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MUNICATI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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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rved 

JUNE 2016 



 

30명 

Performance Marketing 



 



 



 



 



 



 



 



 



 

효과적인 Display AD 기획 및 제작 

고객에게 최적화된 Web 서비스와 효과적인 Display AD 



 

Mpia는 자체적인 컨텐츠 채널(Owned Media)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누구나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닌, 

육아/리빙'과 '여행/휴식'과 관련된 

Vertical Media을 통해 

효과적인 Native AD와 SNS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Story로 만들어가는 Marketing Performance 

엄마맘 

달달한 여행 

MSC (Mpia Story Collaboration) 
- 엠피아의 컨텐츠 협력 네트워크와의 시너지 효과 
- ㅍㅍㅅㅅ 
- 오늘뭐먹지 
- Sharehows 등 



기업의 브랜드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통로, 
엠피아가 열어드리겠습니다. 

협찬광고, 드라마 & 예능 프로 지원, 간접광고 PPL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기획/제시 합니다. 

파급력이 탁월한 PPL 마케팅 

모텍스아임  
SBS 돌아와요 아저씨 PPL 



엠피아 글로벌은 엠피아 커뮤니케이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국내/외 독점 매체를 다루는 글로벌 미디어 랩 입니다. 

엠피아 글로벌은 해외 유수의 미디어와의 독점적 제휴를 통해, 

천편일률 적인 미디어 집행과는 차별화된 

엠피아 글로벌 만의 

미디어 네트워크 파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국내/외 미디어랩 서비스 

일 방문자 2억 2천 8백만을 자랑하는  
중국 신문사 1위의 '신화통신' 한국채널에 대한  
독점적인 언론홍보 및 광고 집행 계약을 통해,  
중국 14억 인구가 가장 많이 찾는 신화통신에 언론 홍보 및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화통신 한국채널에 게재된 기사는 신화통신 메인화면을 통해  
노출되는 동시에 바이두 검색결과 상위 노출이 되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고 있습니다 



어메이징파크 (테마파크) 
2016 어린이날 프로모션 영상 
- 616,671 노출 
- 58,067 조회 
- 어린이날 기간 중, 한달 누적 방문객 수준의 입장객 방문 

가장 트랜디한 360도 VR 영상을 통한 
VR 마케팅 구현 

엠피아는 전문 VR촬영 장비 및 기술과 

엠피아의 기획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VR마케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360도 영상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마케팅 

https://www.youtube.com/channel/UC8EwlzIVVo7QqrlQ9KpDFNA


 

글로벌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