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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 Dimension Marketing

물건

사고
포인트

받고

현금

받고

♪



[ 1차원 마케팅 : 구멍가게 ]

인류 역사이래 첨단 유통이라고 그때는 그랬다.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가는데 7~8단계, 유통 단계가 많음.

소비자 가격 : 1,200원

공장 출고가

100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150원

230원

300원

450원

600원

800원

1,000원

마케팅의 변화



[ 2차원 마케팅 : 공장형 대형마트 ]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가는데 4~5단계로 유통 단계 축소.

소비자 가격 : 450원

공장 출고가

100원
150원

230원

300원

450원

마케팅의 변화

2단계

3단계

1단계

4단계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마케팅의 변화

기업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

소비자 기 업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함.

(예시) 휴대폰 사용료
: 월 10만원 어치 사용 시
사용료 10만원 지불.

기 업
소비자

서비스 제공

비용 지불

[ 2차원 마케팅 ]



[ 3차원 마케팅 : 다단계, 신방판 ]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가는데 2단계, 유통 단계가 짧음.

소비자 가격 : 300원

공장 출고가

100원

마케팅의 변화



기업이 사용자에게 기본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마케팅의 변화

기업이 부가 서비스 or 광고를 이용한 이익 창출

카카오톡,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기본 서비스 무상 제공

부가서비스 or 광고비
비용 소비자 부담

[ 3차원 마케팅 ]

Computer

Internet



소비자가 구매한 만큼 되돌려주는 보너스 수익 개념.
마케팅의 변화

그러나 일반적인 아이템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마케팅.

[ 4차원 마케팅 ]

기 업
포인트 지급

(보너스 수익)

제품 구매

(비용 지불)

소비자 (회원)판매금액 만큼 회원에게 돌려주면

회사의 이익창출 및 존속이 어려움

공장 출고가

150원

1단계

150원

소비자가

150원





5차원 인류 규합 마케팅

예시) 휴대폰 사용료로 10만원을 썼다고 한다면,

혹은 어떤 물건을 10만원에 구매했다고 한다면-

본 사

최소 10% 이상 포인트

50%, 100%, 500%, 1,000%,

5,000%, 10,000%의

포인트를 돌려준다.



4차원을 뛰어 넘어 5차원으로 새로운 마케팅이 펼쳐지다-!

5차원 인류 규합 마케팅

포인트 수수료로 제품 구매부터 현금 지급까지~



회원들의 구매 활동에 포인트를 계속 지급하고 통합 물류 시스템을

5차원 인류 규합 마케팅 (새로운 마케팅)

통하여 회원들이 제품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전환 지급 받을 수 있음.

HAHA
전자지갑

POINT



통합 물류 시스템 (회원제 도매상)

5차원 인류 규합 마케팅

쇼핑몰에 가입한 회원 누구나 자신이
제조 및 판매하는 상품을 스스로 통합
물류 시스템에 올릴 수 있는 시스템.

제품명, 용도, 각종 인증이나 허가사항,
가격, 매월 생산 능력 등을 체크하여
올려서 80점 이상 취득하면 그 즉시
쇼핑몰 입점. 판매-!

누구나 소비자인 동시에 사업가 가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세계최초 인류규합

쇼핑이 즐거워지는 하하그룹 HAHA

”200세 시대”

5차원 “인류 구원” 마케팅 플랜

하하그룹 5차원 마케팅 출발 2021. 04. 15. 0시

감사와 우정, 사랑과 신뢰, 믿음을 가득 담아서 직급에 따른 혜택으로 회원님께 돌려드립니다.

1. 멤버쉽 등급 별 혜택 안내

[ 회원 수 3만 명 한정 황칠 나노 마스크팩 제품 증정 ]

1) LPP 회원 : 황칠 나노 마스크팩 8개입 1곽(11만 원) 무료 증정

2) Silver 회원 : 황칠 나노 마스크팩 8개입 5곽(55만 원) 무료 증정

3) Gold 회원 : 장비아 K-88 세트(110만 원) 무료 증정

(월회비 회원은 증정 제품 없음)



세계최초 인류규합

쇼핑이 즐거워지는 하하그룹 HAHA

”200세 시대”

5차원 “인류 구원” 마케팅 플랜

2. GOLD(골드) 회원 1만 명 한정 – 장비아 K-88(110만 원) 무료 증정

[ 장비아 K-88의 9가지 놀라운 기능 ]

1) 변의 끼(변을 보고 싶은 신호)없이 내가 원할 때 바로 7초면 쾌변할 수 있다.

2) 약해지고 헐어 있는 항문 주의, 직장(변통), 대장의 벽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3) 오래된(묵은) 변을 쉽고 간편하고 깨끗하게 3분 내에 배출(쾌변)하여 해독을 해준다.

4) 지쳐있는 혈액(피)에게 맑은 수분을 공급해주어 끈적하게 오염되는 것을 예방해준다.

5) 혈관 벽이 더 이상 노화되지 않도록 지켜줄 수도 있다.

6) 막혀 있는 작은 미세혈관을 뚫어줄 수도 있다.

7) 활성산소 독가스를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

8) 피가 썩지 않도록 피를 기억시켜줄 수도 있다.

9) 대장의 연동 운동 및 근육 강화 : 원활한 장 운동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3. 마케팅 플랜 – 돈 버는 방법

1) 1포인트 = 1원 (모두 포인트로 지급)

2) 전자지갑(통장)에 쌓인 포인트 사용 방법 : 

* 포인트로 제품 구매 시 전 포인트 사용 가능

* 포인트로 현금 신청 시 전체 포인트 중에서 20만 포인트를
남긴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음. 

3) 포인트로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 현금 교환, 계좌이체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

세계최초 인류규합

쇼핑이 즐거워지는 하하 찍몰

”200세 시대”

5차원 “인류 구원” 마케팅 플랜

(예시)

정산된 포인트가 1억 P일 경우,
[ 나 :  25% = 2,500만 포인트 ]

Gold : 2,500만P를 100% 다 받음.
(2,500만 포인트)

Silver : 2,500만P의 75% 받음.
(1,875만 포인트)

L.P.P  : 2,500만P의 50% 받음.
(1,250만 포인트)4. 회원 등급 별 기본 포인트 수수료 지급 비율 안내

월 회원 : 월 회비 15,000원.  정산된 포인트 수수료의 50% 적용 지급. 

L.P.P  : 가입비 15만 원.  정산된 포인트 수수료의 50% 적용 지급.   

Silver : 가입비 55만 원.  정산된 포인트 수수료의 75% 적용 지급.

Gold : 가입비 110만 원.  정산된 포인트 수수료의 100% 적용 지급.

* 1일~31일 실적 정산 포인트를 3등분(상위 100명 / 소개자 / 나) 하여 구분 후,

내가 받을 포인트를 등급(LPP / Silver / Gold) 별로 적용된 %만큼 포인트 지급.

구 분 지급 비율 비 고

상위 100명 n등분 50% (예시) 정산 100
나 : 25

등급에 따라
50, 75, 100%

나의 소개자에게 25%

나에게 25%



포인트로 제품도 구매하고~ 현금 전환도 하고 ~

돈 버는 방법 (1포인트 = 1원)

HAHA
전자지갑

▶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기

전자지갑에서 현금 전환 신청하면
해당 지급일에 요청한 통장계좌로
현금으로 전환된 금액이 입금 됨.

(1포인트 = 1원)

▶ 포인트로 제품 구매하기

통합 물류 시스템을 통해 입점. 판매
되고 있는 제품을 포인트로 쉽게 구매.

포인트의 일부 혹은 전체 사용 가능.

현금 인출 시, 20만P 포인트 제외한 금액

▶ 500만P – 20만P = 480만P (20만 포인트 제외)

480만P 포인트 현금 전환 할 수 있음.

(예시)

5차원 인류 규합 마케팅



“소개자 교육” 포인트 지급 비율 (등급 별)

1) Gold : 본인이 소개한 사람의 포인트 100% 중 100% 적용.  [평생 회원. 가입비 1회]
2) Silver : 본인이 소개한 사람의 포인트 100% 중 75% 적용.   [평생 회원. 가입비 1회]
3) L. P. P : 본인이 소개한 사람의 포인트 100% 중 50% 적용.    [평생 회원. 가입비 1회]
4) 월 회원 : 본인이 소개한 사람의 포인트 100% 중 50% 적용.  [월 회비 15,000원]

소개자 교육 포인트 / 월 구매금액 포인트 비율

5차원 인류 규합 마케팅 포인트 지급 비율

우수고객 등급 별 ( 다몰 / 반몰 ) “월 구매 금액에 따른 포인트 지급 비율

모든 회원은 월 구매 금액을 자유롭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쇼핑몰 상품마다 포인트 금액이 다름. 월 누적 포인트가 쌓이면 5차원 마케팅
포인트 지급 조건에 따라 정산 ▶ 쇼핑몰 누적 포인트 조건에 따라 자신에게 정산된 포인트를 아래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1) 월 구매. 누적 20만 포인트 이상 (다몰) 100%임. 본인이 받을 포인트 100% 중 100%를 매월 1~31일까지 마감, 익월 15일에 포인트 지급.

2) 월 구매. 누적 10만 포인트 이상 (반몰)   50%임.  본인이 받을 포인트 100% 중 50%를 매월 1~31일까지 마감, 익월 15일에 포인트 지급.

3) 월 구매. 누적 10만 포인트 미만 (누락)     0%임.  해당 월에 한정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음.

4) 포인트 지급일 : 매월 1~31일 마감하여 포인트 정산 후, 익월 15일에 지급.

5) 1년간 월 구매가 단 1회도 없는 회원은 1년 366일자로 회원 자격이 자동 해지. 

“ 평생 회원 “

LPP 이상은 월 회비, 연 회비 없음.

(처음 가입할 때 한 번만 납입)



5차원 인류 규합 마케팅 전 세계 매출 3% 공유 포인트 – 직급자에게 분배 지급

* 판권 금액은 BV로써 매출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5차원 3% 공유 포인트는 PV로써 불변. (5차원 마케팅 “그룹 교육 지원금“)

직급 금 액 3% 공유 주식 수 장비아 K-88 세트 비 고

5 star 6억 6천만 원 0.3% 1,000주 3세트 전 세계 총 매출 3%.

대리점 3% 공유와 별도 적용.

같은 직급끼리 n등분한다.

예) 3star일 경우 1star, 2star의

포인트도 공유한다.

4 star 1억 6,500만 원 0.5% 350주 2세트

3 star 1억 1천만 원 0.6% 175주 2세트

2 star 5천 5백만 원 0.7% 125주 2세트

1 star 3천 3백만 원 0.9% 75주 1세트

계 3% 주

Gold 110만 원 정회원, 마케팅 참여 본인 수수료 100%

Silver 55만 원 정회원, 마케팅 참여 본인 수수료 100%

L.P.P 15만 원 정회원, 마케팅 참여 본인 수수료 100%

월 회원 월 15,000원 마케팅 참여 월 회비를 납부한 달의 정산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음.

일반 회원 0 마케팅 참여 불가 회원등록은 가능

[ 공유 매출 총 3%  /  대리점 & 직급자 총 6%] 

(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 )



전 세계 매출 3% 공유 포인트 – 대리점에게 분배 지급

체험방 + 소호점 + 지점 + 판매대리점 + 종합대리점 = 총 3% 

직 책 금 액 3% 공유 주 식 제품세트 회원등록 수

종합대리점 165억 원 0.3% 90,000주 5세트
전 세계 총 매출 3%.

직급 3% 공유와 별도 적용.

같은 직급끼리 n등분한다.

예) 지점일 경우 체험방, 소호점의

포인트도 공유한다.

판매대리점 66억 원 0.5% 11,500주 4세트

지 점 33억 원 0.6% 5,000주 3세트

소 호 점 22억 원 0.7% 3,000주 3세트

체 험 방 11억 원 0.9% 1,500주 3세트

본인 포인트 : 정회원, L.P.P 이상 모든 회원은 본인의 포인트 100% 중 100% 지급.

5차원 인류 규합 마케팅

(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 ) 



전 세계 총 매출 3% 공유포인트

전 세계 인류가 함께 하는 신개념 마케팅

★ 적립 포인트 유효기간 (월 1일부터 31일 마감까지)

1) 해당 월에만 적립 포인트를 적용.
2) 모든 제품, 물건에 따라 포인트가 각각 다를 수가 있음.
3) 해당 월에 본인이 받을 포인트를
4) 아래 월 포인트에 따라 차등 지급 됨.

POINT
★ HAHA 블록 체인

타사의 블록 체인과 전혀 다른 세계 유일한 형태의 블록 체인 . 
(블록 체인에 제품을 입힘)

HAHA 블록 체인 구매 자격 : 
현재 HAHA 회원들만 구매 가능. (현재 일반인은 구매 불가)
회원들 또한 직급에 따른 일정 소급만 구매 가능.

개발 취지 : 전 세계 하하 그룹의 모든 회원들이
현금과 같이 사용하도록 만든 것.

★ 하하 그룹 주식 = 세계적인 명품 회사

하하 그룹 주식의 매출 상승 기대 : 1주 1천 원에서 1주 1억 원 이상의 명품 회사 주식 가능.

주식은 회사의 매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 세계에 하하 그룹 회원이 많아질수록, 그에 따라 매출이 커질수록
주식의 가치와 가격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 (회원 1억 명만 등록해도 1주 1억 원 이상의 주식 예상)

5차원 인류 규합 마케팅



5차원 마케팅 통합 물류 시스템

회원 전용 쇼핑몰 – 물건에 포인트를 입히다.

★ 적립 포인트 유효기간 (월 1일부터 31일 마감까지)

1) 해당 월에만 적립 포인트를 적용.
2) 모든 제품, 물건에 따라 포인트가 각각 다를 수가 있음.
3) 해당 월에 본인이 받을 포인트를
4) 아래 월 포인트에 따라 차등 지급 됨.

★ 타사보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판매 (대량의 물건 확보)

주력 제품 : 황칠 나노 마스크팩, 장비아 골드, 장비아 K-88,
해피콜론, 장스타, 인어비데, 리필품 및 부속품.

미래제품군 : 의료용품, 보조식품, 기능성품, 공산품, 생활용품,
먹거리, 화장품, 가방, 안경, 모자, 신발, 가구,
의류, 전자제품, 자동차, 항공권, 비행기, 
여행 상품, 전 세계 부동산 등. 

통신 : 카톡, 유튜브, 페이스북의 장점만을 살린 차세대 통신
(예정 이름 : 광통, 하톡, 오톡, 페이톡, 알스북, 하하북, 하길북 등) 

5차원 인류 규합 마케팅



5차원 (인류 규합) 마케팅

기본포인트, 소개포인트, 직급포인트, 전 세계 매출 공유포인트

총 4가지 포인트 지급 (해당 조건 시)

22

21

20

19

18

17
16

15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00

10,000

23

5,0001,000

32

30

29

31

28

27
26 25 24

회원등록시
회원번호
자동부여.

순번대로
일렬라인형성.

통합 쇼핑몰

+
회원제 마케팅

포인트지급조건

조건에따라정산된나에게
적용포인트가월 20만포인트
이상달성자에게해당포인트를

100% 지급.

월구매해당
조건달성시 :

최종포인트의지급비율

20만포인트이상 : 100%
10만~19.9만포인트 : 50%
10만포인트미만 : 0% 

50,000

90,000

30,000



5차원 (인류 규합) 마케팅 기본 포인트

4

9

8

7

6

5

10

3

1

2

나로부터 회원 1억 명 이상 회원등록 했을 경우 수익 예시

나로부터 회원 1억 명 이상 회원등록 했을 경우

=  내가 받을 수익이 약 1억 포인트라고 가정했을 경우 예시

[ 내가 10명을 소개하고 회원 등록했을 경우 ]

내가 소개한 사람 포인트
나에게 올라온 포인트에서

50% : 내 위로 100명에게
n등분 해서 스폰해주기

25% : 소개자에게

25% : 나에게

1

2

3

4

내가 소개한 사람 수에 따라 포인트도 달라짐

100명 등록

1,000명 등록
10,000명

등록

1,000억씩 받은 사람이 10명일 경우

1억씩 받은 사람이 10명일 경우

10억씩 받은 사람이 10명일 경우

100억씩 받은 사람이 10명일 경우

1조

10억

100억

1,000억

11 12 13 14

나



5차원 (인류 규합) 마케팅

수익 예시 : 나에게 정산된 포인트가 1조 P일 경우,

(상위 및 하위 회원들도 포인트가 1조 P씩 같다고 가정하고 예시)

1조
포인트
(100%)

25%

25%

50%
상위 100명에게 n등분하여 스폰하기

나의 소개자에게 스폰하기

나에게 스폰하기

[ 5,000억 포인트 ÷ 100명 = 1인당 50억 P 스폰 ]

[ 2,500억 포인트를 나의 소개자에게 스폰 지급]

[ 2,500억 포인트를 나에게 스폰 지급]

400번 (상위)

300번 (상위)

500번 (나)

내 1조 P에서 50%는 5,000억 P
내 위로 100명에게 각 50억P씩.
…..
397번도 똑같이 위로 n등분 스폰
398번도 똑같이 위로 n등분 스폰
399번도 똑같이 위로 n등분 스폰
…… 50억 P × 100명 = 5,000억 P

내 1조 P에서 50%는 5,000억 P
내 위로 100명에게 각 50억P씩.
…..
497번도 똑같이 위로 n등분 스폰
498번도 똑같이 위로 n등분 스폰
499번도 똑같이 위로 n등분 스폰
…… 50억 P × 100명 = 5,000억 P

아무도 소개하지 않았어도 수천 억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 엄청난 수익이 될 수도 있는 시스템이 바로

5차원 인류 규합 마케팅~★



회원 등록을 먼저 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발생 예상-!

하루 500만 명 이상이 등록을 하다 보면 수익의 차이가 발생.

등록하는 순서에 따라 내가 받는 포인트 수수료의 금액이

매월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음.

등록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포인트 지급액

1초 순간에 수백만 명의 회원 번호가 엇갈림

자정 0시 ~ 새벽 4시는 전산 업로드 시간으로 전산에 접속할

수 없어서 회원 등록을 할 수가 없음.

▶ 그래서 새벽 3시 59분 59초가 되면 서로 앞 번호를 얻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동시 수백만 명이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게 될 수도 있음 .

5차원 인류 규합 마케팅



(기본 생활비, 소비 활동),

1억 명 이상 회원이 매월

함께 월 구매를 하고

내가 소개한 사람이

수십 명 이상일 경우,

내가 받는 월 포인트는

월 수천만~수억 P 이상

가능 할 수도 있다.

‘나’가 모여 ‘우리＇가 되는 세상

모두가 함께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삶 -

1억 명 × 22만 = 월 22조원

(전 세계 월매출 : 1억 명 이상 회원활동)

(예시)



특허 출원 “쇼핑몰+회원제 마케팅＂

“ 회원이 소비자 또는 사업가로 변모할 수 있는

5차원 인류 규합 마케팅 “

< 회원 수에 따른 매출 예시 >

구매 : 월 22만 원 × 1억 명 =  월 22조 원

구매 : 월 22만 원 × 10억 명 = 월 220조 원

구매 : 월 22만 원 × 70억 명 = 월 1,540조 원



전 세계 인류규합 5차원 마케팅회원수에따른月 예상매출



1년

2년

3년

4년

5년

1억 명 10억 명 30억 명 50억 명 70억 명

22조 원 220조 원 660조 원 1,100조 원 1,540조 원

회원 수

월 예상 매출

1인 × 月 최소 22만 원 이상
(생활 소비 지출 = 매출)

전 세계 인류규합 5차원마케팅회원수에따른 月 예상매출

(부가세 포함)

264조 원 2,640조 원 7,920조 원 1경 3,200조 원 1경 8,480조 원연 예상 매출

10만 명 = 月 220억 매출

100만 명 = 月 2,200억 매출

1,000만 명 = 月 2조 2천억 매출



5차원 인류 규합 마케팅 전 세계 총 매출 3% 공유포인트

전 세계 인류가 함께 하는 신개념 마케팅

10억 명

30억 명

50억 명

연 매출 약 3,000조 원

공유 3% = 연 90조 원

연 매출 약 9,000조 원

공유 3% = 연 270조 원

연 매출 약 1경 5천조 원

공유 3% = 연 450조 원

(수익 예시)

(수익 예시)

(수익 예시)



BV (변경 가능)PV (불변)

전 세계 매출 3% 공유포인트 직급 별 수익 비교 예시

직 급 3% 공유 주 식 제 품 금 액

5 star 0.3% 1,000주 3세트 6억 6천만 원

4 star 0.5% 350주 2세트 1억 6,500만 원

3 star 0.6% 175주 2세트 1억 1천만 원

2 star 0.7% 125주 2세트 5천 5백만 원

1 star 0.9% 75주 1세트 3천 3백만 원

月 22만 원 × 1억 명 = 月 22조 원 매출

20조(부가세 제외)의 3%는 6,000억

같은 직급끼리 n등분.

상위 직급자는 하위의 공유 매출
포인트도 받을 수 있음.

(예) 5 star는 1~4 star 포인트도 받음.

< N등분 후 인당 받는 수익 예시 > 

5 star : 120억 P + 67억 P + 40억 P + 28억 P + 6억 P = 261억 P

4 star : 67억 P + 40억 P + 28억 P + 6억 P= 141억 P

3 star : 40억 P + 28억 + 6억 = 74억 P

2 star : 28억 P + 6억 P = 34억 P

1 star : 6억 포인트

* 월 매출 22조 원 기준의 3% 공유 포인트.

인 원 N등분 P

5명(5)

10명(15)

15명(30)

20명(50)

250명(300)

(예시)

1 star

300명 기준
N등분

= 6억씩

직 급 공유 P

5 star

4 star

3 star

2 star

1 star

600억 P

1,000억 P

1,200억 P

1,400억 P

1,800억 P
6억 P

34억 P

74억 P

141억 P

261억 P

PV는 불변으로써 변하지 않는 항목이고, BV는 변경 가능한 항목으로써 마케팅 정책에
따라 주식 수, 제품 수, 로열티 금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는 9/1일부터 적용)



전 세계 매출 3% 공유포인트 직급 별 수익 비교 예시

대리점(직급/직책) 로열티 금액은 BV로써 마케팅 정책에

따라 금액이 상향 조정 됨.

상위 직급/직책일수록 같은 직급/직책자의 수가 적어

나눠가지는 N등분 공유 포인트의 금액이 커지게 됨.

전 세계 회원 가입 수가 많아질수록 전 세계 매출과 그에

따른 3% 공유 포인트 금액이 커지므로 로열티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게 됨.

무상으로 지급되는

주식과 제품도 지금 뿐~!

기회 있을 때 혜택을

누리자~♥



2021년 빅 데이터 AI 인공지능 출시.

전 세계 경제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후~” 불면

같은 사람이 5명, 10명, 100명이 나와서

대신 싸워주듯이 똑같은 ‘오영국’이 나와서

천 명, 만 명 정도의 빅 데이터를 전 세계에

퍼트려버리면 5년, 7년 걸릴 것이 최소한

50% 이상 단축될 수도 있다.

AI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를 통해 전 세계에서 활약하다.

AI 인공지능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AI. Block Chain

AI. SYSTEM
인공지능



“하하그룹 방송국” 어플 (휴대폰 모바일)

1) 회원등록 – 소비 회원 등록

2) 하하그룹 방송 – 24시간 온라인 스마트 방송 시청

3) 방송영상 – 방송 다시 보기 등. 
4) 쇼핑몰 – 전 세계 통합 물류 시스템
5) 교육 영상 – 전 세계 시청 (성공학 강의 등)
6) 디톡스 프로그램 - 셀프닥터 카페 (해독) 프랜차이즈

7) 제품 소개 – 홈쇼핑 (회원 제품홍보)
8) 체험사례 - 등록 및 열람 (후기)
9) 자료실 – 종합 자료실

10) 공지사항 - 공문 및 안내문 발송 등.

오프라인에서 이제는 온라인 시대
휴대폰 “PLay스토어” 에서 “하하그룹방송국” 어플

전 세계 회원들에게 하하 그룹을 한 번에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5차원 인류규합 마케팅

전 세계적인 회원 가입-! 빈민국이 없어지는 전 인류애적인 마케팅-!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케팅으로 빈민국의 어려운 사람들도 가입.

아시아
Asia

유럽
Europe

중동
Middle 

East
아프리카

Africa

오세아니아
Oceania

북아메리카
North 

America

남아메리카
South 

America

전 세계적 가입으로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원 등록하여 더 이상 회원 등록할 사람이 없다 해도 빈민국 사람들도 가입하므로 빈민국이 없어짐.



HAHA Marketing

세계는 하나로~!   우리는 하나다~ !

하 하 그 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