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Tell Your Story To the World
- PR Newswire

Media Intelligence To Power Your Story
- 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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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Newswire Overview
-

주요 서비스
미디어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결과보고서
타사 서비스 비교
전세계 미디어 모니터링
보도자료 릴리즈 사례

Multi Media Communications
-

Multi Media News Release
Land Mark Photo & Video
광고 (미주공항, 기내, TV/ 인터넷)

* Appendix
Global Media Coverage
- APAC소개
- 중국, 일본 등 아태지역,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PR Newswire / CISION Overview
PR Newswire / CISION 주요 서비스

전세계
뉴스 전송
Global PR

Multi-Vu
Out Door Ads
멀티미디어
Social Media

PR 클라우드 플랫폼 C3
- 미디어 모니터링
- 인플루언서

왜 PR Newswire 인가?
High Efficiency

Credibility

고효율과
가성비

고객/ 언론사
신뢰

High Coverage &
Visibility

Presence in
Korea (한국지사)

넓은 커버리지
높은 노출도

PR Newswire Korea

글로벌 미디어 네트워크

No.1

170/40

300,000+

설립 63주년 이래로
전세계에서 가장 넓은
뉴스보도 네트워크를
보유해 온 미디어기업

170여개의 국가와
지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40여개
현지어로 뉴스 전송

전세계
300,000+ 미디어와
520,000+ 기자

No.1
전세계 30,000+ 고객,
Fortune 500 개 기업 중
60% 고객

전 세계 Marketers, Public Relations, and Investor Relations professionals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완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계 3위 뉴스 에이전시 PRNewswire.com
(2016년 트래픽 기준, 공영/민영 전체)

Sourced by)
4imn.com web ranking.
The current ranking is based
upon an algorithm including four
unbiased and independent web
metrics extracted from three
different search engines:
•Google Page Rank
•Alexa Traffic Rank
•Majestic Seo Referring Subnets
•Majestic Seo Trust Flow

멀티 채널 디스트리뷰션
PRN 제휴 파트너
전통 매체
▪ 300,000+ 미디어 포인트
▪ 전세계 최대 보도자료 뉴스
사이트인 prnewswire.com에
게재

웹 커버리지
▪ 10,000 개 이상의 웹
사이트, 포털 및
데이터베이스
▪ 검색 최적화

모바일/소셜 미디어
▪ 전 세계적으로 180 개 이상의
모바일 파트너십
• APAC에서 3백만 이상의
소셜미디어 가입자 및 팔로어
• 40개 분야의 트위터와 연계

뉴스 에이전시
•

국내 연합뉴스, 일본의
교도통신, AP, AFP, Infoquest
등 전 세계 각 국가별 대표
뉴스 에이전시와 파트너십

뉴스와이어 커뮤니케이션 목표
MultiVu 소개 영상

PR Newswire 소개 영상

브랜드
인지도 향상
유명 매체
게재 기사
크로스
미디어

투자자
관계 증대

잠재적
파트너
리셀러 컨택

커뮤니케이션
목표 달성

상품
서비스의
매출 증대
기여

검색엔진
기사 노출
(SEO)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참여 확대

CISION 소개 영상 C3

SEO를 위한 최선의 방법 – 구글 , 바이두 등

구글, 바이두, 야후 등
주요 검색 엔진에 노출

PR Newswire Major Clients (해외)

2018/3/12

PR Newswire Major Clients (국내/수출)

PR Newswire Major Clients (국내 관광/기타)

결과 보고서 Visibility Report

보도자료가 게재된
미디어 숫자 총합,
뉴스 잠재
독자 총합

멀티미디어
비디오 /이미지
게재 현황

게재된
미디어 해당
링크/미디어별
노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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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bility Report – prnewswire.com 트래픽

전세계 52만명 등록 기자의
해당 보도자료 열람 현황

타 글로벌 뉴스와이어와의 비교
글로벌 뉴스와이어 비교 / PR Newswire와 BW, PRWEB

마켓 점유율 비교

Source: Burton-Taylor International Consulting

타 글로벌 뉴스와이어와의 비교

PR NEWSWIRE.COM Organic Search

Referred Traffic (Feb 2016-Feb 2017)

전세계 10,000 개 이상 주요 포털 사이트와
월 평균 2백2십만명의 방문자가 찾는 최대
보도자료 포털 www.prnewswire.com 을 통해
구글 Organic Search 트래픽 1위

PR NEWSWIRE.COM

Approximate Unique Visitors (April 2016 – Feb 2017)
K

**Organic Search(자연 유입 검색)는 기사, 블로그, 웹페이지, 그림, 동영상 등
노출을 전제로 해당 채널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검색
자동완성검색어, 연관검색어, 쇼핑검색어, 실시간 검색어가 이에 해당

k

k

k

타 글로벌 뉴스와이어와의 비교
2016 SURVEY 1,545 MEDIA/JOURNALISTS

Based on a 2016 PR Newswire survey of 1,545 media/journalists representing traditional media, the Associated Press & bloggers.

C3 (Cision Communications Cloud)

기업 PR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를 위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미디어 모니터링과 전세계 160만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커넥트

- 기사의 긍정/부정 요소 , 미디어의 영향력, 방문자수,

페이지뷰 등의 요인을 고려해 기사를 금액으로 측정

Find the right INFLUENCERS
 인플루언서, 파워 블로거 등의 미디어 프로필 검색 및 성향 분석

 온라인 인플루언서와의 상호 교류
 실시간 피칭 기회 발견

World wide Media Monitoring
 전세계 4만개 이상의 뉴스 웹사이트,

 30만개 이상의 블로그. 트위터, 유투브 등 5천 만개 소셜미디어
 1만 6천개 인쇄매체, 7천개 신문, 6천여 잡지 및 전문지
 210개의 TV 방송국, 60개 주요 라디오, 비디오, 오디오 클립
 관심/민감 키워드에 대한 여론 동향 실시간 분석
 동종산업 경쟁기업/기관 동향 분석

미디어 분석 보고서
 기사/콘텐츠의 시장 가치 (Publicity Value) 측정 데이터 제공
 지역별 미디어 분석 시스템, 미디어 랭킹 데이터 제공
 부정적 기사 등 영향력 있는 기사에 대한 수치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연계 통합 분석

기업기관 해외홍보 사례
수출 /해외진출 기업
로고스바이오 – 캐나다
(2017년 4월)
LG 이노텍 – 프랑스
(2017년 6월)

KT – 미국
(2017년 9월)

SK하이닉스– 미국
(2017년 4월)

LG 디스플레이 – 영국, 프랑스, 독일
(2017년 10월)

삼성전자 – 미국, 프랑스, 독일
(2017년 3월)

코캄 – 독일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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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 미국
(2017년 10월)

수출 /해외진출 기업

정보통신진흥협회-네덜란드
(2017년 5월)
Redtable-중국, 동남아
(2017년 7, 9월)

넷마블 – 동남아 6개국
(2017년 6월)
스마일게이트 – 미국
(2017년 10월)

한컴-대만
(2017년 10월)
다산네트웍스 –중동
(2017년 5월)

본투 글로벌-러시아
(2017년 5월)

전시회/이벤트
서울대병원 (2017년 5월) 중동
TL성형외과 (2017년 8월)
인도네시아

AT센터 (2017년 9월) 홍콩

프라우드 클리닉 – 미국
(2017년 6월)

한국전력( KEPCO) – 독일
(2017년 4월)

EXPO Solar- 말레이시아, 태국
(2017년 5월)

K뷰티 인터참 엑스포 - 미국
(2017년 10월)

기타 / 관광산업

서울시 서울로– 미국, 중국, 일본
(2017년 5월)

마리오아울렛 – 미국 , 동남아
(2017년 9월)

그랜드 하얏트 서울 – 미국, 아시아
(2017년 10월)

제주신화월드-미국
(2017년 4월)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드–
미국, 전세계 (2017년 11월)
완도해조류박람회- 미국 , 일본
(2017년 4월)

멀티미디어 보도자료 (MNR)

기아자동차 슈퍼볼 뉴스 릴리즈 Success Case

LG전자 Twin 세탁기 뉴스 릴리즈 Success Case

뉴스전송날짜: 2017년 2월 / 전송지역: 미국, 유럽

뉴스전송날짜: 2015년 11월 / 전송지역: 미국 및 전세계

* 상단의 이미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이퍼링크 열기”를 클릭하면
랜딩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멀티미디어 보도자료(MNR)

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Success Case
뉴스전송날짜: 2017년 10월 / 전송지역: 전세계 (World General Media)

* 상단의 이미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이퍼링크 열기”를 클릭하면
랜딩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서울로 7017 (서울시) Success Case
뉴스전송날짜: 2017년 10월 / 전송지역: 전세계 (World General Media)

멀티미디어 보도자료(MNR)

AAA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드) Success Case
뉴스전송날짜: 2017년 11월 / 전송지역: 아시아, 미국, 유럽

* 상단의 이미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이퍼링크 열기”를 클릭하면
랜딩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IGC) Success Case
뉴스전송날짜: 2017년 6월 / 전송지역: 전세계 (World General Media)

Multimedia Communications
- MNR, Outdoor Ads, Cross Media,SNS

멀티미디어 보도자료 릴리즈(MNR) 구성
https://www.multivu.com/

Success Case: LG전자 이태리 밀라노 디자인 위크
지역 : US MNR 총 29개국가 미국, 유럽 연합(27개국가), 이탈리아
( 테크,라이프스타일 미디어로 뉴스 배포)
전송언어 : 총 5개 언어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
•
•
•

3/12/2018

게재 미디어: 320 곳
잠재 오디언스: 1억 2천만명 이상
Youtube, Vimeo, Daily Motion 3백만 조회
미국 Reuters 사인보드에 사진 전송(옥외 광고)

“비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의
타겟 고객들과 직접 연계했을 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
맞는 언어로 배포 되어서 다양한 언론과 미디어의
참여를 확장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홍보
방안이었습니다.”
-LG그룹

멀티미디어 보도자료 전송의 강점
Benefits of MNR
1. Maximum Media Outreach 뷰 증대
일반 보도자료 비교시 2.8 배 (구글 등 포털 뷰 증대)
사진 / 비디오영상 / 첨부파일 함께 삽입
(일반적인 텍스트 only 보도자료 대비:최대 10배 뷰어 발생)

2. Better Pickup Rate 커버리지 증가

작품성, 쉬운 이해+재미+스토리로 파워 업

3. Social Media Better Engagement 기자/독자 참여도 증대

비디오, 사진, 위젯, 파일 링크 다운로드(Twitter/Facebook/ Weibo )

4. Measure Effectiveness
분석효과 증대, More assets = Even more views
Assets을 추가할 수록 더욱 많은 구독자가 발생, 결과 분석
5. 랜딩페이지 형태로 지속적으로 존재 (Multivu-PRN 서버)
- 히스토리로 실적으로 포트폴리오로, 뷰, 좋아요 지속적 증대

* US MNR Bonus
Reuters (NYC Times Square) Showcases
PRN 트위터 연계에 활용

Temple Stay MNR – CNN, ABC

PR Newswire Twitter
 PRN 다양한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하여 일반 트위터 이용자 공유

 각 트위터 컨텐츠에 태그를 달아 검색결과 최대화 (전세계 3,000+ 팔로워 보유)
 트윗 된 결과는 리포트(VR)에서 확인 가능

멀티미디어 보도자료(MNR) 사례 (해외)

파리시안 마카오 뉴스 릴리즈 Success Case
뉴스전송날짜: 2016년 9월 / 전송지역: 중국 및 전세계

* 상단의 이미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이퍼링크 열기”를 클릭하면
랜딩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마리나 베이샌즈 뉴스 릴리즈 Success Case
뉴스전송날짜: 2015년 3월 / 전송지역: 전세계

Land Mark Photo & Video

New York Times Square
▪ Reuters

▪ 기업 사례 (아모레퍼시픽 등)
▪ NASDAQ

▪ FOX

FOX

✓ 전세계 브랜드 노출 효과가 가장 뛰어난 장소 중 하나


고객의 비디오나 광고사진이 ‘매일’ 150만명 이상의 뉴욕 행인들에게 노출

Reuters

Nas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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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 크로스미디어
- Guangzhou Automobile Group Motor

Multimedia

News release
Times Square
Ads

Interview

Social media
Page view of PR

News releases

language

Coverage
countries

links

audiences

Newswire for the
releases clients
send

40

Billion

82,302

4

5,239

7

0.14

Success Case - 크로스미디어
- Guangzhou Automobile Group Motor Ads in New York Times Square
혼합광고 (Outdoor 광고 + 라이브 + 인터뷰) - 자국내 언론 홍보 및 모바일, Outdoor 광고

*광저우 자동차 : 중국 내수용 자동차 기업

포토(비디오) 전송 : 전세계 주요 랜드마크
Billboard Display Around Eiffel Tower, 프랑스



Zone 15, Paris France



파리 랜드마크 근처로 매일 17만 5천명의 행인 및 관광객에게 노출

Shimbashi Station, 일본 긴자



동경 Central Business District



하루 24만명에게 노출

Sao Paulo International Airport, 브라질
Shibuya, 일본 도쿄



동경 Central Business District



연간 1200만 명이 통행하는 공항 홀



하루 30만명에게 노출



2016년 브라질 올림픽 개최 시 광고 효과 최대치 기록

포토(비디오) 전송 : 미국 타임스퀘어
✓

톰슨로이터 - 전세계 최고 스팟 -150만명 이상의 뉴욕 행인들에게 노출 (크로스미디어에 활용)

▪ 한류 스타 (송중기, 김종국, 엑소, 소녀시대 등) 및 KT, 블록체인 기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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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미디어 - 트위터 / 페이스북
▪ 랜드 마크 광고를 언론홍보/SNS를 통해 국내외 마케팅에 활용

광고 - 미국 주요 공항 / 기내 / TV /인터넷

• 미국 48개 주요 공항 커버 - 뉴욕, 보스턴, LA,
샌프란시스코 등에 있는 2,000 개 이상의 스크린에 전송
• 일 200만명의 유동인구에게 30초 영상이 70회 노출

• 가장 큰 위성 TV 공급자를 통해 주요 TV 채널을 커버 : DIRECTV
• 뉴스와 정보 채널 패키지 : CNN, CNBC, MSNBC, FOX 뉴스, 헤드
라인 뉴스, 날씨 채널
• 30초 영상 , 뉴스 클립 생성 가능

항공사
•
Alaska Airlines
•
Jet Blue Airways
•
United Airlines
•
Delta Airlines
•
Frontier Airlines
•
Virgin Airlines
•
American Airlines
•
Emirates (중동)
•
Qatar airlines (중동)
• 인터넷 광고는 웹 사이트나 방문 페이지로 트래픽 결과
확인 가능
• 특정 지역에서의 타겟 고객에 도달하기 위해 직접
YouTube 동영상 업로드

* Case Studies: Lushan Tourism

해외 홍보 분야 - 미디어

보도자료 전송 프로세스

Client Case Studies
2017
XCMG
VISA
NSW

(중국 쑤저우 중장비 기계 제조업체)

• 연간 30개의 뉴스 배포：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5대양 6대주)
• 4 번의 MNR 배포를 통해 토탈 6만 뷰 이상 발생
• 1,100개 이상의 미디어 픽업 발생
• PRN 에서의 6만 뷰 이상 발생
• 7천만명 이상의 잠재 구독자 발생

2017년 기준 전년대비,
- 147%의 보도자료 픽업 증가
- 199%의 XCMG mention 증가
- 112% Positive(긍정적) 기사 증가

• Content Themes (다양한 기사 컨텐츠):
•
•
•
•
•

Product Information(제품정보): 45%
Corporate Developments(기업관련): 40%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46%
Industry hot topics(산업동향): 60%
Strategic developments(전략제휴): 46%

(중국 쑤저우 중장비 기계 제조업체)

Newspaper Pickup

- 뉴욕타임스 지면 기사 게재

Web Pickup

- WSJ, Yahoo Finance 등 게재

Trade media Pickup

- 관련 주요 산업 미디어 게재

3 MNRs

• 연간 52개의 뉴스 배포：인도, 미국, APAC 전체 국가(중화권,
일본, 한국,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전 국가)
• 3 번의 MNR 배포를 통해 토탈 5만 뷰 이상 발생
• 1,500개 이상의 미디어 픽업 발생
• PRN 에서의 8만 뷰 이상 발생
• 1억명 이상의 잠재 구독자 발생

VISA 카드 Success Case
뉴스전송날짜: 2017년 7월 1회, 5월 2회 / 전송지역: 아시아 전국가, 미국
* 상단의 이미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이퍼링크 열기”를 클릭하면
랜딩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ditorial Pickup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관광공사) • 연간 10회의 뉴스 배포：유럽, 미국, APAC 전체 국가(중화권,

4 MNRs

•
•
•
•
•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전 국가)
4 번의 MNR 배포를 통해 토탈 5만 뷰 이상 발생
1,600개 이상의 미디어 픽업 발생
PRN 에서의 8만 뷰 이상 발생
1억명 이상의 잠재 구독자 발생
뉴욕 타임스퀘어 5회 사진 디스플레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관광공사 Success Case
뉴스전송날짜: 2016-17년 총 4회 / 전송지역: 아시아 전국가, 미국
* 상단의 이미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이퍼링크 열기”를 클릭하면
랜딩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관광공사)

Online & Editorial Pickup

Asia Pacific

International

▪ 중국 본토

▪ 미국 및 CAN

▪ 홍콩 및 마카오

▪ 유럽

▪ 대만

▪ 라틴 아메리카

▪ 싱가포르

▪ 중동, 아프리카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일본
▪ 대한민국
▪ 호주 및 뉴질랜드
▪ 태국
▪ 필리핀
▪ 기타

Appendix
Global Media Coverage

APAC 소개

LOCAL AUDIENCES

25 개 국가 /지역
10개 언어
MULTIMEDIA

OUR HISTORY IN APAC

MEDIA

Ian Chan

19,000+ 언론매체
73,000+ 명의
언론인, 편집자

• 아시아지역 커버리지는
2002 년부터 구축되어,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
한국, 파키스탄, 국영
뉴스통신사(National News
Agency)와 독점 제휴 되어
있습니다.

127 Queens Road
Hong Kong
ian@gmail.com
Wan Chai

AT&
T

• 아태지역에서는
에디토리얼팀(보도자료
편집팀), 미디어팀(Media
Relations and Audience)
등 총 220여명의 직원들이
연중 무휴 24 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100,000+ 명의
소셜미디어
MOBILE & SOCIAL
팔로워와
모바일 가입자 보유
AT&T

ONLINE CHANNELS

8,200+ 개의
웹사이트, 데이터
베이스, 온라인
서비스

중국 본토 제휴 미디어 네트워크산업 카테고리
비즈니스 /
CSR

20,700+
10,000+
미디어 포인트

50+
MOBILE PARTNERS

저널리스트

온라인 서비스 및
데이터베이스

자동차
파트너

건강 관리/
제약 /의료

금융 / 투자

온라인 게임

부동산

소매

관광 여행

기계/ 조작

건축물/

푸드

편집자 & 에디터
• 1500 개 이상의 일반 미디어

구성/ 가정

• 2500+ 인쇄 매체
• 100 개 이상의 외국 언론
• (300) + 재무 언론 및 금융
단말기
2천3백만명의 모바일 가입자
데이터베이스와 등 소후,시나,
텐센트, iFeng, 바이두 포함

인터넷

웹포털을 비롯해 현지 뉴스
사이트파이낸셜 터미널,
including Wind （万得信息）

에너지 / 전력 /

교육

채광
컴퓨터

광고 / 마케팅
/ 출판

화학

인적 자원

전시회/ 회의

환경

예술

법률

농업

엔터테인먼

스포츠

소프트웨어

컴퓨터

300+

통신
웹 미디어

하드웨어
반도체 /
전자 제품

트

Bloomberg, XueQiu （雪球）,
Dow Jones .

가전

* 참고 : 여기에 나열된 모든 웹 포털이나
미디어가 직접 피드 파트너가 아닙니다.
모바일 앱 파트너

전자 상거래

물류 / 교통

패션

항공 / 비행

육아

정부 뉴스 /
비영리 단체
일반 뉴스

APAC Ex-China 제휴 미디어 네트워크 수
2016년 3월 21일 기준 : 호주 (20), 홍콩 (117), 인도네시아 (43), 말레이시아 (40), 싱가포르 (27) 대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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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43

인도네…

25

필리핀

40

말레이…

27

싱가포르

117

홍콩

28

대만

20

호주

6

아시아

2

뉴질랜드

1

베트남

7

한국

26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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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제휴 미디어 네트워크

1,600+
1,000+
미디어 포인트

230+
웹 사이트

저널리스트

제휴 웹 미디어 파트너 +28

• 대만 28개의 주요
미디어와 제휴
• 미디어 제휴 확장
예정

• 100+ 비즈니스 미디어

• 150+ 금융 및 투자 미디어
• 170+ 여행 및 관광 미디어

웹 포털,
지역 뉴스 사이트
재정상의 터미널

** 참고 : 여기에 나열된 모든 웹 포털이나
미디어가 직접 피드 파트너가 아닙니다.

미디어에 게재된 기사 예

• 주요 파트너 미디어 :
Yahoo Taiwan, UDN
(United News), HiNet
• 산업별 웹(eg:Nice
game (gaming),
Traent (travel),
Fashiontrend
(fashion) 등 대만 웹
사이트 대부분
아시아에 배포된 모든
뉴스를 수신

싱가포르 제휴 미디어 네트워크
동남아시아 미디어 중심지

1,500+

저널리스트

500+

• 140+ 비즈니스 미디어

미디어 포인트

• 100+ 여행 & 관광 미디어

100+
웹 사이트

• 120+ FINANCE & INVESTMENT 미디어

웹포털을 비롯해
현지 뉴스사이트
파이낸셜 터미널

*참고 : 나열된 모든 웹 포털이나
미디어가 직접 피드 파트너가
아닙니다.

미디어에 게재된 기사 예

제휴 웹 미디어 파트너 27+

• Audience 영문
미디어 구독
• 가장 영향력 있는
Singapore Press
Group 발행 미디어:
local Straits Times &
Business Times
• 최대 미디어이자 TV
방송국 MediaCorp
소속 기자들
PRNewswire
보도자료 수신
• 주요 검색 엔진 Google
• Facebook, Linkin,
Twitter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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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및 마카오 제휴 미디어 네트워크

2,200+
900+
미디어 포인트

250+
웹 사이트

제휴 웹미디어 +117
저널리스트
• 120+ 비즈니스 미디어

금융 : Finet, Quamnet, Infocast, Morningstar Asia, DB Power, Yahoo Finance.
통합 : SCMP’s Education Post, Sing Tao’s A-Performers, ET Net, Asia Pacific
Daily’s Lifestyle Channel (EN), etc.

• 130+ FINANCE & INVESTMENT 미디어
• 150+ 여행 & 관광 미디어
• 60+ 부동산 미디어
• 기타 산업분야 미디어 지속적 확대
웹포털을 비롯해
현지 뉴스 사이트
파이낸셜 터미널

*참고 : 나열된 모든 웹 포털이나
미디어가 직접 피드 파트너가
아닙니다.

Hong Kong

Macau
Macau

말레이시아 제휴 미디어 네트워크

1,300+
400+
미디어 포인트

40+
웹 사이트

저널리스트

제휴 웹미디어 40+

미국 발행 콘텐츠 통합 RSS,
위젯으로 실시간 콘텐츠 생산

• 120+ 비즈니스 미디어
• 120+ FINANCE & INVESTMENT 미디어
• 180+ 여행 & 관광 미디어

웹포털을 비롯해
현지 뉴스 사이트
파이낸셜 터미널

미디어에 게재된 기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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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제휴 미디어 네트워크

1,600+
750+
미디어 포인트

40+
웹 사이트

저널리스트

제휴 웹미디어 43+

• Fajar, Waspada,
President Post 등
27개의 주요 뉴스 웹과
제휴
• SWA, Warta Ekonomi,
Mix- Major financial
partners 등 주요
비즈니스 웹과 제휴

• 250+ 경제지 미디어
• 170+ HIGH TECHNOLOGY
MEDIA
• 150+ 여행 & LEISURE MEDIA

• 자카르타를 비롯 주요
8개 도시와 콘텐츠
제휴(지속적 확대 예정)

웹포털을 비롯해
현지 뉴스 사이트
파이낸셜 터미널

• Jakarta Post, Jakarta
Globe, and Rakyat
Merdeka,등 로컬
미디어와 협력

*참고 : 나열된 모든 웹 포털이나
미디어가 직접 피드 파트너가
아닙니다.

미디어에 게재된 기사 예

인도네시아
현지어

일본 제휴 미디어 네트워크

3,300+
500+
미디어 포인트

저널리스트

공식 뉴스통신사 Kyodo News와 독점 제휴
• 130+ 경제지 미디어
• 100+ HIGH TECHNOLOGY
MEDIA
• 60+ ENERGY

60+
웹 사이트

현지 제휴 웹 미디어 파트너

웹포털을 비롯해
현지 뉴스 사이트
파이낸셜 터미널
*참고 : 나열된 모든 웹 포털이나
미디어가 직접 피드 파트너가
아닙니다.

미디어에 게재된 기사 예

대한민국 제휴 미디어 네트워크

3,300+
900+
미디어 포인트

웹 사이트

연합 뉴스와의 독점적인 파트너십에 의해
지원됩니다.

• 220+ 경제지 미디어
• 200+ HIGH TECNOLOGY
MEDIA

• 140+ SPORT MEDIA

90+

현지 제휴 웹 미디어 파트너

저널리스트

웹포털을 비롯해
현지 뉴스 사이트
파이낸셜 터미널
*참고 : 나열된 모든 웹 포털이나
미디어가 직접 피드 파트너가
아닙니다.

미디어에 게재된 기사 예

최대 보장 Naver, Daum 및 Nate에서 픽업 보장

#1 domain site
94.3% reach
30+ million MUV
MUV – Monthly Unique Visitor

#2 domain site
78.1% reach
25+ million MUV

#10 domain site
26.8 % reach
8+ million MUV

Source: KoreanClick.com May 2015 stats

호주 뉴질랜드 제휴 미디어 네트워크

24,500+
1,800+
미디어 포인트

40+
웹 사이트

현지 제휴 웹 미디어 파트너

저널리스트

미국 발행 콘텐츠 통합 RSS,
위젯으로 실시간 콘텐츠 생산

AAP (Australia Associated Press) 와 보도 자료
배포 서비스인 Media Net 에서 지원합니다.
AAP는 호주의 공식 통신사입니다.

• 180+ 일반 미디어 언론
• 300+ 일반 미디어 언론
• 150+ HIGH TECHNOLOGY
MEDIA
웹포털을 비롯해
현지 뉴스 사이트
파이낸셜 터미널
*참고 : 나열된 모든 웹 포털이나
미디어가 직접 피드 파트너가
아닙니다.

미디어에 게재된 기사 예

Australia
Australia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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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제휴 미디어 네트워크

2,400+
700+
미디어 포인트

60+
웹 사이트

저널리스트

• 250+ 일반 미디어 언론
• 170+ 경제지 미디어
• 150+ 여행 & LEISURE MEDIA

현지 제휴 웹 미디어 파트너
태국의 최대 뉴스 서비스인 InfoQuest와
독점 제휴 관계
영어와 태국어 20 개의 뉴스 웹사이트 게재

웹포털을 비롯해
현지 뉴스 사이트
파이낸셜 터미널

*참고 : 나열된 모든 웹 포털이나
미디어가 직접 피드 파트너가
아닙니다.

미디어에 게재된 기사 예

Thai

An SEO intensive and
ranked in top 10
website in Thailand

필리핀 제휴 미디어 네트워크

700+
280+
미디어 포인트

50+

웹 사이트

저널리스트

• 110+ 일반 미디어 언론
• 110+ 금융 경제 미디어
• 120+ 비즈니스 미디어
웹포털을 비롯해
현지 뉴스 사이트
파이낸셜 터미널
*참고 : 나열된 모든 웹 포털이나

미디어가 직접 피드 파트너가
아닙니다.

미디어에 게재된 기사 예

제휴 웹미디어

기타 아시아의 제휴 미디어 네트워크
•
•
•
•
•
•

인도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캄보디아
태평양 제도

•
•
•
•
•
•

괌
라오스
브루나이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5,300+
1,750+
80+

제휴 웹미디어

저널리스트
미디어 포인트
웹 사이트

미디어에 게재된 기사 예

India

Myanmar

Vietnam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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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제휴 미디어 네트워크

164,000+

저널리스트

제휴 웹미디어 180+

RSS 구독; 블로그 ,소셜 미디어 게재

10,000+

US NEWS OUTLETS

5,400+

웹 사이트& ONLINE
DATABASES

150+

확실하고 보장된 채널로, 광범위한 대중 보유.
지역 신문, 잡지, 뉴스 레터, 라디오, 정보 공개 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웹 사이트, 모바일 및 기타 미디어 플랫폼 포괄

MOBILE PARTNERS
야후,구글,BIng 등 SEO

미디어에 게재된 기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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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제휴 미디어 네트워크

226,700+

70,000+
미디어 포인트

17,000+

주요 파트너
저널리스트

Spain News
Agency

• 4700+ 일반 미디어
• 5200+ 유럽 경제지
• 5900+ 팬 유럽 미디어 UK Press Agency

News Agency of
the Slovak Republic

뉴스사이트/포털,
DATABASES & ONLINE
SERVICES
Algemeen Nederlands
Persbureau

Italian News Agency

미디어에 게재된 기사 예

Belgium News
Agency

Belgium News Agency

Spanish news
agency

National Press Agency
Agence France-Presse
of Switzerland

Russia News Agency Polish Press Agency

France

Germany

Austria Press
Agency

Italy

Spain

Portugal

영국 / 프랑스 제휴 미디어 네트워크


PRNewswire UK 공식 웹사이트 보유



20여개의 현지 링크



Press Association (PA)과 연합
주요 보도자료를 배포

•

500명 이상의 구독자수

•

100개 이상의 로컬 뉴스 에이젼시
보유



프랑스 PRNewswire 자체 채널 배포



15여개의 현지 링크



3/12/2018

•

Agence France-Presse 서비스 추가
•

세계 최대 뉴스통신사

•

Prnewswire 배포 기사 AFP DB
등록

•

등록 기자들 DB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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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스페인 / 이탈리아 제휴 미디어 네트워크

3/12/2018



news aktuell (독일 뉴스 에이전시)
독점 배포 계약



15여개의 현지 링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효과적으로 배포



지역 통합 미디어를 포괄



마드리드의 독립 뉴스통신사
Europa Press와 독점 배포 계약



20개 이상의 현지 링크



14000개 이상의 미디어로 전송



이탈리아 주요 온라인 뉴스사
Adnkronos와 제휴



10여개의 현지 링크



260개 미디어로 뉴스 배포

러시아 / 동유럽 제휴 미디어 네트워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보도자료를 전송하는
Pressuha와 독점 계약



Google과 러시아 최대 검색엔진 Yandex News에
연결

3/12/2018

• Pandatron.cz Czech Republic
http://pandatron.cz/?elektronika&novinky
• Pvresources.com Slovenia
http://www.pvresources.com/News/PRNewswire.aspx
• Pressuha.ru Russia (Integrated news)
http://pressuha.ru/prnewswire/
• Bcd.vc Bright Capital Digital Fund Russia Financial
portal
http://bcd.vc/news.html
• Eesgeo.org Georgia
http://eecgeo.org/en/news.htm
• BSR Russia(Online magazines to support bilateral
trade and cultural activities)
http://www.bsr-russia.com/
• Itar-tass.com http://tass.ru/press-relizy/180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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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제휴 미디어 네트워크

61,000+
15,800+

3,500+

저널리스트

주요 파트너 10+

미디어 포인트

뉴스사이트/포털

2012 년 Canada Newswire 인수로
뉴스 배포 네트워크 확대



주요 언론 매체의 95 %가 CNW의
뉴스 와이어 서비스 사용



27개 이상의 대도시를 포괄하는 뉴스
배포망



캐나다 유일 프랑스어 뉴스와이어
서비스 제공



이미지/비디오 멀티미디어 게재
서비스



소셜 미디어 배포

미디어에 게재된 기사 예

Mexico

CANADA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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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제휴 미디어 네트워크

61,000+
15,800+

3,500+

주요 파트너 50+

저널리스트

Argentina News
Wire

미디어 포인트
Mexican News Agency

현지 언론기관 (DYN, Argentina,
Notimex, Globo, Brazil 등)과
협력으로 라틴아메리카 통합
카테고리와 산업별 뉴스 미디어에
보도자료 전송

Brazil News Agency

뉴스사이트/포털
Brazil News Agency

미디어에 게재된 기사 예

Mexico

CANADA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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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 아프리카 제휴 미디어 네트워크

3,300+

저널리스트

2,200+

미디어 포인트

주요 파트너

Pan African News Agency

190+

뉴스사이트/포털
Islamic Republic News
agency

미디어에 게재된 기사 예

ARAB

AFRICA

MIDDLE EAST

Appendix People

PR Newswire Korea

민 재 기 대표
•
•
•
•

•
•

PR Newswire Korea, Chief Consultant, Branch Manager
Kia Motors Overseas PR
– Spokesman of Kia Group for Overseas Correspondence
AhnLab, CEO of eRanker, PR Wizard,
Link International (Clients : Cisco, Naver, Epson…etc.)
- Created New words “Teheran Valley, DICA”
Speech on Seminar in Indonesia 2016
Marketing Head, Dimension Data – NTT Group
Business Wire – Senior Consultant
Speech on ICT Cooperation hosted by NIPA Korea Gov’t
in Dubai2015

Appendix People

PR Newswire Korea

최 귀 희 Kiwi Choi
•

Senior Communication Consultant

•
•
•
•

Overseas PR Consultant for PR Newswire
PR, Marketing Manager, NTT Company, Dimension Data
PR Consultant , LG Household,
PR/Marketing, IBM Internet Security Systems Korea

박 현 준 Hyunjoon Park
•

Communication Consultant

•
•

Overseas PR Consultant for PR Newswire
PR, Marketing, LG U+, Sales Management

PRNK
Press Release in
Korea

“피알 뉴스와이어, 글로벌 뉴스와이어 기업 최초로 한국 진출”… 기사 더보기 ←

오시는 길

PR Newswire Korea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1, VPLEX 패스트파이브 702호
Tel: 02-6929-2223
Email: kr@prnasia.com
Website: cision.com / prnewswire.com / prnasia.com
*지하철 2호선 선릉역/삼성역 사이 포스코사거리 위치

지하철
2호선
삼성역
5번출구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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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kr.prnasia.com prnasia.com prnewswire.com cision.com

Thank You!

PR Newswire Korea
Email: kr@cision.com
Tel: +82-2-6929-2223
Address: 7Fl, VPLEX, Teheran-ro 501, Gangnam-Gu, Seoul (06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