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면 행복합니다.

URL : cafe.naver.com/no1cheonan

줌마렐라를 사칭한
불법 홍보 마케팅에 주의하세요!
줌마렐라 카페 및 운영진은 절대로 광고/홍보등을 먼저 요구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줌마렐라 카페/운영진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무작위 마케팅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어 피해를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광고 문의전 꼭 읽어주세요!

INDEX
1

천안아산줌마렐라 카페
미드미즈 회사 / 소개

2

통계표

3

광고안내

회사소개 1-1
* 천안아산줌마렐라
천안아산에 거주하는 20대~40대주부들이 모인

인터넷 네이버 카페 2019. 7월 현재 회원
100,000여명 /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회사소개

설립목적&목표

Progress

* 연혁
• 2013.11.01 몽땅베이비프리마켓 위탁운영 (~2016.12.31)
• 2014.10.00 차량스티커 저작권등록(baby in car)

모인 온.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천안아산 최대의 자

• 2015.05.28 청년CEO 500 프로젝트 최우수사례

발적인 커뮤니티.

• 2016.08.04 천안시 2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위촉

- 줌마렐라란 ? 신데렐라처럼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며 진취적이고
자기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혼의 '아
름다운 신 여성'

< 미드미즈 컴퍼니 >

"MIDMIZ" 미드미 + 미즈
: 믿음을 주는 여성들

벤처기업번호 - 제20170110661호
여성기업번호 - 제0125-20017-01841호
미드미즈컴퍼니 주식회사

회사소개 1-1

회사소개

설립목적&목표

Progress

ㆍ설립목적
- 천안아산줌마렐라는 2013년 5월 31일 설립하여, 6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URL을 두고 있으며 천안. 아산에 거주 하는 주부들이 다양한 소통과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천안아산줌마렐는 회원들이 지역 내에서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 관리 운영하며, 그에 따른 자유와
공익성을 보장한 콘텐츠가 회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루에 약 1천개 이상 생성되고 있습니다.
- 천안아산줌마렐라는 지역 내에 균형 발전과 착한 소비를 이끌 수 있는 '소비자집단'
궁극적으로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것을 지향하는 '맘카페'가 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목표
- 충청남도의 대다수 GDP가 몰려있는 천안. 아산의 98만명(2018.07월 현재)의 인구 중에 주부집단으로 구성된 천안
아산줌마렐라회원은 약 8만4백여명(2018.11월 현재)입니다. 천안아산줌마렐라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비롯해
충남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양한 산업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단순히 소비만 하는 집단을 넘어서 소비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피드백해서 관련 산업 종사업체들이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선도적 능동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상호보완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미드미즈 법인은 나아가 줌마렐라 라운지를 설립하여, 회원들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공간을 제공하고, 이 곳에서 로컬
푸드를 사용하는 제품을 소개해 지역 소상공인 중소업체들과 윈-윈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기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주부(경력단절 여성)를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단자들의 사회진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게 최종 목표
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소개 1-1

「지역커뮤니티 no1」

네이버 충청남도 지역랭크 1위
네이버 가족.육아 분야랭크 전국 12위
네이버 전국 카페 54위

회사소개

설립목적&목표

「다양한 오프라인행사」

「지역활동」

월 평균7회이상

2016.2017 - 천안시 소셜미디어서포터즈 임명

< 프리마켓,정기모임,

2015.2016 - 천안시 저출산대책위원회원 임명

Progress

「지역단체 MOU」

천안YWCA여성인력개발센터

2015 - 새소망의집 우수 자원봉사자 수상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예비맘교실,이유식교실,

2014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청년ceo 4기

천안동남구경찰서

부모교육 등 >

외 다수

외 다수

네이버 카페 지역 랭킹 1위 !

회사소개 1-2

조직도

미드미즈
컴퍼니㈜

웹디자이너
[원유영]

대표이사
[위민경]

천안아산
줌마렐라
매니저
주 주[3인]

영상.어플담당

디자이너
[은보라]

[위민경]

토닥토닥카페

이

사

감 사

부매니저
[천미진]

스

텝

[박혜옥]
[장정화]
[이세희]
[임보람]

바리스타
[여은경]
[장신애]

통계표

월 회원증가

월 방문자수

월 페이지뷰

ㆍ2019년 02월 ~ 2019년 07월 천안아산줌마렐라 카페통계표_월 회원증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본 통계표
월 평균 가입자 3,460명
2019년 02월 ~ 2019년 07월 평균 회원 수
2019.07월 / 100,000명 돌파

3,734

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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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3,400
3,300
3,200

3,169

3,100
3,000
2,900

월별 가입회원수

2,800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통계표

월 회원증가

월 방문자수

월 페이지뷰

ㆍ2019년 02월 ~ 2019년 07월 천안아산줌마렐라 카페통계표_월 방문자수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본 통계표
월 방문자수 평균 853,084명 이상 집계

1,200,000

962,655

1,000,000

800,000

645,110

600,000

400,000

200,000

월 방문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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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월

5월

6월

7월

통계표

월 회원증가

월 방문자수

월 페이지뷰

ㆍ2019년 02월 ~ 2019년 07월 천안아산줌마렐라 카페통계표_월 페이지 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본 통계표
앞전 페이지에 공개된 월평균 14,867,293명이
카페내의 게시글을 조회한 수
월 평균 16,002,096 페이지 뷰 클릭
18,000,000

17,365,152

17,500,000
17,000,000
16,500,000
16,000,000

15,369,888

15,500,000
15,000,000

14,500,000

월 페이지뷰

14,000,000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지역카페마케팅을 찾으신다면

천안아산줌마렐라가 정답 !

지역업체 재계약 90% !
성공한 업체분들의 마케팅에 함께하세요.

천안아산줌마렐라가 대표님들의 사업장홍보&성공을 응원합니다.

광고안내

광고개요

게시판 광고

배너 광고

소상공인광고

앱 광고

ㆍ광고계약절차
- 천안아산줌마렐라의 다양한 광고 포맷 중에서 ‘게시판 광고’의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전화사전상담

2) 사무실 내방 및 상담

유선상으로 게시판 광고에 대
해서 문의하실 경우 계약과 관
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진행여부를 오프라인
미팅일자를 협의하게 됩니다.

유선상 안내드린 내용에 동의
및 계약을 진행하시는 업체에
한해서 2차 면담을 진행하고
세부 계약내용을 조율하고 계
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1) 계약서상의 개시일
자에 게시판 생성 및 홍보
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습
니다.

※‘게시판광고’의 경우 부득이하게 당사 사무실 내방 및 면담 이후에만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저희가 운영하는 토닥토닥café 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맘 카페를 돌며하며 맘카페 운영진이라며 업체에게 접근하여
피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마케팅 대행사에서 불법적인 계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진을 사칭하여 업체에 불이익을 끼치는 사례가 다수 제보되어
부득이하게 외부 미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기타문의 : 041-415-2236 (평일 오전10시 -5시)
- 미드미즈컴퍼니㈜ 천안아산줌마렐라 대표 올림 -

광고안내

광고개요

게시판 광고

배너 광고

소상공인광고

앱 광고

ㆍ광고수익의 집행
- 천안아산줌마렐라의 - 현재 천안아산줌마렐라 커뮤니티는(이하 카페) 미드미즈컴퍼니(주) 라는 법인사업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는 광고비포맷에 있는 항목(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수익은 아래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운영내역
- 직원 인건비
- 사무실&토닥토닥카페 임대료
- 납부의 의무(부가세 및 법인활동간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등)
- 토닥토닥cafe의 소모품 및 원재료 구입 등

- 카페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에 사용되는 경품 구입 및 행사진행비용 등
- 카페 자체 이벤트 경품 구입 및 공동주최 외부행사의 경품 협찬, 외부행사시 장소
대관비 및 일일 아르바이트(진행보조 및 정리) 단기 알바(인건비) 지급 등
- 카페 내 소모임 및 기타 활동 지원
- 기타 : 천안아산줌마렐라카페를 운영하기위해 필요한 모든운영비. 토닥토닥cafe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운영비 포함.

광고안내

광고개요

게시판 광고

ㆍ게시판 광고
장점 | 업체 네이밍으로 단독게시판 오픈가능
줌마렐라 카페 왼쪽 게시판을 이용한 광고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회원들과 자유로운 커뮤니티 소통이 가능하며,
주어진 게시판에서 자유로운 게시글+홍보+이미지+정보전달+이벤트 가능합니다.
업체전용 ID로 활동이 가능한 '미니홈페이지'의 개념 입니다.
- 소규모 업체인경우 게시판광고 진행불가

계약안내 | 계약단위 6개월
수시로 지역업체에 한해서 게시판광고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업체는 6개월 단위로 계약하며 재계약도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업체모집은 수시로 문의 주시면 개별 미팅을 통해서 확정합니다.
문의 주시고 미팅 후 무조건 다 게시판광고가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광고 문의 업체는 개별미팅 진행합니다.>

• 게시판광고비 - 월 50만원 (x6개월 - vat별도)
※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카드결제(할부) 가능

배너 광고

소상공인광고

앱 광고

광고안내
ㆍ배너 광고 1-1
장점 | PC 방문객들에게 눈에 띄는 배너광고
줌마렐라 카페 메인의 배너광고 입니다.
업체에서 원하는 광고를 메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배너 위치가 비어있는 경우 사이즈에 맞는 이미지를 제공받아
줌마렐라에서는 배너 업로드+ 바로가기링크 연결
- 메인 배너광고비는 '위치 별' 책정됩니다.
- 다음슬라이드 참고 (자세한 설명)
- 배너는 직접 제작하셔서 주셔야 합니다.

계약안내 | 계약단위 1개월 ~ 3개월
배너광고는 1개월~ 3개월로 계약 진행합니다.
지역내 다양한 업체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매달 1일 배너 변경
- 익월 30일까지 원하는 배너 위치, 배너이미지 메일수신. 입금 완료
- 지역업체 1순위
- 동종업체 배너인 경우 개별문의

배너 광고

광고안내
ㆍ배너 광고 1-2

배너 광고
[ 천안아산줌마렐라 카페 메인 배너 단가표]

1
1) 배너 광고비 안내 (월 단위)

2
3
4
5

- 100만원 (VAT별도)

- 50만원 (VAT별도)
- 30만원 (VAT별도)

6
7

2) 배너 광고 사이즈 안내
8
- 1번 : 830 x 136
- 2번 ~ 7번 (롤링형 배너) : 600 x 400

10
9

- 8번 ,9번 : 600 x 125 (제공이미지 : 247 x 120 )
- 10번 : 235 x 155
- 11번 ~ 16번 : 총 415 x 125 (제공이미지 : 135 x 125)

※ 바로가기링크는 업체측에서 원하는 URL로 지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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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당 1개의 배너만 점유 가능합니다. 중복불가.
배너광고비는 모두 VAT별도가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현금영수증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할부) 가능합니다.

광고안내

광고개요

게시판 광고

배너 광고

소상공인광고

앱 광고

ㆍ소상공인광고 Ⅰ
- 광고비는 아래 해당 포맷에 따라 개별 협의.

1) 줌마갓딜(합의)
● 천안,아산을 비롯한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기업제품(상품)
을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최소마진으로 판매.공급함
(과거 공동구매의 형식)

3) 줌마체험단(20만,vat별도)

2) 줌마쿠폰갓딜(합의)

● 천안,아산을 비롯한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업체를 회원들
에게 소개하고 최소마진으로 티켓으로 판매함

4) 줌마투어단(합의)

● 천안,아산을 비롯한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업체를 회원들

● 천안,아산을 비롯한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업체를 회원들

에게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의 포맷으로 대상자선발. 체험단으

에게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의 포맷으로 대상자선발 단체로 방

로 자유롭게 참여하고 리뷰후기 작성

문하여 체험.투어하고 리뷰후기 작성 (투어단 원고비별도)

ㆍ소상공인광고 Ⅱ - 게시글 공지광고
- 체험단, 이벤트광고, 교육 단기강좌 모집 등 1주일 광고
- 자세한 방법은 전화 상담문의
- 1주일 20만원 (vat별도)
-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영수증 가능

광고안내

광고개요

게시판 광고

배너 광고

어플 광고문의 : 041.415.2236 | 맵씨맘씨 어플담당 : 은보라 디자이너

소상공인광고

앱 광고

앱 바로가기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롴
천안아산줌마렐라

광고 문의하기
041-415-2236
< 평일 오전 10시~ 오후5시 / 공휴일휴무 >
※업종 광고방법을 선택하신 후 문의해 주시면, 보
다 빠른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