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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IA Story Collaboration 
  

M·PIA COMMUNICATION CO., LTD 



Our Approach 

더 이상 바이럴/키워드/소셜 마케팅이 전부가 아니더군요. 

적어도 지난 10년간 저에게는 전부였었는데 말이죠. 

이제 사람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모바일은 그 변화의 주역이 되고 중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피아는 새롭게 창출되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에 맞는 새로운 마케팅 유형을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콘텐츠 마케팅! 



2012.Q4 2013.Q1 2013.Q2 2013.Q3 

스마트폰 보급율은  
전세계 1위를 달성하였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어느덧 PC 사용자를 역전해버린 지금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79.5%가 스마트폰 사용 (YTN 2013.6 / 미래창조과학부) 

PC vs TV vs Mobile 이용시간 

PC TV Mobile 

모바일 사용층은 점점 연령대 격차를 좁혀가며 확산될 전망 (닐슨코리아 2013.6) 

61.0% 
63.8% 65.7% 

79.5%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 현황 

86분 

180분 

203분 



마케팅 트렌드는 
모바일로 완벽하게 재편되었고 

Photo, Advertorial, Video를 활용한 
광고 컨텐츠의 융합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 규모가 4천159억원대로 성장했다.  

전년 대비 92.6% 증가한 수치다.  

전체 광고 시장 규모 대비 모바일 광고 시장은 4.2% 비중에 불과하지만,  

스마트폰 보급률 확대에 따라 이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  

– 2014.6 Zdnet  

종이신문을 떠나는 미국 언론인들.  

신문·잡지사, 지난 10년 간 1만6000명 감원 

… 신규 온라인 매체가 다수 영입  

- 2014.4 미디어오늘 

92.6% 
2013년 모바일광고시장 

전년대비 성장율 

1위 
전세계 트래픽 1위의 

Native AD Platform - 버즈피드 



이제 
기존의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의 융합을 통한 

엠피아 만의  

Unique Communication Approach를 제시합니다 

이제 
기존의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의 융합을 통해 



Powered by 

Story로 만드는 Marketing Performance  

MSC(M·PIA Story Collaboration)를 소개합니다 



스토리로 만드는 마케팅 퍼포먼스 

MPIA Story Collaboration 

Make Story! Make Performance! 

Ideation 
& Planning 

Strategy 
& Creative 

Reporting 
& Analysis 

고객의 니즈에 맞는 

최적의 스토리 마케팅 솔루션 제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Strategy와 Creative를 

바탕으로 최상의 브랜드 가치 창출 

다양하고 입체적인 리포트 

KPI를 기반으로 캠페인의 결과 및 

향후 대응 방안 결정 



HONEY 
SCREEN 

 

스마트폰 잠금 화면  
마케팅 플랫폼 

엄마맘 
 

임신,출산,  
육아 전문 
정보 채널 

ㅍㅍㅅㅅ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고탱의 비디오 
 

팬43만 명의  
라이프 스타일  
영상 매거진 

DALDAL  
OUTDOOR 

 

레저 및 여행전문 
채널 

뉴스헤드라인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플랫폼 

Share House 
 

유익한 노하우  
정보채널 

Make Story! Make Performance! 

브랜드 스토리에 최적화된 미디어와 컨텐츠로 

숫자에 그치는 고객이 아닌 진짜 고객을 찾아갑니다. 



Make Story! Make Performance! 
임신과 출산, 육아 전문 미디어 (팬수 3.1만 명) 
육아관련 큐레이팅 컨텐츠로 세밀한 타게팅 가능 

예비맘, 초보맘, 육아맘 별 세부 타게팅  

육아 단계, 임산부, 제품, 건강 등 다양한 컨텐츠 가능 

 



Make Story! Make Performance! 
국내 페이스북 캠핑 1순위! (팬수 5.9만명) 
캠핑/여행/아웃도어에  최적화된  버티컬  컨텐츠 마케팅 플랫폼 

먹캠 레시피, 캠핑TIP, 동영상, 정기 이벤트 등으로 지속적 팬 수 확보 

최신 이슈, 트렌드에 맞춘 컨텐츠로 피드 노출도 유지 

최적화된 타겟팅으로 높은 이벤트 참여율  



Can you join us? 
ad@mpia.co.kr  / 02 -324-7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