍스 법인 대표
Google marketing 기획운영

12월

CPA광고 어플리케이션,돈버는 어플리케이션 캐시마트 배
포

2011년~2013년

2014년 01월

2015년 01월

㈜메이트텔레콤 법인 설립 통신사업부분 사업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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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우호 대표 이력 (Ceo resume) (3/3)
date

content

MATENETWORKS

date

Content

RPG GAME, Classic Board Game, Mobile image
solution, Beauty community, Multinational
community
2016년 01월

Masterpice community, Region Based
information Travel guide service, Law Advisory
Solution, Reward Solution, LBS, Google
Marketing
다양한 콘텐츠로의 확장
중국현지 서비스 보드게임 개발납품

2018년 07월

영상 솔루션 특허출원

08월

강원 설악권 상권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무료 홍보 플렛
폼 설악로드 배포

08월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 파트너쉽 체결

10월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IOS개발, 배포

10월

MATEMBOX 페스티벌 개최

11월

인도네시아 사무실 오픈

11월

영상 솔루션 국제 특허 출원 (총 12개국)

2017년 01월

중국 연길 사무실 오픈
서울 강남 지사 오픈

2019년 01월

미국 LA 샌프란시스코 현지 파트너쉽 체결

03월

㈜메이트다이버전스 법인설립_온라인 서비스 사업부분 확
장

02월

O2O 서비스 사업부 확장

04월

㈜메이트이엔티 법인 설립

03월

글로벌 사업부 동남아 파트너쉽 체결

07월

MATEMBOX 프렌차이즈 사업진행

04월

글로벌 영상 솔루션 어플 출시

09월

설악고등학교 산학협력 MOU체결

10월

MATE USA, MATE JAPAN 사무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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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Our Works

골드마인

MATENETWORKS

혼게임

RPG GAME

Classic Board Game

글로벌 커뮤니티 서비스

명품 커뮤니티

월드톡, 라이브톡

명품톡

Multinational community

Masterpice community

리워드 솔루션

위치기반 서비스

Reward Solution

LBS

캐시마트

음주가무

모바일
영상솔루션

Moblie image solution

지역기반 여행가이드앱

로드뷰

미용커뮤니티

성형톡

Beauty community

법률자문 솔루션

이변호사

Region Based information
Travel guide service

Law Advisory Solution

바이럴마케팅
온라인마케팅

구글관련온라인
앱스토어마케팅

Marketing

Google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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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olution

MATE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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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ATE DIVERGENCE

MATENETWORKS

미디어사업부
Media / Solution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의 시대적 상황에 맞춰진 가장 적합한 킬링 컨텐츠를 구성/기획/제작 합니다. 메이트네트웍스는 온/오프라인이 함
께 어우러지며 격변하는 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미디어시스템으로 승부합니다.

미디어 방송기획

미디어 콘텐츠구성

Media Broadcasting Planning

Media Content Configure

미디어 솔루션 개발

MBOX개발

Media Solution Development

MATEMBOX

미디어 제작
Media Production

O2O

Onlie to Off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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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MATE ENT

MATENETWORKS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Entertainment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는 방송, 연예, BJ, 크리에이티브 등을 육성하고 다양한 방송 컨텐츠를 기획 합니다.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효
과 높은 컨텐츠를 공급하고 그에 따른 방송 광고를 제작하고, 능력있는 방송 인재들과 제휴를 통홰 사업 기회를 창출합니다.

매니지먼트

방송 BJ 육성
Broadcasting BJ Upbringing

크리에이티브 육성

Management

방송 컨텐츠 기획

연예 기획

방송 광고 제작

Broadcast Content Planning

Entertainment Plan

Creator Upbringing

Broadcast Advertising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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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ATE F&B

MATENETWORKS

식품사업부
Food
국내 유통제조사와의 제휴 구조를 통한 식품유통, 판매, 브랜드구축, 마케팅을 담당합니다.
안전 하고 바른 식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이를 통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소비 습관을 분석해 최적의 방법으로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식품 유통
Food Distribution

식품 판매 기획
Food Sales Planning

사업 브랜드 구축
Build Business Brand

식품 사업 마케팅
Food Business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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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M A TE N E T WO R KS

[주식회사 메이트네트웍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길 16, 3층 지희빌딩(강남구 역삼동 824-27) | Tel. 1599. 7317
▶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351번길 8, 3층(교동, 804-57) | Tel. 1599. 7317
[주식회사 메이트 텔레콤]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4번길 9, 1층(중흥동 745-17) | Tel. 062-511-4585
[MATE CHINA]
▶ 坐落于吉林省延吉市河南街18号，延边国际商务中心B1218室 | Tel. 138-4437-6700
[MATE INDONESIA]
▶ Menara Jamsostek Gedung, Menara Selatan Lantai 7 Ji, Gatot Subroto Kav. 38, Jakarta Selatan 12710, Indonesia. | Tel. 070-7721-5111

[MATE USA]
▶ 3400 El Camino Real #9, Santa Clara CA, 95051 | Tel. 408-320-2123
[MATE Japan]
▶ 大阪府岸和田市春木宮本町9-17 | Tel. 072-439-3135

www.matenetwork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