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e, next inspiration
We creates cultural contents based on new media

피플게이트 콘텐츠 소개서(Media channel)
Tel : 070-7079-2234 Fax : 02-3486-2234
Mail : help@peoplegate.net

“피플게이트는 문화 미디어 프로덕션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공연을 제작/투자하는 회사 중 하나이며,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IT/미디어 채널을 통해 문화와 콘텐츠들이 세계 곳곳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roduced by Peoplegate

국내

해외

* LG U+와 함께 휘성&바다 피플게이트 콘서트 中

2013년 이정과 이루마 첫 콘서트를 시작으로 피플게이트는 지금까지 god김태우,
악동뮤지션, 거미, 허각, 에릭남 외 40여 팀과 함께하며
국내 문화 프로덕션 중 가장 많은 공연을 제작/투자 하는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든 문화 공연들은 데일리모션, 벅스, 카카오TV, 티빙(CJ E&M),
데일리모션, 중국 화지아오 등과 미디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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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미디어 소개

피플게이트는 2018년 1~2개월에 한번씩 자체 브랜드로 공연을 제작합니다.
본 행사는 매행사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약 1000명~1500명의 관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사 별 상이)
우리의 콘서트와 공연들이 사람들에게 보다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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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콘서트는 행사 별 공익적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으나,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는 기부 콘서트가 아니므로 담당자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화 콘텐츠/미디어 소개

Marketing

#
#
#
#

main platform
30만 PV
뉴미디어
문화 콘텐츠

#
#
#
#

LIVE
주요 생중계 채널
VOD, VR
Offline X Online

Stage Live, VOD

> 블락비 바스타즈 VR 무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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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미디어 소개

Abroad

#
#
#
#
#

UNIQ(China idol)
INKE
100000 View
Star Live
Peoplegate Live

* 중국 아이돌 유니크와 함께한 Inke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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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모션을 통한 일본, 태국 등 아시아 9개국 메인 송출 진행한 K-star Live

문화 콘텐츠/미디어 소개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문화 공간, 피플게이트 콘서트＂
섭외 확정

- 투자 규모 선정
- 메인 스폰서십 선정

2개월

공연 컨셉&
프로그램 구성

상세 시나리오 &
공연 이벤트

- 티켓 마케팅, 미디어 홍보
- 미디어 중계 채널 선정

- 음향, 장비, 무대 관련
현장 스테프 구성
- 안전교육, 리스크 관리

1개월

2주전

피플게이트는 2018년 1~2개월에 한번씩 자체 브랜드로 공연을 제작합니다.
본 행사는 매행사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약 1000명~1500명의 관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사 별 상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위한 우리의 콘서트는 피플게이트가 제작/투자하며, 관련 사업권은
피플게이트에 귀속 됩니다.
* 상기 콘서트는 행사 별 공익적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으나, 기부 콘서트가 아닌 영리 공연이므로 담당자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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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프로모션

- 프로모션 진행
- 결과 리포트 제작

D-day

Business Field 1

파트너사를 위한 미디어 제작/투자 영역

-

문화 사업 제휴

커머스 투자/유통

K-star, Culture에 관한
주요 채널과 공연 마케팅,
이벤트에 관한 사업 협업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커머스(제품) 투자

콘서트 티켓 마케팅 계약
공연 스폰서십 및 협찬(최대 4개 이내)
공연 생중계(LIVE) 및 영상 판권 계약
기타 부가 사업권(VR, VOD)

콘텐츠 제휴
피플게이트 콘서트, 페스티벌,
드라마에 관한 콘텐츠 제휴

-

경쟁력 평가 후 미디어 커머스 투자
커머스 선정 후 뉴미디어/플랫폼 유통지원
카카오 메이커스, 소셜커머스, 인플루언서
연계한 다양한 미디어&셀럽 마케팅 추진
* PF투자형태를 기반으로 한 RS 형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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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디지털 유통망이 문화 콘텐츠(커머스)사업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체 공연/PB상품의 제작 투자 외에 아래 두가지에 대한 유통을 파트너사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문화 사업 부분 : 티켓 제휴, 문화 이벤트, 라이브 중계 권 , 스폰서 십
- 미디어 제작/투자 : 시장성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효과적 미디어 투자가 필요한 파트너 사에 대한 제공
- 일반 콘텐츠 제휴 : 피플게이트 자체 브랜드의 콘텐츠에 관한 영상/VOD 콘텐츠 제휴

- 콘서트 무대 영상, 백스테이지 영상 제휴
- 드라마 영상, 메이킹 영상 콘텐츠 제휴
* 상기 콘텐츠 제휴 희망 시, 홍보 제휴 안 필요

Business Field 2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문화미디어 제작/투자를 위해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체 문화 콘텐츠 확대

피플게이트 IT/Media 유통 생태계 조성

콘텐츠/미디어 커머스 투자

우리가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와 투자영역은 아래의 단계를 거쳐 나아갈 계획(Company Plan)입니다.
1 단계 : 자체 공연, 토크쇼, 페스티벌, 미디어 채널 구축(2018)
2 단계 : 자체 브랜드 상품 외에 문화/미디어 커머스 영역에 대한 투자와 배급
3 단계 :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미디어와 커머스 연결이 자유로운 온라인 멀티 플랙스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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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ield 3

Additional Information

미디어/커머스(제품)
투자 및 계약 문의

콘서트/페스티벌 제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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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