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 6 월 10 일 

주식회사 마쿠아케 

마쿠아케 한국 지사 설립 안내 

~첫 해외 지사 설립,한국 메이커의 일본 진출 서포트를 강화~ 

 

 

새로운 물건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응원 구매 서비스인 「Makuake(마쿠아케)」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마쿠아케(본사:도쿄도 시부야구, 대표이사 사장:나카야마 료타로, 

이하 「당사」)는 「Makuake」의 활용 추진과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서포트를 강화하기 

위해 2021 년 6 월 10 일(목)에 서울 마포구에 한국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당사에서는 「Makuake」의 운영을 통해서 일본 전국 각지 및 해외 여러 국가의 제품, 

음식, 음료, 음식점, 이벤트, 콘텐츠, 전통 공예의 새로운 도전 등 1 만 5000 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오픈했습니다. 

 

당사는 폭넓은 지역과 다양한 산업에서 「Makuake」를 활용함에 있어, 해당 기업의 사업 

전개 지역에 맞춘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일본 국내 지방 거점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칸사이, 큐슈, 나고야 지사을 설립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기업의 희망 사항에 맞는 세세한 지원을 제공하기위해 일본 각지에 프로젝트 담당 

큐레이터를 배치하여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사 설립 배경은 지금까지 당사가 제휴해 온 한국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탄생한 프로젝트들의 성공 사례와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당사는 한국 현지에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현지 법인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akuake」의 대표적인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 사례로는 2018 년부터 제휴하고 있는 

한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Wadiz」의 소개로 2 차레 프로젝트에서 약 

2,400 만엔을 달성한 블루투스 스피커 테이블 Mellow, 2017 년부터 연계된 KOTRA 

상담회를 계기로 오픈한 양뱡향 레이저 거리측정기 「VH-80」는 약 1,000 만엔을 

달성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0 년부터 업무제휴를 시작한 서울산업진흥원(SBA) 을 

통해 총 18 개 프로젝트를 오픈했으며 총 4,600 만엔을 달성하여 우수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테이블「Mellow」 

https://www.makuake.com/project/welle/ 

https://www.makuake.com/project/melloww501t/ 

 

양뱡향 레이저 거리측정기 「VH-80」 

https://www.makuake.com/project/magpietech/ 

 

2021 년 6 월 10 일(목)부터는 한국 지사 설립 기념으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Makuake」 활용 추진 캠페인(※1)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캠페인 기간 중에 

「Makuake」에 게재 관련 문의 후, 프로젝트를 오픈한 기업에게 「Makuake」의 공식 

메일 매거진 발신, 공식 App Push알림, SNS 노출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한국 등 해외 기업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일본 

및 한국으로의 사업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1 : 한국 기업 대상 「Makuake」 활용 추진 이벤트 

개요 : 캠페인 모집 기간 중 「Makuake」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 관련 문의 후, 대상 

게재 기간 중 프로젝트를 오픈한 메이커에게는 「Makuake」의 공식 메일 매거진, 

공식 App Push 알림, SNS 피드 게재를 통하여 프로젝트 금액 최대화를 지원. 

 

·프로젝트 모집기간 : 2021 년 6 월 10 일(목)~2021 년 7월 9일(금) 

·프로젝트 게재 기간 : 2021 년 7월 1 일 (목)~2021 년 12 월 31 일 (금) 

·응모 방법:신청서에 오픈 희망 상품 정보와 global@makuake.co.jp를 입력 후 신청 

·신청 URL: https://www.makuake.com/apply/ 



 

 

·혜택 :「Makuake」 메일 매거진 노출,「Makuake」공식 App Push알림, 

「Makuake」 공식 SNS피드 게재 

 

※주의사항 

·응모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신청하지 않은 내용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 

·게재일 및 발신일 지정 불가. 

·게재, 발신에 의한 실적 수치는 보고하지 않음. 

·SNS매체는, 당사 판단에 따라 Twitter, Facebook, Instagram 하나 이상에서만 발신.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이유로 프로젝트 실시 기간 중 게재 및 발신하지 못할 수 있음. 

 

■ 마쿠아케 한국지사 문의처 

global@makuake.co.jp 

 

■ 주식회사 마쿠아케 한국지사 개요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47, 6층 117 호 

 

■한국지사 설립 멤버 김미령 경력 

 

김미령 

주식회사 마쿠아케 큐레이터 본부 글로벌 팀 매니저 

주식회사 마쿠아케 한국지사 대표 

 

2014 년 3월 쿄토대학 경제학연구과 석사과정을 마친 후, 주식회사 사이버 에이전트에 

입사. 주식회사 CyberZ에서 어카운트 플래너로서 아시아권을 거점으로 하는 게임 

회사의 일본에서의 사업을 서포트. 리더를 겸임하며 CyberZ의 해외지사 설립에 참여. 

2015년 4 월 주식회사 사이버에이전트 신인상을 수상. 



 

2016 년에 계열사 그룹 이동으로 주식회사 마쿠아케에 입사하여 대만, 한국, 중국 등 

해외 프로젝트의 큐레이션 업무를 중심으로 글로벌팀 창설에 기여함. 2019년 글로벌 

팀 매니저로 승진 후 2020 년 최우수 베스트 팀상을 수상. 2021 년 5월부터 한국 

지사의 책임자를 겸임하며 한국 사업의 추가적인 전개를 주도한다. 

 

■서비스 개요 

새로운 물건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일본 최대 규모의 응원 구매 플랫폼이다. 창업, 

신제품 개발, 음식점의 개업지원, 콘텐츠 제작등의 자금조달과 프로모션 서포트등을 

지원하며, 2019년도에는 일본 증시에 상장했다. 일본 전국의 100 개 이상의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일본 전국 각지의 기업들이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외의 유통파트너와 연계하여,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도 사업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으로써 기업와 서포터의 편리성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Web서비스, 앱 등의 신기능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Web URL：https://www.makuake.com/ 

iOS 어플리케이션：https://apps.apple.com/jp/app/id1274816320 

Android 어플리케이션：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a_crowdfunding.makuake_android 

 

■회사개요 

회사명：주식회사 마쿠아케 

대표자：대표이사사장 나카야마 료타로 

본사 소재지：〒150-0002 東京都渋谷区渋谷 2-16-1 Daiwa 渋谷宮益坂ビル 10F 

설립：2013 년 5 월 1 일 

사업내용：「Makuake」을 중심으로 한 각종 지원 서비스의 운영,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한 

프로듀스 지원사업. 

URL：https://www.makuake.co.jp/ 

 

※한국어 취재 대응도 가능합니다. 취재를 희망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本件に関する報道関係のお問い合わせ先 

株式会社マクアケ 広報担当 
E-mail：press@makuake.c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