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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Profile

PR Company, 투고커뮤니케이션은 2011년 3월,

전략기획능력이뛰어난베테랑컨설턴트가모여처음시작해사명을바꾼상태

차별화된모델과가치를고객에게제공. 

Integrated communications consultancy

Breadth of experience

Marketing background 

전략적접근을통한커뮤니케이션컨설팅으로마케팅, 브랜딩전반의 PR 이슈를기획해프로그램을실행

설립이래고객사이슈및활동에맞춰팀구성, 기획및실행실시로최상의만족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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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Approach 

투고커뮤니케이션은고객사의비즈니스가치증대, 브랜드명성유지및관리

커뮤니케이션전략을실행해성공적인마케팅결과를도출합니다.  

전략적컨설팅제공

Key messages development

Marketing communication

Internal messaging 

External communication

Digital communication 

Media relations

Research, 준비단계, 실행등모든과정은경험많은컨설턴트에의해관리, 최고의결과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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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Scope 

투고커뮤니케이션의모든서비스는풍부한경험을바탕으로합니다. 

전문적인프로세스가필요한영역은전문파트너와함께기획, 제공됩니다. 

• Media Training 
• Publicity 
• Press Conference 
• Photo Call
• Media Tie Program

• PR Materials
• Press Kit 
• Pamphlet
• Leaflet 

• Research
• Evaluation
• Strategy Planning

• On-line Publicity 
• SNS / PCC
• On-line Promotion 

• On-site Event 
• Launching Show
• Trade Show

• Publicity 
• Community Relations

 Sponsorship 
 Tied-up Marketing
 Sports marketing 
 Sales Promotion Consulting

• Crisis Management
• Issue Management
• Reputation Management
• Program Conduct

• Corporate Campaign
• CSR
•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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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무영역및물리적시간에대한제한이없다

② Quality의차이가분명하다.
(책임있는대표가업무의시작과끝책임)

③미디어관계깊고넓다
(인간적인관계가되어야한다)

①기존일이아니라면비용이발생해요?

②투입인력의차이
(처음에는과장급이와서, 실상업무는 Junior)

③일회성에그친다
(대형대행사에모든고객사는 Ono Of Them)

④업무적
(지금의담당자들은일은일일뿐)

투고커뮤니케이션은무분별한업무를지양하고선택과집중을추구합니다.

소규모에이전시의장점을극대화한업무방식이투고커뮤니케이션의가장큰장점입니다.

Difference

각담당직원과대표가직접적인업무에나서결과및업무진행에차이가분명

One of one One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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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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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실장 (Director)

[주요경력]

 이디야커피, 에드링턴코리아, 맥키스, 재규어 랜드로버, 또봉이통닭 등 홍보

 싱글몰트 위스키 맥캘란, 포드 홍보 및 위기관리 진행

 DHL코리아, 하겐다즈, KBS N 미디어, 리복코리아 홍보 및 위기관리 진행

 한울종합건설 언론 홍보, SK건설 동백, 기흥 아펠바움 홍보 및 위기관리

 해태제과 부라보콘 리뉴얼 언론 홍보, 오비맥주 카스레드 출시 행사 진행

 스위스 정부 관광청 언론 홍보, 종합식품업체 기린 홍보 및 위기관리

 2004 KT&G V투어 홍보 담당, 세계 태권도 연맹 조정희 총재 PI 담당

 미즈노, 마루망, 던롭 골프 브랜드 홍보, 2004년 코오롱 오픈 홍보 진행

 도도화장품 홍보팀(00.10~02.10)

[주요경력]

 이디야커피, 에드링턴코리아, 맥키스, 지산리조트, 기획재정부 임금피크제 등 홍보

 소셜커머스 쿠팡, 인터파크, 나우콤, 터치링,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 도미노피자,  루이까또즈, 한-아세안센터 등 홍보 및 위기관리

 노동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종합 홍보, 한국산업인력공단 종합 홍보 컨설팅

 전국한우협회 전국 프로모션 및 언론홍보

 ㈜진로 마케팅팀 프로모션 기획

 ‘참이슬’, ‘제이’ 등 제품 프로모션 기획 및 실행(2008 ‘가위바위보’ 프로모션)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 코닥 등 온오프라인 홍보 어시스트 서강대 영문과 및 동 대학원 PR 석사

전형우팀장



<조선일보신동흔차장>

“투고커뮤니케이션은 미디어에서 필요한 이슈를 발굴하는 역량이 탁월하다. 투고컴과 미팅을 하면 항상 새로운 기사 아이템을

얻게 된다. 홍보 담당자들은 보통 자신이 담당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자랑을 늘어 놓는데 반해, 투고컴은 산업 전체에 대

한 통찰력으로 자연스럽게 기사 아이템으로 연결돼 부담스럽지 않다”

<연합뉴스전준상부장>

“투고컴의 가장 큰 장점은 미디어 네트워크에 있다. 비록 기자 출신의 홍보인은 아니지만 기자 출신에 버금가는 미디어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다. 현직 앵커이자 기자인 나보다 미디어 네트워크가 좋다. 작은 규모이지만 젊은 열정과 패기로 뛰어

다니는 투고컴을 항상 응원한다”

<청주대학교김찬석교수/ 미국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명예교수>

“커뮤니케이션학을 연구하며, 실무적인 부분과 이론적인 부분에 투고커뮤니케이션은 많은 부분을 교감하고 있다. 학생들 강의에

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례도 투고컴의 사례들이다. 그 만큼 결과적으로나 학문적으로도 완성도 높은 결과치를 보여주는 몇

안 되는 현장 전문가들이다.”

투고컴을바라보는눈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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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증권부김명룡 IB 팀장 >

“IB 영역의 홍보는 고도로 전문화된 홍보역량과 IB분야의 폭넓은 네트워크, 업에 대한 이해와 산업 전체에 대한 시야를 모두 요하

는 전방위 홍보 활동이다. 국내 대표 IB 그룹사 출신의 홍보전문가가 포진한 투고컴은 고객사의 니즈를 완벽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 집단이다”



다양한분야전문가들로구성된자문위원단및우호기자단구축

투고컴은 클라이언트의 이슈 발생시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긴밀한 기자관계를 통한 공동 솔루션 진행은 물론, 기타 전문가 그룹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차별화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신동흔 차장, 이현택기자 / 연합뉴스
전준상 부장 / 중앙일보 최지영부국장, 이수기 기자

매일경제 김주영부장 / 한국경제 김현석차장 / 
문화일보 오승훈부장, 박민철 차장 / 헤럴드경제
이정환 팀장 / 스포츠월드 류근원 국장 / 
일간스포츠 안민구 기자

마케팅그룹 JEDI 황인선 부장 /

더바인 콘텐츠그룹 김영숙 대표

청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김찬석 교수

한국사보협회 김흥기 회장

행정자치부 대변인실 기획홍보담당 최성우 사무관

김앤장 장은호 변호사 / KBSN 이용철 해설위원

CJ E&M 김태민 PD / JTBC 이창우 PD

KBS 이재설 기자 / MBC 김성민 기자

언론자문그룹

대정부자문

기타자문

마케팅자문

탄탄한언론계인맥, 폭넓은 Network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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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9



Current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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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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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Case

단신보도자료

<신제품 출시 보도자료> <인사동정 보도자료> < 기업 CSR 보도자료>

기업의다양한이슈를언론에정확하고효율적인방법으로전달

투고커뮤니케이션의 보도자료는 단순 Fact 전달이 아닌, 의도한 Message를 담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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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Case

기획보도자료 1

<이디야 기획기사> <맥키스 기획기사>

경제, 사회등다양한트렌드를활용, 클라이언트의의도를담아이슈화

언론에서 먼저 요청하는 투고컴의 기획 보도자료는 이슈에 따라 기사화 되는 아이템으로 창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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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자료 2

기자간담회, 인터뷰 등 언론의 속성을 파악하고 활용한 방법도 원활하게 수행합니다.

<특집면 활용> <기자간담회> <인터뷰>

언론의속성을활용해다양한형태의기사노출

Lates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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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Case

매거진

<신제품 출시> <아이템 제안> <촬영 협찬>

월간지 기자들만의 앞서가는 트렌드에 맞는 Edge 있는 기획아이템을 발굴합니다.

매거진만의 Trend를정확히파악한무가기획페이지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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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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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이디야커피
• 기간: 2012.7~현재
• PR 활동: 이디야커피 제품 및 기업 전반 홍보 진행

 제품 출시, CSR 등 다양한 포토행사 및 프로모션 진행
 주요 매체와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 및 맞춤형 기획으로

주요 매체 기사 노출과 위기관리 진행

국내 커피전문점 1위 기업이라는 이미지 및
소비자들과 창업자들이 사랑하는 기업이라는 우호적인 이미지 확보

정통 PR과 마케팅으로 연결 소비자 증대 및 매장오픈 증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친근하고 액티브한 이미지 구축

▲ 기자간담회 기사▲ 조선일보, 동아일보 인터뷰기사 ▲ 프랜차이즈 한국경제, 한겨레 기획

Success Case

▲ 최근 업계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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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풀러스
• 기간: 2017.8~현재
• PR 활동: 풀러스 서비스 PR 및 출퇴근시간 선택제 위기관리

 풀러스 카풀 서비스 및 기업 관련 PR
 출퇴근시간선택제에 대한 위기 관리 및 이슈 대응
 주요 매체와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 및 맞춤형 기획으로

주요 매체 기사 노출과 위기관리 진행

국내 카풀 시장 1위 및 처음으로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 이미지와 서
울시와 국토부와의 출퇴근시간선택제에 대한 이슈 대응 및 메시지

개발과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 진행

▲ 중앙일보 등 인터뷰기사 ▲ 기획

Success Case

▲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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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교촌치킨
• 기간: 2017.1 ~ 현재
• PR 활동: 교촌치킨 제품, 기업, 이슈커뮤니케이션 진행

 MPR, CSR 등 제품 및 기업관련
 주요 매체와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 및 맞춤형 기획으로

주요 매체 기사 노출과 위기관리 진행

치킨전문점 1위로서의 명성에 맞는
위기관리와 기업명성관리를 중심의 CPR진행

국내에서 창업자와 소비자를 위한 착한치킨 기업으로서
좋은 맛과 긍정적 회사 이미지

유지를 위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강화

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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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HDC신라면세점
• 기간: 2016.10 ~현재
• PR 활동: HDC신라면세점 MPR 및 위기관리 등

 매장 내 프로모션, 설문, 사진행사 등의 프로모션 진행
 주요 매체와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 및 맞춤형 기획
 HDC신라면세점만의 장점 부각을 위한 MPR 및 브랜딩 PR
진행

왕홍 및 유커들을 위한 MPR의 지속적 전개를 통한 면세점 시장내
에서의 HDC신라면세점만의 시장 포지셔닝

MPR을 주업무로 신문, 방송, 중국 매거진 등을 공략을 위한 PR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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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롯데홈쇼핑
• 기간: 2015.2~2016.2
• PR 활동: 롯데홈쇼핑 기업 홍보 및 위기관리 진행

 SS 시즌 브랜드 론칭 및 기업과 제품 PR 진행
 재승인 관련 기사 노출과 미디어 관계개선 프로그램 및 위
기관리 컨설팅 진행

국내 홈쇼핑 채널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미디어의 부정적 이미지와

관계개선은 물론이고 위기관리를 통한
친근하고 우호적인 롯데홈쇼핑 이미지 개선 PR

정통 PR과 소비자들의 과 마케팅으로 연결 착한소비와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의 기업으로 롯데홈쇼핑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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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옐로모바일
• 기간: 2016. 7 ~ 2017.06
• PR 활동: 옐로모바일 자회사&계열사 PR 및 위기관리 등

중기/IT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한 피칭 통해 인터뷰, 기획 아
이템 지속적 확대
 쇼핑 / 미디어 / 여행 / O2O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 대한 전
방위적 커버리지 창출

옐로모바일에 대한 부정적 이슈 스캐닝 및 기업형태에 대한 시너저
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PR 전개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한 옐로모바일과 계열사 PR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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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싱글몰트 위스키 맥캘란
• 기간: 2008~2011
• PR 활동: 맥캘란 제품 및 싱글몰트 위스키 시장 홍보 진
행

 제품 출시, 미디어 팸투어 및 런칭 간담회와 포토행사 및 프
로모션 진행
 주요 매체와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 및 맞춤형 기획
 싱글몰트 위스키 시장의 선도적 역할 브랜드

싱글몰트 위스키 시장이 미미했던 2008년 싱글몰트 위스키 시장
확대와 함께 No.2 브랜드 이미지와 최고급 맥캘란의 브랜드 이미

지에 맞는 PR활동 전개
럭셔리와 레어한 제품의 특성을 살려 신문, 방송 그리고 럭셔리 매

거진 등을 공략해 최상의 프리미엄 싱글몰트 위스키
맥캘란으로서 포지셔닝

▲ 런칭포토행사 및 기자간담회 기사▲ 조선일보, 동아일보 인터뷰기사 ▲ 매일경제, 한겨레 기획

▲ 럭셔리 매거진 결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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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아이파크몰백화점
• 기간: 2014.12 – 2015.07
• PR 활동: 아이파크몰백화점 비전 발표 기자간담회

 아이파크몰백화점 비전 2020발표 관련 기자간담회 진행
 방송, 신문, 온라인 등 주요 매체 65개 매체 참석 200여개 커버
리지
 간담회 관련 컨텐츠 및 컨설팅 제언
 VIP인 정몽규 회장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 및 콘텐츠 개발

2020년 비전 발표를 통한 아이파크몰백화점의
새로운 경쟁력 모색과 함께

면세점 사업진출, 유소년 축구사업, 2호점개점, 해외시장진출 등
다양한 콘텐츠를 미디어를 통한 포부와 미래 사업적

방향성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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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 기업: 야마하뮤직코리아
• 기간: 2015.7~2016. 9
• PR 활동: 야마하뮤직코리아 기업 홍보 및 리스크
관리 진행

 제품 출시, 이벤트, 업계 관련 기획 등 진행
 중소기업 담당 주요 매체와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 및 맞
춤형 기획, 파업관련 위기관리 진행

전세계 악기음향전문기업 1위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소비자들과 악기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이미지 증대

정통 PR과 마케팅으로 연결 소비자 구매 및 판매증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친근하고 액티브한 이미지 구축

▲ 월간지 촬영 기획 및 진행 25



Success Case

• 기업: 타미카퍼코리아
• 기간: 2016.9 ~ 2017.3
• PR 활동: 타미카퍼 코리아 PR 및 프로모션 기획 등

 브랜드 인지도 및 미디어 커버리지 확산을 위한 Building
 양질의 미디어 미팅 / 논의를 통한 단신 / 기획기사 진행
 타깃 소비자 / 제품과 연계된 다양한 이슈와 맞물린 앵글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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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산토리위스키
• 기간: 2014~2015
• PR활동:  산토리 위스키 제품 PR 진행

① 제품 런칭, 사진행사, 프로모션 및 PR 진행
② 주요 매체와의 미디어 릴레이션십을 통한 PR
③ 효과적인 산토리위스키 노출
④ 메이저 미디어와 월간지 노출

아시아 No.1 위스키 브랜드 인지도 홍보
소비자와 바텐더 등에게 브랜드 관련 홍보 진행

다양한 기획과 미디어 릴레이션십 통한 기획홍보 및 소비자 인지 증대와
커버리지 확대



• 기업: 바카디코리아
• 기간: 2011~2013
• PR 활동: 바카디코리아 제품 전반 홍보 진행

 제품 출시, 트렌드에 맞춤형 PR 진행
 보드카, 럼, 테킬라 등 화이트스피릿 주류의 한국시장 성공
적 안착위한 MPR 전개
 일간, 월간지 등과 다양한 기획기사 개발 및 마케팅 진행

국내 화이트스피릿 시장 선도는 물론이고 칵테일 주류 문화를
선도해 가는 브랜드로 포지셔닝 PR

▲ 기획기사 ▲ 인터뷰기사 ▲ 트렌드기사

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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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에드링턴 코리아
• 기간: 2012~현재
• PR 활동: 브루갈, 스카이보드카, 레미마틴, 스노우레퍼드
등 PR 진행

 제품 출시, 런칭 포토행사 및 프로모션 진행
 월간, 일간지, 온라인 등에 관련 제품 PR 및 코웍진행
 브랜드의 한국시장 정착을 위해 브랜드 인지도 증대

에드링턴 코리아의 화이트 스피릿과 코냑 카테고리에서
국내에 미비했던 브랜드 홍보 진행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 증진과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화

▲ 런칭 포토행사▲ 기획 및 인터뷰

▲ 매거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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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칵테일위크
• 기간: 2014
• PR 활동: 국내 첫 칵테일행사 관련 인터뷰 및 기획

 행사 전 중 후로 나뉘어서 칵테일위크 PR 진행
 미디어 초대 및 관련 지면 인터뷰와 촬영 진행
 국내 첫 행사에 대한 미디어와 소비자 관심도 증대

국내에서 첫 개최된 칵테일 위크 관련
초청된 VIP를 활용한 PR과 미디어를 초청해
행사장에서 현장감 있는 인터뷰 및 촬영 진행

▲ 매거진 30▲ 기획 및 인터뷰

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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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니혼슈코리아
• 기간: 2015.4~ 2017.9
• PR 활동: 니혼슈코리아 제품 및 기업 전반 홍보와
마케팅 진행

 제품 출시 및 사케 트렌드 관련 기획 기사 진행
 맞춤형 프로모션 제안(팩사케 품평회, 외식업체 할라고
와 공동 이벤트 등)
 공식 페이스북 활성화 위한 이벤트 진행

국내 프리미엄 사케 시장 1위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
소비자는 물론 업계 관계자(유통, 소매)에게

시장 선도기업으로 자리잡음
정통 PR은 물론 마케팅으로 연결해 On(유흥), Off(가정) 

시장을 아우르는 소비자 증대

▲ 페이스북 이벤트▲ 일간지 칼럼 게재 ▲ 매거진 인터뷰 기사

▲ 사케 트렌드 관련 기획 기사



• 기업: 파파존스피자
• 기간: 2008-2010
• PR 활동: 파파존스피자 PR

 제품 출시, CSR, MPR 제안 및 공동프로모션 진행
 인터뷰 및 PI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증대
 메뉴 개발과 트렌드 활용한 PR활동 전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결을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
다양한 메뉴와 맛을 바탕으로 한 메뉴 소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메뉴와 이슈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 포토기사

▲ 기획기사 ▲ PI 기획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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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매체 노출량 >

• 기업: 경방 타임스퀘어
• 기간: 2008~2013
• PR 활동: 타임스퀘어 전반 및 입점 테넌트 홍보 진행

 국내 최고의 복합쇼핑몰, 몰링 트렌드 주도 이미지 강화
 新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다양한 홍보 아이템 발굴, 기획
 내부 홍보 시스템 재편 및 홍보 관여층 확대를 통한 컨텐츠 개발 강화
 주요 매체와 우호적 관계 유지 및 이슈 형성

국내 최초의 복합쇼핑몰로써 성공적 포지션 구축
소비∙유통 트렌드 이슈를 주도

서울 서남부 지역의 랜드마크로써 부각
오픈 2주년,  복합쇼핑몰 업계 선도기업 Identity 구축

▲ 조선일보, 중앙일보 포토 기사▲ 조선일보 CEO 인터뷰&칼럼 ▲ 기타 일간지 기획기사▲조선일보, 한국경제 기사

주요 5대 매체 기사 노출 총합 (2013.01~2013.12)

<주요 매체 노출량 >

33

Success Case



34

Success Case

• 기업: (사)전국한우협회
• 기간: 2009~2010
• PR 활동: 한우 소비활성화를 위한 기업 공동캠페인

 삼성 라이온즈, 기아 타이거즈 및 대한항공 LG CNS 등
지역 연고 야구단, 기업 및 단체 연계 MPR 진행

 신세계 백화점, 경방 타임스퀘어 등과 한우 쿠킹클래스
Co-Marketing Promotion 활동 활발

Sports Marketing, Co-Marketing 등 PR 활동의 범위 확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우의 이미지 제고 및 직접적 소비 활성화 유도

▲ 야구장 한우 시식행사 및 쿠킹클래스 포토콜

▲ 한우 사랑 캠페인 현장 행사

▲ 한우데이 단신 기사 노출 ▲ 한우사랑 캠페인 방송 노출



• 기업: Perrier
• 기간: 2011
• PR 활동: Perrier Mixology Master class in Seoul 홍보

 국내서 첫 진행되는 페리에 믹솔로지 마스터 클래스 PR
 믹솔로지스트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미디어 및 일반인 대상 브
랜드 & 제품 관심 증대
 월간지 기획 피칭 및 일간지 인터뷰 진행 행사 PR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페리에의 국제적인 믹솔로지 마스터
클래스를 일반인과 바텐더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페리에의 대표 믹솔로지스트를 활용한 인터뷰를 통해
커버리지 및 페리에 인지도 확대 기여

▲ 기획기사
▲ 인터뷰 기사

▲ 미디어런칭행사

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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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맥콜
• 기간: 2012
• PR 활동: 맥콜 출시 30주년 기념 홍보

 맥콜 출시 30년과 판매량을 활용한 사진행사 진행
 제품 판매와 소비자들에게 인지도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사진행사 뿐 아니라 30년 동안의 판매량 활용 기획도 동시 진행

국민 음료로 알려졌던 맥콜의 긴 잠을 깨고 새롭게 소비자
마케팅 행사 진행. 출시 30년 판매량 50억병 판매를 통한

국민 보리탄산 음료로 포지셔닝

▲ 기획기사
▲ 사진행사 기사

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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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재규어 랜드로버
• 기간: 2013
• PR 활동: 재규어 랜드로버 기업 홍보 및 CSR&위기
관리

 재규어 랜드로버 MPR & CSR & 위기관리 진행
 2013 모터쇼 재규어&랜드로버 PR
 재규어 트랙데이, 랜드로버 런칭PR

재규어 랜드로버 신차 PR 및 위기관리 통한 미디어관리
미디어 대상 프로모션 기획, PI 진행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통한 판매량 증대
브랜드에 맞는 MPR 및 미디어 타이업 프로그램 진행

▲ 출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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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미쓰비시 자동차
• 기간: 2012
• PR 활동: 미쓰비시 국내 출시 및 위기관리

 CXC의 미쓰비시 국내런칭 PR & 위기관리 진행
 대한항공과 관련 된 이슈매니지먼트 진행
 런칭 출시행사 및 기자간담회 진행

미쓰비시 브랜드에 대한 반일 감정에 대해 이슈관리
한국에 재출시한 브랜드로서의 약점 보완한 PR 진행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다양한 CXC 기업의

관련 서비스 PR

▲ 기획기사
▲ 출시 기사 38



• 기업: 삼무(3無)물티슈
• 기간: 2013 - 2015
• PR 활동: 삼무물티슈 및 아이에이커머스 기업홍보

 치열한 물티슈 경쟁에서 차별화 된 이미지로 포지셔닝
 최근 아이파크백화점과 함께 고객행사도 기획 진행
 사진행사 뿐 아니라 방송 및 기획과 인터뷰 통한 다각적인 PR 진
행

중소기업인 삼무물티슈의 기업 및 제품 홍보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 및 몸에 해롭지 않은 제품으로 포지셔닝

▲ 기사 결과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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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구로예스병원
• 기간: 2012~2016.09
• PR 활동: 예스병원 홍보

 척추관절 및 난치성 통증 치료 전문병원으로 포지셔닝
 TV, 신문, 온라인을 기반으로 질환이슈를 활용한 병원 PR
 질환 및 병원내부활동 활용한 PR(방송출연 및 브랜드 대상 등)

척추관절 및 난치성통증 전문병원으로서의 입지를
살리기 위해 질환의 시기적 이슈를 활용한 병원 포지셔닝

기획 및 방송을 통한 인지도 및 신뢰도 증대

▲ 기획기사
▲ 방송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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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민병원
• 기간: 2014. 2 ~ 2015.12
• PR 활동: 민병원 홍보

 보건복지부지정 외과전문 병원으로의 포지셔닝
 TV, 신문, 온라인 기반 질환 이슈 활용한 병원 PR
 전문병원으로서의 전문성 및 특화 질환 강조 (기획기사)

보건복지부지정 외과전문병원으로서의 전문성 강조 위해
질환 관련 시기적 이슈를 활용해 병원 홍보 진행

기획 및 방송 노출로 병원 인지도 증대 및 신뢰도 강화

▲ 기획기사
▲ 방송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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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튼튼병원
• 기간: 2011.5 ~ 2012.12
• PR 활동: 튼튼병원 홍보

 척추관절 첨단 튼튼병원의 지점오픈 및 질환관련 TV, 신문, 온라
인 PR
 질환 및 병원내부활동 활용한 PR(방송출연)
 MPR 및 위기관리 진행

네트워크 척추관절 병원으로서의 위기관리 집중 PR
질환 및 병원이슈 활용해 병원관련 MPR 및 CSR 진행

▲ 기획기사
▲ 방송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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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천모두병원
• 기간: 2013.2 ~ 2014.6
• PR 활동: 인천모두병원 홍보

 관절척추 인천모두병원 PR
 질환 및 병원내부활동 활용한 PR(방송출연)
 유가 방송 및 공중파 뉴스 출연진행

지역병원의 한계를 넘는것과 동시에
인천지역의 관절척추 분야에서 가장 인지도 높고

영향력 있는 병원으로 포지셔닝

▲ 기획기사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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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용인분당예스병원
• 기간: 2014 ~ 2016.01
• PR 활동: 용인분당예스병원 홍보

 척추 관절 통증 내과 병원으로 포지셔닝
 TV, 신문, 온라인을 기반으로 질환 이슈 활용해 병원 PR
 질환 및 병원내부활동 활용 PR (방송출연, 지역지 등)

척추 관절 병원으로서 입지 강화 위해
질환 관련 시기적 이슈 및 병원 내부활동 활용 PR

신문 및 방송, 지역지 적극 활용해 인지도 및 신뢰도 증대

▲ 기획기사
▲ 방송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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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동탄시티병원
• 기간: 2015.2 ~ 2017.10
• PR 활동: 동탄시티병원 홍보

 동탄 및 수원지역 척추 관절 통증 최상의 병원으로 포지셔닝
 TV, 신문, 온라인을 기반으로 질환 이슈 활용해 병원 PR
 질환 및 트렌디한 기획 활용 PR (방송출연, 지역지 등)

척추 관절 병원으로서 입지 강화 위해
질환 관련 시기적 이슈 및 트렌드 활용 PR

신문 및 방송 활용해 인지도 및 병원방문 증대

▲ 기획기사
▲ 방송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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