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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앤픽처스는 위에화 Ent, JYP를 포함한

주요기획사와 약 70개이상의다양한

문화기획을제작/투자한문화프로덕션입니다.

CULTURE PROJECT

문화와글로벌미디어프로젝트,

우리는감동을만들어나가는

CREATOR 입니다.

피지앤픽처스소개



2019년 프로덕션체제 이후 피지앤픽처스는지금까지김태우, 임시완, 거미, 에릭남, 악동뮤지션, 남태현, 한승연, 먼데이키즈, 

휘성, 팬텀싱어 권서경, 미스터트롯나태주, 박시환등 유명 아티스트들과의공연 제작/투자를진행한바 있습니다.

현재문화/Ent 기획사피지앤픽처스를중심으로브랜드/유통독립 계열사와함께 Ent-Brand-Media의 연계사업중에있습니다.  

No.1 Copyright level,

피지앤픽처스 1



우리의콘서트, 토크쇼그리고셀럽과 함께하는스토어들은

단순히오프라인에고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미디어 확대를통해오프라인의경험이

더욱많은 사람들에게전달되기를기대합니다.

우리의콘텐츠들은지금까지애플TV, 네이버, 카카오TV, 데일리모션등

주요플랫폼에서퍼블리싱 된바 있습니다.

우리의문화/Ent 콘텐츠들이

세계인의마음을움직일수있기를

바랍니다.

Cultural Vision

피지앤픽처스 2



피지앤픽처스문화콘텐츠들은

사람들가까이에있을수있는

프로젝트로구성되어있습니다.

Cultural Vision

피지앤픽처스 2-2

우리의문화/ 엔터콘텐츠들은공연, 팬미팅외에

복합적인체험 문화상품으로의확장을 만들어가고있습니다. 

문화/공연을기반으로한 관광프로그램과호텔 상품, 

현지리미티드 에디션등 국내외관객들이즐길 수있는

패키지프로그램을만듭니다. 



피지앤픽처스 2-3

- MD : AI의기술로그린 가수김태우 그림MD  

- STAGE : AI가만드는움직이는무대 미디어(박봄사례)

피지앤픽처스는 ICT, AI기술과통해오프라인-온라인의연결을지속

적으로투자하고있으며, 국내외많은 사람들이더가깝게 문화/Ent

콘텐츠를즐길 수있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이제공연과미디어, Ent의기획들은

ICT와 AI기술과의연계를통해

진화하고있습니다.

Cultural Vision



멜론티켓, 헬로라이브공연/팬미팅 IP 최다공급 파트너(2020-2021년 기준)MEDIA

피지앤픽처스 3



피지앤픽처스 3-2

자체 IP를 통한콘텐츠기획, 제작, 미디어디자인, 글로벌 CS 관리를함께하는 PGN그룹 시스템MEDIA



피지앤픽처스 3-3

파트너와우리의정기적 콘텐츠들은네이버브이라이브플러스(유료) 콘텐츠 계약을통해 글로벌 퍼블리싱이진행됩니다.
일반무대의 모습뿐 아니라백스테이지모습, 일상모습, 미공개영상 등을피지앤픽처스 Zoom LIVE를통해
해외팬들에게 소개해보세요! 



피지앤픽처스 3-3

Media Partnership을 통한콘텐츠 중계와실시간글로벌 소통모습(배우 임시완,티아라출신 효민)



국내외온/오프라인지속적 파트너십채널을보유하고있으며

우리의프로젝트들이해외 유저와팬들에게도다채롭게

전달될수 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는문화/엔터 콘텐츠의디지털경험 확대를위해온라인 중계와

번역서비스 외에다양한 디지털MD와차별화된 글로벌

콘텐츠개발을 진행합니다. 

LIVE Music, Ent, Media

우리는문화콘텐츠의글로벌퍼블리싱을

통해더많은사람들과만나고자합니다.

MEDIA 2

피지앤픽처스 4



온라인공연상품과체험 연결하는디지털MD, 패키지 프로모션MEDIA 2

피지앤픽처스 4-2



글로벌팬들을 위한다양한테마의 엔터콘텐츠 제작과체험 프로그램MEDIA 2

피지앤픽처스 4-3



피지앤픽처스는공연, 토크쇼, 팬미팅, 미디어를담당하는콘텐츠기획팀

뉴브랜드들을위한유통, 마케팅기획전략을담당하는커머스투자팀

그리고인큐베이팅지원의 랩스로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각 영역별제휴 파트너와브랜드 담당자들을모집하고있습니다.

We find

1. 문화/미디어프로젝트를함께제작할브랜드, 마케팅플랫폼, 미디어퍼블리싱채널

2. 신규브랜드의판로개척, 마케팅프로모션이필요한스타트업

젊고변화하는프로듀서들이기획하는

문화미디어콘텐츠와커머스기획들,

꿈을함께할파트너들을찾고있습니다.

피지앤픽처스 5

Partner



Commerce

커머스사업안내 with Brand

신규 브랜드와 스타트업 제품들의 유통/배급, 해외 미디어 수출 프로그램



유통사업안내

피지앤픽처스가운영관리하는

온/오프라인유통채널과 Ent 기획을통하면

당신의브랜드는더욱강해집니다.

피지앤픽처스커머스투자팀에서는현재 스타트업, 신생브랜드를위한 유통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통/마케팅에관한 체계적전략마련과 고정비용 감소를함께 고민하여도와드립니다.

[유통 프로그램]  

- 일반온라인 유통 : 피지앤픽처스전문MD들은브랜드의특징에 맞는 SEO 전략마련과프로모션 관리

그리고단계별 마케팅전략을 함께고민하며, 온라인수익과 브랜드인지도를위해 함께노력합니다.

브랜드소싱 계약후 당신의브랜드는 커머스팀의MD를통해 일반유통 채널외 마케팅채널

(레퍼런스자료 참고)에서정기적 판매관리가진행됩니다.

- 오프라인스토어/ 팝업스토어 : 롯데백화점, AK백화점등백화점과 인기스페이스에서

정기적으로진행하는당사의스토어/팝업스토어공간은경쟁력 있는브랜드를선별 관리합니다. 

별도의입점비 없이오프라인공간에서 고객과간편하게만날 수있는 기회를만들어보세요. 

- 스타X브랜드콜라보 : 우수 파트너브랜드에게는스타X브랜드콜라보를통해한단계 성장할수 있는

브랜드마케팅의기회가 제공됩니다.

- 아마존(미국) : 현재피지앤픽처스는전략적브랜드 파트너와함께아마존 채널을통한 미국판매

그리고라이브 커머스프로모션을진행 중에있습니다. 커머스투자팀에서직접 K-Brand를 소개하며

이벤트로는 K-star와 함께하는별도의미디어 콘텐츠가함께합니다.(별도첨부) 



뷰티, 패션, 키즈등 2030 젊은 세대에게관심을받고 있는주요뉴미디어채널과 롯데백화점, AK백화점 등과의
정기적프로모션을 통해브랜드가소개될 수있는더많은기회를제공합니다.

* 온라인프로모션실제예시

COMMERCE



* 온라인라이브커머스실제예시(Star Live commerce with Lotte, styleshare)

COMMERCE



* Partner : 원더걸스출신혜림, 프로듀스 101 혜리, 미스트롯두리, 슬리피 , 유키카등다수

COMMERCE



* 오프라인백화점스토어/팝업실제운영모습

COMMERCE



커머스투자팀에서관리하는미국 아마존협력 사업프로그램은

뉴브랜드와스타트업을위해별도의 해외유통 프로그램으로준비되었습니다. 

아래의내용을 확인하여, 해외소비자를만나기 위한장벽을 낮춰보세요!

v 미국 내물류와 재고정보관리에관한 인건비감소

v 까다로운통관서류와브랜드별 상이한서류해석

v UPS, FDA 등 코드관리, 물류조회 각종인허가 정보

v 데이터 분석을통한진출전략 마련과셀링포인트 설정

v 미국 내신규 거래처확보와 추가광고 전략(우수브랜드에대해 단계적진행)

v해외 소비자들에게보다자세히브랜드를 알릴수 있는아마존 라이브커머스솔루션

콘텐츠크로스보더프로그램이라면여러분의브랜드도간편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콘텐츠는글로벌소비자들에게

가장가까이다가갈수있는

기회,방법입니다. 

Abroad Promotion)



Partner

예스24, 멜론티켓, 티켓링크와 같은 주요티켓

채널과마케팅 협업뿐만 아니라 뉴브랜드, 

스타트업브랜드의협업 파트너십이이루어져있습니다.

* 본 파트너는 2021년기준이며전체를표시하지않으며,

시기별현황에따라파트너는다소변경될수있습니다.

함께만들어나가는

문화공간이야기



Create, Next inspiration!

새로운기회와 영감을만들어갈파트너를 기다립니다.

www.PGNpic.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