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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Service by Mpia Global

 신화망등중국유력미디어네트워크
 신속하고효과적인언론홍보서비스

 중국현지 SNS를통한이슈극대화
 웨이신,웨이보 마케팅서비스

 영상콘텐츠제작및발행
 리뷰등다양한바이럴콘텐츠제작 및발행서비스

 CCTV등중국내주요방송광고서비스
 저렴하고크리에이티브한 광고소재제작

 생방송마케팅
 왕홍콘텐츠제작발행
 왕홍초청오프라인행사

 중국최대포털바이두광고
 인기키워드광고
 검색어마케팅

 114Mall 등효과적인쇼핑몰입점대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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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블로그 / 바이럴 /SNS 를 통한 참조 활동
신뢰 관계 형성을 통한 구매 준거 제공

<AIDMA, AISAS의시대는지고, 이제는 ASRAUV의시대 >

Paid
Media

새로운시대에부합하는 ’소비자구매행동’ 과정에맞는통합미디어전략진행을통해
효율적인성과창출

Owned
Media

Earned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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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타오바오 웨이신

[정보 검색]

[상품 검색] [소셜 네트워킹]

• 언론홍보
• 검색광고

• 바이럴마케팅
• 소셜광고
• 기업채널운영

• 상품등록
• 상품광고
• 기업계정운영

엠피아글로벌은체계적인중국內통합마케팅을통해
실패없는글로벌마케팅을전개해드립니다.

네이버로 통일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서는 3가지 주요매체의 효과적인 전략과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마케팅 상품 예시

왕홍마케팅

중국온라인상의스타급개인방송운영자
및파워웨이보를통해기업마케팅을전개하여
브랜딩과구매율향상을달성해보세요.

엠피아 글로벌과 함께라면
100만~300만 이상 팔로워를 보유한 왕홍(網紅)들과 마케팅 진행이 가능합니다.

 ‘왕홍’은중국어网红을발음한말입니다.

 网络红人를줄인말인데,온라인상의유명인사라는뜻입니다.

온라인, 특히중국의 SNS인웨이보등을통해

큰영향력을끼치는사람들을말합니다. 

 쉽게말해파워블로거나유투버같은사람을지칭합니다.



마케팅 상품 예시

Media PR

중국 內 영향력이 높은 유력 언론매체 들을 통한 PR은
중국 최고의 검색엔진 바이두에 노출되어 신뢰도 향상의 시너지를 높혀줍니다.

중국소비자들에게신뢰감높은
유력언론매체홍보를통해
신뢰도향상이가능합니다.

바이두기사노출



마케팅 상품 예시

중국 쇼핑몰 입점 대행

유통만 확대를 꾀하신다면
엠피아와 함께 중국의 대형 온라인쇼핑몰 입점이 가능합니다.

중국대형온오프라인쇼핑몰입점을통해
유통망개설및확대가가능합니다.

구매전환상품노출



마케팅 상품 예시

Display AD

중국인의 성향에 맞는 최적의 매체 선별과
중국인의 성향에 맞는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유입 증대를 달성해 보세요

최적의매체를통해, 최상의크리에이티브가담긴
Display AD 집행이가능합니다.

홈페이지유입증대



마케팅 상품 예시

영상 광고 제작
및 바이럴

중국인의 성향에 맞는 핵심 영상매체를 중심으로
프리롤(Pre-roll)광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브랜딩을 달성 할 수 있습니다.

고퀄리티홍보영상제작및마케팅을통해
브랜드인지도확대가가능합니다.

시청수증대

중국언론매체를 통한홍보를위해만들어진 병의원인터뷰영상



마케팅 상품 예시

지식인 바이럴

중국 최고의 검색엔진 ‘바이두’ 의 지식인 바이럴을 통해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와 ‘구매욕구’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지식인서비스와유사한
관심사에대한문답형식의마케팅을
진행해보세요.

신뢰도상승



마케팅 상품 예시

카페 바이럴

중국 內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하는 마케팅을 통해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와 ‘구매욕구’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관심사를가진
커뮤니티회원을대상으로
마케팅전개가가능합니다.



마케팅 상품 예시

BBS 바이럴

유명 개인방송 운영자 및 파워 웨이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및 ‘구매 욕구’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파워블로거와유사한형태의
파워인플루엔서를통해
브랜드인지도및구매욕구증대

광고영역

검색결과영역

중국온라인상의스타급개인방송운영자
및파워웨이보를통해기업마케팅을전개하여
브랜딩과구매율향상을달성해보세요.



마케팅 상품 예시

바이두 바이럴
리뷰, 사용후기 콘텐츠

가망소비자의공감을얻기위해
사용자경험중심의컨텐츠를
지속적으로노출시킬필요가있습니다.

중국 최고의 검색엔진 ‘바이두’를 통해 사용자 경험 중심의 컨텐츠를 노출시켜
가망 소비자의 공감을 획득 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및인지도상승



This material is proprietary to M·PIA COMMUNICATION Co., Ltd.  It contains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which is solely the property of M·PIA COMMUNICATION Co., Ltd. This material is solely for the Client’s 
internal use.  This material shall not be used, reproduced, copied, disclosed, transmitted,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express consent of M·PIA COMMUNICATION Co., Ltd
© 2016 M·PIA COMMUNIC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GLOBAL

[ 견적및상담문의 ]

Contact : global@mpia.co.kr 

 TEL : 02-324-7272

엠피아글로벌은일반적인중국마케팅대행사와는다릅니다.

1.중국인들이가장신뢰하는신화망에도언론홍보서비스를진행할수있습니다.

2.가장효율적인비용으로왕홍마케팅진행해드립니다.

3.중국내온오프라인대형쇼핑몰입점대행서비스까지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