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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요약



상품 요약

의료인 브랜딩부터 수많은 노출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찍으나 마나 한 영상은 찍지 마세요. 영화감독이 만드는 영상부터 전문 콘텐츠 에디터의 포스팅까지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드립니다.

상품구분 상품설명 특장점 제공내역 금액

영상제작

Type

A

의료상식, 정보, 논란, 

최근의학트렌드를알기쉽게

전달하는바이럴영상 • 전문영화사가직접만들어주는

퍼스널브랜딩영상

• 개인캐릭터별 핵심키워드선정, 

매체별상위노출유도

• 기획, 연출, 촬영, 편집제공

• 기업미니홈피무상제공

• 자사보유매체업로드

* 병의원전문서비스플랫폼위픽스 / 유튜브위픽스TV 업로드

• 원본파일제공

• VOC 관리 (악성댓글관리)

편당 250만원

*4편 이상 구매시
편당 200만원

Type

B

의료인과철학과사상을담은

트랜디한다큐멘터리영상
800만원

포스팅

선생님의이름을건

의료진브랜딩콘텐츠및

건강관련정보콘텐츠포스팅

• 의학전문언론사위픽스, 위픽스네이버포스트, 

위픽스 SNS 업로드

• 핵심키워드를선정하여네이버, 구글등 포스팅

상위노출보장

• 전문에디터가작성하는웹매거진형식의포스팅

• 자사보유매체업로드

* 병의원전문서비스플랫폼위픽스 / 위픽스네이버포스트업로드

• VOC 관리 (악성댓글관리)

건당 20만원

* 최소 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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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장점



특장점

사람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병원 규모, 최첨단 장비, 경력이라 생각하신다면

당장 다음장으로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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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의료인에 대한 평판 25% 

의료인의 인지도 21.7%

사람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이유

환자를 대하는 태도

83.2%

신뢰할 만한 의료인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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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그래서 믹스앤픽스가 내린 결론. 

병원보단 ‘소통하는 의료인’을 브랜딩 해야 합니다.

8

#의료인 평판

#의료인 인지도

#환자와의 소통

#신뢰

#친절함

#실력

#병원 선택 이유



특장점

영상 A : 쉽게 만나는 주치의

의료인 캐릭터 구축 및 정보 전달

영상 B : 의료인 퍼스널 다큐멘터리

의료인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일상

포스팅 : 의학 전문 웹매거진

의료인이 직접 알려주는 의료정보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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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잘 만든 콘텐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노출을 극대화 합니다

Description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클릭 유도

Thumbnail

타이틀 및 핵심내용과 연관 있는 명확한 이미지

Title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 선별하여 제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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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콘텐츠를 주요 대형 매체들에 상위 노출 및 연계하여

아무리 잘 만든 콘텐츠도

노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유튜브 → 구글/네이버 → 병원 검색

* 네이버 → 유튜브 → 구글 → 병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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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소개



상품 소개 : 영상

[FILM] 기획투자 참여작품

2016년 [스플릿] (최국희감독/오퍼스픽쳐스)

2015년 [검은 사제들] (장재현감독/영화사집)

2014년 [잡아야 산다]  (오인천감독/더퀸D&M)

2014년 [두근두근 내인생]  (이재용감독/영화사집)

2014년 [빅매치]  (최호감독/보경사)

2013년 [좋은 친구들] (이도윤감독/오퍼스픽쳐스) 외 다수

[FILM] 음악 / 저작권 참여작품

써니, M, 행복, 쌍화점, 내사랑, 내곁에, 불꽃처럼 나비처럼, 과속 스캔들 외 다수

대한민국 최고의 영상 제작진이 기획부터 연출, 촬영, 편집까지 직접 해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졸업

- 2017~현재 : (주)탐닉영화사 대표

- 2013~2016 : (유)오퍼스픽쳐스 기획투자팀

- 2011~2012 : (주)셀라 사업개발팀

- 2006~2010 : (주)뮤직엔필름컴퍼니 영화음악 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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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순 감독님



상품 소개 : 영상

대한민국 최고의 영상 제작진이 기획부터 연출, 촬영, 편집까지 직접 해드립니다

[TV] 방송 프로그램 참여작품

2018년 신화 20주년 티저 영상 [신화 밖은 위험해]  – 기획제작

2017년 CJ E&M 뮤직드라마 [썸, 한 달] (구구단, 스텔라장, 카더가든 출연) – 기획제작

2012년 KBS [대통령 선거 방송기획단] – 웹콘텐츠팀 프로듀서

[FILM] 웹드라마 · 단편영화 연출작품

2019년 [박쥐] (제17회 신영균예술문화재단 필름게이트 제작지원사업 선정작)

2019년 10부작 웹드라마 [코보게가 내놓은 자식들] (데굴데굴 스튜디오)

2018년 [99년식] (제2회 울산국제단편영화제 본선초청작 / 제18회 전북독립영화제 본선초청작)

2017년 [멎은 날] (제11회 KT&G 대단한단편영화제 본선초청작)

2013년 [인연인지] (제1회 DMC단편영화제 컬러섹션 / 제1회 고시촌단편영화제 본선초청작)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영화제작실기전공 석박사통합과정

- 2019~현재 : (주)탐닉영화사 감독

- 2016~2018 : (주)바이킹스리그 제작팀장/프로듀서

- 2015~2016 : 초이스 미디어 프로듀서

[COMMERCIAL] 광고뮤직비디오 주요작품

MSI GE65 Raider 노트북 광고 – [감성편] (모델: 데프콘) – 연출

MSI P65 Creater 노트북 광고 – [므시므시편] (모델: 기안84) – 연출

몬스타엑스 [Dramarama], [Destroyer] 외 뮤직비디오 및 광고 20여편 기획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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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래 감독님



상품 소개 : 영상 TYPE A

상품 설명 • 의료 상식, 정보, 논란, 최근 의학 트렌드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바이럴 영상

과금 방식 • 편당 250만원 (4편 이상 구매 시 편당 200만원)

• 광고 운영(선택) : 광고비+수수료 20%
* 광고 운영 희망 시 의료광고 심의필증 필요 (고객 부담)

차가운 의료진 이미지는 NO.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만인의 주치의’

추천드려요

• 의료광고 사전 심의 제도로 제한적인 광고만 하고 있는 병원 원장님

• 병원 면접 및 개원을 준비하는 레지던트

• 자신의 가치를 높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싶은 페이닥터

• 자신의 이름을 알려 자신만의 잠재고객을 유치하고 싶은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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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매체 • 유튜브, 위픽스

제공 내역 • 기획, 연출, 촬영, 편집 제공

• 기업 미니홈피 무상 제공

• 자사 보유 매체 업로드

* 병의원 전문 서비스 플랫폼 위픽스, 유튜브 위픽스TV

• 원본 파일 제공

• VOC 관리 (악성 댓글관리)

• 월별 리포트 제공



상품 소개 : 영상 TYPE A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실제 영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타이틀 화면 2. 주제 노출 3. 59초 문진

4-1. 풀 브리핑 4-2. 풀 브리핑 6. 아우트로

• 타이틀 로고 노출

• 출연자 프로필 명시

• 오늘의 주제 알림

• 59초 안에 하나의 주제 설명하기 도전

• 요약정보 전달 시도 / 짧은 시간의 아쉬움 표현

• 다급히 설명하는 출연자 모습에 예능감 조성

• 59초 안에 설명하지 못한 핵심 내용을 충분히 설명

• 편안하고 신뢰감을 주는 캐릭터로 매력 어필

• 출연자의 구두설명과 함께 iPad에 필기하는 장면

• 비의료인도 쉽게 이해하도록 그래픽 적극 활용

•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멘트

• NG영상 활용한 쿠키 영상

• 검색유도 화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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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소개 : 영상 TYPE B

철학과 사상을 담은 트렌디한 영상으로 네임벨류를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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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드려요

• 고객 내원율이 기대보다 낮은 병원장님

• DB 수집과 병원 브랜딩을 동시에 진행하고 싶은 병원장님

• 합리적인 가격으로 병원 소개 영상을 제작하고 싶은 병원장님

•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퀄리티의 영상을 원하는 병원장님

상품 설명 • 의료 상식, 정보, 논란, 최근 의학 트렌드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바이럴 영상

과금 방식 • 편당 800만원

• 광고 운영(선택) : 광고비+수수료 20%
* 광고 운영 희망 시 의료광고 심의필증 필요 (고객 부담)

제공 내역 • 기획, 연출, 촬영, 편집 제공

• 기업 미니홈피 무상 제공

• 자사 보유 매체 업로드
* 병의원 전문 서비스 플랫폼 위픽스, 유튜브 위픽스TV

• 원본 파일 제공

• VOC 관리 (악성 댓글관리)

• 월별 리포트 제공
노출 매체 • 유튜브, 위픽스



상품 소개 : 영상 TYPE B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실제 영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인트로 장면 2. 원장님 일과 스케치 3. 구성원 근무 장면

4. 고객과 소통하는 의료진 장면 5. 철학 노출 장면 6. 엔딩 장면

• 의료인으로서 가치관이 내포된

상징적 이미지와 타이틀 화면

• 원장님의 내레이션 시작

• 원장님의 집무 공간에서 묻어나는 직업적 소명 연출

• 고객을 보살피는 병원 구성원들의 세심한 모습 포착

• 임직원들과 원장님이 화합해 일하는 인간적 면모 포착

• 환자에 섬세하게 교감하는 진료 모습

• 분과 특성이 드러나는 전문적 인프라 소개

• 원장님의 의료 철학이 언급되는 내면적 고뇌 모습 포착

• 고객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내포된 감성적 내레이션

• 전문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노력 소개

• 가치관이 내포된 상징적 장면 노출

• 브랜딩을 위한 메인 카피라이팅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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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소개 : 포스팅

국내 최대 검색 포털 네이버에 핵심 키워드와 이름을 상위 노출시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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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드려요

• 의료광고 사전 심의 제도로 제한적인 광고만 하고 있는 병원 원장님

• 병원 면접 및 개원을 준비하는 레지던트

• 자신의 가치를 높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싶은 페이닥터

• 자신의 이름을 알려 자신만의 잠재고객을 유치하고 싶은 의료진

상품 설명 • 웹 매거진 형식의 포스팅

과금 방식 • 건당 20만원 (최소 4건 이상 진행 가능)

노출 매체 • 유튜브, 위픽스

제공 내역 • 기획, 원고 작성, 포스팅

• 기업 미니홈피 무상 제공

• 자사 보유 매체 업로드
* 병의원 전문 서비스 플랫폼 위픽스, 유튜브 위픽스TV

• VOC 관리 (악성 댓글관리)

• 월별 리포트 제공



상품 소개 : 집행 프로세스

1. 계약 체결

현황 파악

계약서 작성

3. 자료 수집

포스팅을 위한

자료 수집

4. 포스팅 제작

콘텐츠 제작

검수 진행

2. 기업 미니홈 제공

SEO를 위한 미니홈 제공

5. 플랫폼 노출

믹스앤픽스가 보유한

자사 플랫폼 업로드

*위픽스, 네이버 포스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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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회의

영상 TYPE에 따른

제작팀 사전 회의

3. 기업 미니홈 제공

SEO를 위한 미니홈 제공

5. 플랫폼 노출

믹스앤픽스가 보유한

자사 플랫폼 업로드

*위픽스, 유튜브, 네이버 포스트, SNS

4. 영상 촬영 및 제작

영상 제작

검수 진행

1. 계약 체결

현황 파악

계약서 작성

영상

포스팅



4 

콘텐츠 진행사례



상품 소개 : 콘텐츠 진행사례

https://www.youtube.com/watch?v=DjkE6P3Ck8E

https://www.youtube.com/watch?v=z0mlv-RXfgU&t=1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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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DjkE6P3Ck8E
https://www.youtube.com/watch?v=z0mlv-RXfgU&t=15s


상품 소개 : 콘텐츠 진행사례

https://post.naver.com/gseye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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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st.naver.com/gseye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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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앤픽스



https://youtu.be/rQAlXTb49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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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QAlXTb49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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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na4est3J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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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na4est3Jus


https://youtu.be/J_LnsWuu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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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_LnsWuuoPE


https://welldoner.blog.me/22051077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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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lldoner.blog.me/220510779219/


https://www.youtube.com/watch?v=mHfX7FIZB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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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HfX7FIZBbU


https://www.youtube.com/watch?v=-611EItS8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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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611EItS8n8


https://www.facebook.com/millie.co.kr/videos/153981048279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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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millie.co.kr/videos/1539810482795726/


https://youtu.be/QQLDixaKPTM https://youtu.be/um_pto8MAEs https://youtu.be/Zf3SSKPg-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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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QLDixaKPTM
https://youtu.be/um_pto8MAEs
https://youtu.be/Zf3SSKPg-8A


Thank yo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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