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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Executive Summary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미디어 홍보,마케팅
컨설팅 / 홍보대행 / 마케팅 / 교육 / 온라인 Marketplace



Company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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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렙 (Digital Media Rep.)’
TV 매체 및 매체별 상품분석을 통해 광고 상품 패키지 개발 / 제안 Media 
Plan 구성및 이벤트 대행 집행 을 통해 캠페인 집행 효과를 극대화.

‘온라인 마켓장소 (Online Marketplace)’
안전한 먹거리와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건강과 지속 성장성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확산에 기여



Company Service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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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Executive Summary

본국 뉴스 제작대행
Production for most popular programs

공기업 광고 대행
Advertising agency for public institution

생방송 캠페인 중계
Live Broadcasting for special event 

K-Culture 이벤트 개최
문화이벤트개최 by Sirius XM

q Promotion Agent - Event / Exhibition
• 공기업 홍보 업무 대행 (경상남도 특판전, 바이어 상담회, 선거 광고 등)
• K-Culture 확산을 위해 한국 문화원 및대기업과 동조하여 K-POP Night 등
다로운 이벤트 개최 (2012-2015 K-POP Night)

• 현문화에맞춤온라인 Live 생방송으로 실시간중계 (캠페인, 설명회, 콘서트)       
https://imtvnet.com/live/onair

q Broadcasting
• 방송용 외주 기획물 제작
• 공급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사에 각종다큐멘터리 및 기획물 제작

q Coordination
• 공중파 TV업무 대행 및제작사 영상물 제작, 지원
• 뉴스 제작 대행 업무 (YTN)
• 기획 단계 부터 현지 로케션 스카우트, 촬영, 편집까지 제작관련 일체의 토탈
서비스제공



Production Executive Summary

온라인 쇼핑문화
대한민국상품판매,오프라인를통한판매

TV 홈쇼핑 제작, 방영
Top of The Line Used by ABC, CBS, Fox, and NBC

글로벌 네트워크 뉴스 제작
Washington News Today – Global News Center

홍보 프로그램 기획, 제작 및방영
Culture/ Documentary, Film/Music programs, and Current Affairs

Global News

Production

Customized Ads with Marketplace

Multimedia Broadcasting 

q Corporate Video
• 홈쇼핑 제작, CF (TV 광고영상) 기획,제작, 홍보영상물 기획,제작
• 비디오 컨텐츠 기획,제작- 각 산업별 제품소개, 교육용, PR용, IR용, 이벤트용

q Multimedia
• 웹사이트 동영상 제작 인터넷방송, 쇼핑몰, 웹진등의 동영상파일제작
• 프리젠테이션용 PPT 제작, 방송 타이틀 제작



Global Advertising Business

해외 에이전시 및 매체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광고캠페인 집행

• 지역별 주요 TV, Radio 방송사와 온라인 / 모바일 광고 에이전시와 In / Out-bound 캠페인운영

• 글로벌 매체, 로컬 매체, 버티컬 매체 등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여 광고주의 타겟 및캠페인 목적에

가장 적합한 매체 선정을 통한 캠페인 집행

North
America

South
America

Europe China

Japan

Oceania

South East Asia

Middle East
& Africa

2016년 상황

2017년 이후



Global Advertising Business

광고주의 해외 온라인 / 모바일 광고캠페인 운영 및 리포팅

• 광고주의 캠페인 목적에 따라 해외 에이전시 및 매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매체 전략 수립

및 최적의 매체 제안 제공

• 미국내 관련 시장 자료 및캠페인 종료 후 광고 효과 분석 리포트 제공

• 글로벌 매체의 경우 매체 별 특성에 따라캠페인 자체 운영 (Facebook, GDN, LinkedIn 등)

Client
Local &
Global
Media

Local &
Global
Agency

광고 요청 프로세스

광고 제안 및리포트 전달프로세스



Competitiveness

글로벌 네트워크와 Know-how를 기반으로 한 해외 광고전문 미디어렙

• 지역별 주요 에이전시들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 지역별 주요 매체 및 버티컬 매체들과의 직접적인 컨택을 통해 자체 매체 네트워크 확보

• 다양한 국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캠페인 집행을 통해 해외 광고에 전문화된 Know-how 보유

강력한
에이전시
네트워크

광범위한
매체
네트워크

캠페인
집행

Know-how
해외 홍보 전문
Media Rep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타겟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시장정보 제공
및 매체 전략 수립

•해외 매체들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빠른 피드백 제공 및
다양한 광고상품 제안

•다수의 캠페인 집행
경험을 통해축적된
Know-how를기반으로
전문화된 해외 광고
서비스 제공



Global Network Media

글로벌 매체부터 로컬, 버티컬 매체까지, 광범위한 매체네트워크 보유

• 타겟 국가, 타겟 유저, 업종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광고주의 타겟과 가장 적합한 매체 제안

• 주기적인 리서치 및 사장현황 파악을 통해 지속적인 신규 매체발굴 및 매체 네트워크 확장

Global Media
전세계적으로광범위하게
사용되는글로벌매체들로
폭넓은사용자층을보유

Local Media
타겟국가의현지인들에게
가장인기있고사용율이
높은매체

Vertical Media
특정업종 / 카테고리에
특화된매체들로전문적인
지식및정보제공



Clients

다양한 업종의 광고주와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캠페인 집행경험

• 광고주 업종과 타겟 유저를 고려한 매체선정을 통해 최적의 광고 효과 창출

• Facebook, GDN과 같은 글로벌 매체의 타겟팅 기능을 통해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광고 노출

※ 주요 타겟팅 옵션 : Facebook – 국가, 성별, 연령, 언어, 카테고리, 관심사, 학력 등

GDN – 국가, 성별, 연령, 언어, 카테고리, 게재위치, 기기 등



Process

제안부터 리포팅까지 홍보, 캠페인 집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 해외 에이전시 및매체와의 모든커뮤니케이션 및 관련업무 대행

• 국가별 / 매체별 기준을 고려 시, 제안 요청부터 광고 집행까지 평균 약 3~4주정도의 기간 소요

• 캠페인 기간 중주 단위 리포트 및 종료 후최종 리포트 제공

� 타겟 국가별 사정에
따라 약 1~2주소요

� 소재는 광고주 측
제작 후 전달
� 매체별 기준에
따라 평균 2~3일,
최대 1주소요

� 캠페인 기간 중
주 단위 엑셀 리포트
및 종료 후파워포인트
최종 리포트 제공

� 광고주 측에서
캠페인 일정, 예산,
선호 매체, 국가,
타겟 유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광고주
제안 요청

미국내
시장 자료 및
매체 제안서
제공

캠페인 집행
컨펌 및
매체 계약

광고 소재
전달 및 셋팅

광고 집행
및
리포팅



Media Strategy

캠페인 목적 및광고주의 업종에 따라다양한 매체 타겟팅 전략 적용

• 캠페인 목적에 가장 적합한 매체타겟팅 제안
※ 페이지 방문자 수 증대, 브랜딩 및홍보, 이벤트 참여등의 목적에 따라각기 다른 타겟팅 적용

Media Targeting
- 광고주의업종과연관성이높은주요매체또는타겟
유저와가장비슷한성향의유저들이많이이용하는
매체를직접선정하여광고를노출시키는형태

Client

Content Matching Targeting
- 광고주가선정한키워드와연관되는컨텐츠가노출되는
페이지를유저가방문시, 광고를노출시키는형태
(Google Display Network, Baidu Network 등)

Category Targeting
- 주요카테고리별로미리구성되어있는매체들을통해
광고를노출시키는형태
(Online & Mobile A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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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 Festival, K-POP Show, Food Promotion Sale

다양한 분야의 공연, 홍보 및캠페인 집행 경험
2002년 한국월드컵응원을위한미주한인응원이벤트

2003년
가수김범수워싱턴팬사인회및콘서트

LA 갤럭시홍명보선수뉴욕, 워싱턴팬사인회

2004년 제1회워싱턴청소년가요제

2005년 제2회워싱턴청소년가요제

2006년 국악소녀송소희공연

2007년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생방송 – 5만불전달

2008년
CCM가수소향콘서트

대전중문교회장경동목사초청집회

2009년 Fiesta Asia Street Fair – Washington DC 한국관

2010년 제1회 K-POP Night개최 (코러스페스티벌) - 생방송

2011년 제2회 K-POP Night개최 (코러스페스티벌) - 3만여명관객

2012년 시리어스엑셈코리아투데이런칭및리셉션파티

2013년 디제이구준엽과함께하는워싱턴코러스페스티벌

2014년 Taste Asia 한국관 – SiriusXM 코리아투데이생방송

2015년 Taste Asia 한국관 –뉴욕타임스퀘어

2016년
NH 농협배, 경북상주배, 곶감특판전

Summer Fancy Food Show 한국관

경상남도우수농수산식품특판전

※ 이밖에 매년 다양한 캠페인, 특판전 개최



Media Contacts

v Stephen W Baek: President/CEO
202-384-3333  /  pro@imtvnet.com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for 
IMTV Network, ECO K-Food please contact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