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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딤채2021

위니아딤채

Web / Mobile (반응형) https://www.winiadimchae.com/

브랜드통합사이트리뉴얼구축및운영

위니아딤채 /   위니아전자 / 위니아e샵/ 위니아에이드 전체 리뉴얼구축및 운영



위니아전자2021

위니아전자

Web / Mobile (반응형) https://www.winia-eshop.com/main.do

위니아e샵메인리뉴얼



위니아에이드2021

위니아에이드

Web / Mobile (반응형) https://www.winiaaid.com/main

위니아에이드메인리뉴얼



한국콘텐츠진흥원2021

기능성게임종합포털

Web / Mobile https://www.kocca.kr/seriousgame

한국콘텐츠진흥원기능성게임종합포털사이트구축

사이트구축및운영



MBC Playbe2020

키자니아

Web / Mobile / App (Hybrid) www.kidzania.co.kr

키자니아 웹, 모바일사이트리뉴얼구축

웹& 모바일사이트리뉴얼구축



MBC Playbe2020

MBC PLAYBE

Web / Mobile www.mbcplaybe.com

웹, 모바일사이트리뉴얼구축

웹& 모바일사이트리뉴얼구축(반응형)



(주)에어패스2020

에어패스

Web / Mobile www.airpass.co.kr

에어패스기업홈페이지구축

웹& 모바일사이트리뉴얼구축



삼호호미재단2020

삼호호미재단

Web / Mobile www.samhohomi.org

웹, 모바일사이트리뉴얼구축

웹& 모바일사이트구축



한국인삼공사2019

랠리25

Web / Mobile / App www.rally25.com

웹, 모바일사이트구축및 하이브리드앱제작

2019 ~ 현재 운영중

웹& 모바일사이트구축& 앱제작



비시켐2019

BiSiChem

Web / Mobile www.bisichem.com

영문사이트구축

웹& 모바일사이트구축



SPC Group2018

파리바게뜨

Web / Mobile www.paris.co.kr

파리바게뜨웹, 모바일사이트리뉴얼구축및운영대행중.

웹& 모바일사이트리뉴얼구축



보건복지부2018

금연캠페인

Web / Mobile https://fingerband.kr/campaign_2018.html

보건복지부에서진행하는핑거밴드금연캠페인캠페인웹, 모바일사이트구축

다양한이벤트진행및홍보영상등을게재하여캠페인홍보를이끌어감.

웹& 모바일캠페인사이트구축



우인장학재단2018

우인장학재단

Web / Mobile www.wooin.org

꿈나무학생들에게교육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설립된

우인장학재단의홈페이지구축

웹& 모바일사이트리뉴얼구축



유한킴벌리2017

닥터마밍

Web / mobile / SNS / AD www.drmomming.com

2017년런칭한닥터마밍아기물티슈의효과적인

브랜딩을위한SNS 운영및광고대행, 웹사이트운영수주

SNS 운영및광고대행 /  브랜드사이트리뉴얼 및운영



정관장2017

정관장케어나우앱

Mobile App APP STORE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kgc.carenow&hl=ko

정관장헬스케어앱구축수주.   

브랜드네임개발및앱구축/  컨텐츠제작

2017.  10    v1 구축오픈

2018. 08  v2  리뉴얼오픈. 

現운영중

헬스케어앱구축및컨텐츠개발, 운영



유한킴벌리2017

릴리유 (Reli:U)

Web / Mobile www.reliu.co.kr

신규아기물티슈브랜드, 릴리유런칭을위한브랜드사이트구축

SNS, VIRAL 마케팅진행및광고대행

브랜드사이트구축및SNS바이럴 & 광고대행



유한킴벌리 프로페셔널2017

크리넥스드라이셀

Web / Mobile

크리넥스드라이셀롤핸드타올브랜드를알리고자, 황반장편, x파일편두개의영상을

홍보하며프로모션을진행, 웹&모바일을통해참여가능하도록프로모션을진행.

웹& 모바일을통해참여가가능하도록프로모션사이트구축.

브랜드프로모션사이트구축



비어케이2017

비어케이

Web / Mobile www.beerkorea.net

수입주류브랜드비어케이의웹사이트와모바일사이트리뉴얼구축을진행하며

자사브랜드를강조하는구성으로리뉴얼구축됨.

웹사이트리뉴얼구축



교보생명2016

교보생명채용사이트

Web career.kyobo.co.kr

교보생명의기업전용채용웹사이트구축진행

기업채용웹사이트구축



윤선생스마트랜드2016

윤선생 스마트랜드

Renewal

Web / mobile http://yoonskids.com/

영유아 영어 교육 브랜드 스마트랜드 신규고객 확보

및 관리서비스강화를 위한콘텐츠, 정보구조, 디자

인 등 개편 추진



호전리테일2016

SSEN 10

Web site

Web / Mobile http://ssen10.co.kr/

패션 학생복 브랜드 쎈텐의 브랜드 컨셉과아이덴티

티에 맞는 웹사이트 제작



코스나인2016

COS NINE

Web site

Web / Mobile http://www.cosnine.com/kr/

OEM, ODM, OCM 화장품연구개발 전문업체 코스

나인 글로벌 사이트 제작 (한/중/영)



KIA MOTORS2015

KIA MOTORS

K5(OPTIMA)

WEB / MOBILE /
SNS  CONTTENS

https://optima.kia.com/
worldwide/etc/en/wb/

기아자동차 K5 글로벌 마이크로 사이트 및

모바일웹구축, SNS운영컨텐츠 영상제작

(기획, 촬영, 3D, 편집)



SNS 바이럴용영상으로 8가지 USP를강조하여제작.

https://www.youtube.com/watch?v=lH0I0I3VbpA

KIA MOTORS

K5(OPTIMA)

https://www.youtube.com/watch?v=lH0I0I3VbpA


K5의 주요 특장점을 강조하여 글로벌 버전으로 제작.

KIA MOTORS

K5(OPTIMA)



KIA MOTORS2015

KIA MOTORS

AMERICA CHILE 2015

Web / Campaign kiapasion2015.com

COPA  America 공식 스폰서기아자동차브랜드홍보 및

국가별맞춤 콘텐츠 제작을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AMERICA CHILE를표현하는

마이크로 사이트 제작 및 온라인 바이럴에활용되는

광고, SNS 소재 제작을 진행

KIA MOTORS

AMERICA CHILE 2015
Microsite



KIA MOTORS

AMERICA CHILE 2015

#MiKia

Worldwide Facebook 및 각로컬별 Facebook 운영컨텐츠 제작



KIA MOTORS

AMERICA CHILE 2015

#Respect Legends (각국가별 바리에이션작업진행)

선수단 일러스트레이션 작업및 각 로컬별운영컨텐츠제작, 바리에이션.



KIA MOTORS2015

KIA MOTORS

Re:Design 2nd

Campaign

Web / Campaign http://www.kia.com/world
wide/brandCampaign.do

기아자동차 브랜드 정체성을 고객에게 전하기위

한 캠페인, “KIA Re:DesignYour Driving”을 슬로

건으로국내를 포함한11개국 로컬 국가에서동시

진행



캠페인 마이크로 사이트 11개국 제작 및운영 진행

KIA MOTORS

Re:Design 2nd Campaign
Microsite



2015.08

Raemian Brand Site 

Renewal

고품격 주거 공간 ‘래미안’ 만의 차별화 된브랜드의

메시지를 전하고 서비스와 고객과의 소통공간으로

새롭게 구성

Samsung C&T

Web & Mobile / Branding

raemian.co.kr/main.do

건설브랜드 부분

대상수상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하고 고품격주거

공간만의 차별화 된 서비스와고객과의 소통공간으

로 새롭게구성. 모더레스트톤을 사용하여 주거환경

에 대한안락함, 편안함을 전달. 웹사이트, 모바일웹

리뉴얼 진행.

Raemian Brand Site 

Renewal
Mobile Web



Silkroad2015.09

Silkroad Web Site

Renewal

그룹의 기업 이미지 브랜딩과관계사 및예비 인재에

게 기업의기술력과 신뢰감을전하고 사회공헌활동

등 기업의아이덴티티 강조

Web / Branding silkroadcnt.co.kr



2015.09 

KIA MOTORS

All New SORENTO

2016 쏘렌토신차 출시에 맞춰 “아는만큼 남자의존

재감이 보인다” 주제로 이벤트 진행 및 차량의USP 

담은 마이크로 사이트 제작

KIA MOTORS

Web / 
Campaign

sorento.kia.com



BMW Korea2015. 05

BMW

Junior campus

web site

Web / Branding juniorcampus.co.kr/

BMW 주니어캠퍼스교육사이트리뉴얼진행, 기존에있던

정보들을재배열하여사용자들이보기쉽게구성하며

BMW 사이트들과의통일성유지하여제작



KIA MOTORS2015. 01

KIA 

ALL NEW SORENTO 

UM Global Site

Web 
sorento.kia.com

차량의 USP를 담은 글로벌마이크로 사이트제작, 

21개국 언어 베레이션 진행



KIA MOTORS 

SOUL (Global )

MicroSite

KIA MOTORS2014 Web / Campaign kia.com/worldwide/vehicles/
soul-ev/product.aspx

차량 USP를 담은 마이크로 사이트 제작 , 해시태그

(#soulevbuzz!)를 이용한 SNS이벤트, 온라인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으로 브랜드인지도 제고



KIA MOTORS2014.08

KIA MOTORS
OPTIMA

Web

페이스리프트출시에맞춰글로벌사이트제작,

차량USP 및다양한관련정보제공



롯데중앙연구소

Brand Site

국내 식문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식품 연구소의브랜

드 경험을사용자들에게 전달. 기업 브랜딩을 위한

플랫폼 개발과 정보 접근 및전달이 용이하도록개발

롯데중앙연구소

Web / Branding

www.lotternd.com/kor

2014.03



2014.03

ECBC 

Brand Site

브랜드 소개 및제품 노출하여 시각적 정보전달과
심플하면서 직관적인 UI 구조로 인지도 제고

ECBC

Web / Branding

www.ecbckorea.com



2013.12

KIA MOTORS

Australian open 2014

KIA MOTORS

Web / 
Campaign

테니스 대회의 오랜 메이저 스폰서로서 고객과의차별

화된 브랜드 경험 창출을 위해 #응원선수이름

#kiatagmatch 등의 태그를 활용하여호주글로벌 캠페

인 진행



2013.02

BMW Motorrad

Korea WebSite

Global WCMS(Web Contents Management 

System) 서비스를 이용하여사이트제작, 독일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서버 및운영 업무를지속적으로

수행

BMW Motorrad Korea

Web

www.bmwmotorrad.co.kr



2013

Kappa

WebSite

새로운 라인업 출시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강화를 위

해 홈페이지리뉴얼 진행, 웹환경과 디자인 트렌드를

고려하여 운영과 사용이 편리하도록 제작

Kappa Korea

Web / Branding

kappakorea.net





MBC PlayBe2020. 6

키자니아

App

No.1 직업체험테마파크키자니아의

전체리뉴얼을진행하며, 모바일리뉴얼환경에맞춰

하이브리드앱으로런칭한키자니아App.

Google Play :  mprd.kr/tkT



정관장V2.5 : 2018.9

정관장케어나우앱

App

2017년에출시된정관장헬스케어서비스앱–케어나우.

초반기획시,서비스앱네이밍부터건강컨텐츠를제공하는기획까지, 

고객들에게제공하는헬스케어앱으로구축, 런칭됨.

V1. 오픈이래v2.5까지리뉴얼진행해가며현재까지운영중.

Google Play :  http://mprd.kr/tkU



정관장 – 랠리252018. 11

랠리25 App 리뉴얼

App

정관장에서사회공헌의일환으로진행되는랠리25, 배드민턴동호회

+ 하이브리드앱으로제작

Google Play :  http://mprd.kr/tkV



mprd2015

Moviepre
Application

App

엠피알디자사엔터테인먼트앱서비스로구축되어지금까지서비스중인앱으로 ,

영화, 공연, 전시등.. 다양한작품들의티켓을Free하게제공하며

작품들을누구보다먼저! 감상할수있도록티켓제공하는앱.

지금까지의영화공연홍보와마케팅을넘어

앱을통해관객에게전하는유니크한 마케팅채널로운영되고있음.

Google Play :  http://mprd.kr/tkW



McDonald2014. 03

McAlarm
Application

App

맥모닝브랜드인식강화를위한앱제작및출시기념이벤트진

행, “굶모닝”을키메세지로가져가며모닝커피가연상되는알람

끄기게임,  SNS공유등다양한기능삽입



Doosan2013

두산앱스토어

App

두산그룹전체임직원이사용하는전용앱스토어제작.임직

원이사용하는블로그웹사이트와연동되는하이브리드앱.



두산그룹2013

두산그룹/ YM Blog

App

두산회장님전용블로그로

임직원이사용하는블로그웹사이트와연동되는

하이브리드앱으로구축



두산그룹2013

두산그룹/ 두산WAY

App

임직원이사용하는블로그웹사이트와연동되는

하이브리드앱으로구축



한국타이어2014

한국타이어TNDL캠페인
체험형프로모션App

App

THE NEXT DRIIVING LAB의두번째프로젝트인

“마인드리딩타이어＂캠페인의일환으로

운전자의마인드를읽고움직이는체험형APP개발.



AIA생명2014

AIA생명
유방암캠페인App

App

하이브리드앱으로제작된AIA 생명의유방암캠페인앱.











유한킴벌리2015

DoubleHeart

Online Product
육아 전문 브랜드 경험 전달을 위해 제품페이지 리뉴얼 진행,  

엄마들의 니즈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부터제품촬영, 

가이드 제작, FGI까지전체총괄하여 진행

Web www.doubleheart.co.kr



2015

Huggies

Online Product

유한킴벌리

Web

하기스 물티슈 신제품 출시에맞춰 온라인제품페이지

리브랜딩 진행, 엄마들에게 브랜드신뢰감 및 명확한

정보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KIA MOTORS2013

KIA MOTORS
RAYCampaign

Web / Branding & Campaign

국내최초박스형경차RAY의매력을상승시켜줄수 있는

색다른이벤트를통해브랜드인지도제고에기여



한국타이어2014.10

HANKOOK TIRE 

THE NEXT DRIVING 

LAB

Web / Campaign tndl.hankooktire.com

한국타이어 Mind Reading Tire 2차 캠페인사이트

제작 및 사용자가상 체험이가능하도록콘텐츠 기획

및 개발전 과정진행



2014

KIA SORENTO

MAN ON THE ROAD

남자의 존재감이라는 주제로캠페인 진행과MAN 

ON THE ROAD 인터렉티브 영상 제작및 다양한콘

텐츠 제작으로 브랜드인지도 제고

KIA MOTORS

Web / Branding & Campaign

sorento.kia.com



2014.10

KIA MOTORS

Re:Design

1th Campaign

기아자동차 고유 브랜드 정체성을 고객에게전하기

위한 캠페인,  글로벌 캠페인으로 진행하며 참여자

모집부터 콘텐츠 노출, 확산, 프로모션까지전 과정

진행

KIA MOTORS

Web / 
Campaign

redesign.kia.com





2016

BMW LifeStyle
& Car Acc. Mall

BMW Korea

Web / Mobile 
Shopping mall

현재구축중



2015

매트라이프

2016 Calendar Shop

MetLife

Web / Shopping mall

met2016.firstmall.kr



2015

마음가게

Online Shopping mall

(주)마더스팜

Web&Mobile
/ Shopping 
mall

maumgage.com



2014

ECBC 

Online Shopping mall

(주)감네트웍스

Web&Mobile / 
Shopping mall

shop.ecbckorea.com



2013

갓키즈

Brand Site & 

Online Shopping mall

mprd

Web&Mobile / 
Branding & Shopping 
mall

godkids.co.kr



2013

비타몰

Online Shopping mall

(주)마더스팜

Web&Mobile
/ Shopping 
mall

vitamall.co.kr



2011

Garden 5

Online Shopping mall

(Mall in Mall)

SH공사

Web / 
Shopping mall





Since 2004~2020

영화 & 뮤지컬 및 공연, 게임 웹사이트 제작 ING…!

천 만관객을 동원한 영화의90%가 엠피알디와, 무비프리를통해 웹사이트가구축되고 진행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영화 홍보분야, 온라인 제작부문 업계1위라 자부하며다양한장르의영화 및 뮤지컬, 공연등을홍보하고제작대행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유한킴벌리2015

더블하트

Product Info Movie

Interactive movie

vimeo.com/user15064776

http://vimeo.com/user15064776


KIA MOTORS2013

KIA MOTORS 

I’m RAY:er 캠페인

Interactive movie

vimeo.com/mprdmotion

http://vimeo.com/mprdmotion


OTIS2013

OTIS

Intro Movie

Interactive movie

vimeo.com/mprdmotion

http://vimeo.com/mprdmotion


Beanpole2013

빈폴 바이크 리페어샵

Brand Concept 

Movie

Interactive movie

vimeo.com/mprdmotion

http://vimeo.com/mprdmotion


Beanpole2013

Netmarble Hounds

Game Intro Movie

Interactive movie

vimeo.com/mprdmotion

http://vimeo.com/mprdmotion


Mychef2013

Mychef

Product Intro movie

Interactive movie

vimeo.com/mprdmotion

http://vimeo.com/mprdmotion


KIA MOTORS2012

KIA Motors 

K Dream Talk

Intro Movie

Interactive movie



Canon2011

Canon EOS M

Product Info Movie

Interactive movie

vimeo.com/mprdmotion

http://vimeo.com/mprdmotion


HDC2011

현대산업개발

Intro Movie

Interactive movie

vimeo.com/mprdmotion

http://vimeo.com/mprdmotion


SAMSUNG2011

Samsung

Smart Race Concept Movie

Interactive movie

vimeo.com/mprdmotion

http://vimeo.com/mprdmotion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서울숲포휴 11층 1113호

TEL 543 0425  | FAX 543 0477

www.mprd.co.kr 

email  project@mpr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