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너비인터내셔날은 브랜드 퍼블리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브랜드 전략, 마케팅 기획 , 디자인, 유통 등 브랜드 퍼블리싱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Strategy Consulting  
브랜드 기획 및 전략 컨설팅 

Marketing Strategy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Contents Production 
콘텐츠 기획/제작 

Sales & Promotion 
유통/판매 및 프로모션 



Ⅰ. ABOUT US 

Beauty & Health Partner 

01  뷰티&생활용품 파트너 

Interior & Art Partner 

02  아트&인테리어 파트너 

워너비인터내셔날은 비즈니스 파트너 입니다. 
 
사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전략, 기획, 디자인, 개발, 유통에 이르는 전과정 중 꼭 필요한 부분에만 참여합니다. 
 
우리는 대행사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사업성과와 판매실적을 창출하며, 창출된 성과에 대해 수익을 쉐어합니다. 
 
숨겨져 있는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다수의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01  브랜드 전략 컨설팅 
02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03  콘텐츠 기획/제작 
04  유통/판매 및 프로모션 
 



Ⅱ. BUSINESS DIVISION 

Strategy Consulting 

01  브랜드 전략 컨설팅 
 
브랜드 가치를 새롭게 정비하고, 가치 있는 브랜드로 인식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혁신을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전략을 컨설팅합니다. 

Marketing Strategy 

02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제품의 본질과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업 실적에 따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정/보완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합니다. 

Contents Production 

03  콘텐츠 기획/제작 
 
브랜드의 본질을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비주얼을 선정하고 
브랜드 가치가 소비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적의 비주얼과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합니다. 

Sales & Promotion 

04  유통/판매 및 프로모션 
 
브랜드의 특성에 맞는 유통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실행합니다. 
당사는 직접 입점/런칭/유통/판매/프로모션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합니다. 



Ⅲ. NETWORK 

국내 대표 쇼핑몰에 폭넓은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워너비인터내셔날은 국내 대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 계약이 되어 있어 
강력한 유통 커버리지와 고객의 접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유통과 수출은 전문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On-Line Channel 

01  온라인 유통채널 
 당사는            (지마켓, 옥션) 관리셀러로 선정되어 있어 정기적인 프로모션을 집행합니다. 

Off-Line Channel 

02  오프라인 유통채널 
오프라인 입점 및 유통은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Global Channel 

03  글로벌 유통채널 
글로벌 입점 및 유통은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ㅣ  본사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536 정우빌딩 2층 19호 

     물류센터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269-6 

ㅣ  Tel : 070 8822 2510     

     E-mail : hello@wannabcorp.com   

ㅣ  본사 : www.wannabcorp.com 

     워너비아트 : www.wannabart.com 

     워너비마켓 : www.wannabmarket.com 

OFFICE 

 

CONTACT 

 

SITE 

워너비인터내셔날 

Tel : 070 8822 2510     

E-mail : hello@wannabcorp.com 

사업제휴문의 

Tel : 070 8822 2510     

E-mail : market@wannabcorp.com 

입점판매문의 

WORK WITH US 
Start Your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