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이고 가성비 있는 "해외 홍보"의 방법을

"PR Newswire" 가 제시해 드립니다.

1954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PR Newswire (피알 뉴스와이어)는 현재 전세계 30만개 미디어와 제휴,
52만명의 기자가 등록되어 있는 전세계 최대 PR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70개국에 40개 언어로
3만여 기업과 기관의 보도자료 전송을 통해 해외 언론홍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PR Newswire / CISION 주요 서비스
전세계 현지 미디어에 보도자료 전송을 통한 해외홍보
멀티미디어, 소셜미디어 연계를 통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모니터링 / 통합 인텔리전스 미디어 클라우드 플랫폼

High Efficiency
고효율과 가성비

왜 PR Newswire인가?

Credibility
고객/언론사 신뢰

High Coverage & Visibility

넓은 커버리지 높은 노출도

Save Time & Money
시간과 비용의 절약

We Tell Your Story
To the World!

전세계 최대 PR 네트워크!
효과적이고 가성비 있는 "해외 홍보"의 방법을 "PR Newswire" 가 제시해 드립니다.

PR Newswire는 60여년간 전세계 많은 기업 및 기관들의 언론 홍보와 마케팅에 꾸준히 활용되고 신뢰 받아왔습니다.
서울시, 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피알뉴스와이어의 전세계 제휴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아태지역, 북남미, 중동 등의 현지 미디어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내 관광 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유수의 호텔과 리조트 뿐만 아니라 호주, 미국, 영국 주요 관광국가들의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멀티미디어
릴리즈를 활용해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전세계 미디어에 여행관광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Our Global Network

No.1
No. 1 뉴스보도300,000+
네트워크, 170개국 40개 언어 뉴스No.1
전송
1954년 설립 170/40
The largest global provider
Our global network covers
Covering 300,000+ media
30,000+ customers
of news 국내
release
170+ countries
40+
globally,
including more
기업distribution
고객으로는 SK텔레콤,
포스코, in
기아자동차,
LG,outlets
한화, KB,
신한 and
등 대기업과worldwide,
정보통신진흥협회
and multimedia
platforms
languages.
73,000+
journalists
and
than
60%
of
the Fortune
등의 기관과 한컴, 펜타시큐리티, 코캄 등 수출 중소기업들이 제품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해외 홍보와 마케팅에
with 60+ years of
editors from 19,000+ media
500 companies.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 고객으로는 BMW, IBM,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아디다스 등 포춘 500대 기업의
experience.
outlets in Asia-Pacific.

60%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PR Newswire’s services enable Marketers, Public Relations, and Investor
Relations
professionals to engage with their key audiences – Businesses
해외 홍보 가능 분야
& Consumers, the Media and Investors.
비즈니스 / CSR / 금융 / 투자

통신 / 게임 / 기계 / 항공 / 비행

자동차 / 부동산 / 건축물

바이오 / 의료 / 제약

관광 여행 / 도시 (지자체)

전시회 / 회의 / 공연

정부 뉴스 / 비영리 단체

화장품 / 소매 / 음식

인터넷 / 모바일 / SW / HW

에너지 / 전력 / 채광 / 화학

교육 / 인적 자원 / 예술

광고 / 마케팅 / 출판

반도체 / 전자 제품 /가전

환경 / 농업 / 물류 / 교통

스포츠 / 엔터테인먼트 / 패션 / 육아

법률 / 정치 / 정책

전통 매체 뿐만 아니라 모바일, 소셜미디어에도 뉴스를 전송합니다.
효과적이고 가성비 있는 "해외 홍보"의 방법을 "PR Newswire" 가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전세계 최대 보도자료 뉴스 사이트인 PR Newswire.com에 등록되어 있는 52만명의 기자에게 보도자료가
열람됩니다.

-Channel
Distribution
글로벌 제휴 미디어

cy

ws
e world

Multi-Chan

Corporate News and Content
전통 매체

웹 커버리지

· 10,000 개 이상의 웹 사이트,
· 300,000+ 미디어 포인트
Traditional/Trade
media
Web
coverage
및 데이터베이스
· 전세계 최대 보도자료 뉴스 사이 포털
 300,000+ media points
Nearly
10,000+ websites,
· 검색
최적화
트인 prnewswire.com에 게재
portals & databases
 PR Newswire for Journalists
(PRNJ) offers media members a  Search optimized
one-stop shop for all of PR
Newswire's content.

모바일 / 소셜 미디어





뉴스 에이전시

· 국내 연합뉴스, 일본의 교도
· 전 세계적으로 180 개 이상의
News
Agency
Mobile/Social
media
통신,
AP, AFP,
Infoquest
모바일 파트너십
Globally, 180+ mobile partnerships
등 Partnership
with
news대표
전 세계 각 국가별
· APAC에서 3백만 이상의 소셜미
agencies around the world
In APAC, 3+ million mobile
뉴스 에이전시와 파트너십
디어 가입자&및
팔로어
subscribers
social
followers
·40
40개
분야의
트위터와
연계
industry
specific
twitter
handles
with 38,000+ followers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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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송 프로세스
서비스 신청/결제
보도자료 전달

보도자료
번역 / 검수

보도자료
승인 / 전송

결과 리포트

뉴스 전송 지역 결정
주문서 작성/결제,
PRN편집팀에
보도자료 전달

보도자료 검수 후
해당국 언어로 번역

고객의
최종 승인 후
보도자료 배포

보도자료 게재 결과
리포트 수신

국가(단일, 패키지) 및 산업군별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R Newswire Korea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2-6188-0600 / 0609 , 이메일. kr@prn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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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다 생생한 뉴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가성비 있는 "해외 홍보"의 방법을 "PR Newswire" 가 제시해 드립니다.

최근에는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소셜미디어(Social Media), 타임스퀘어 광고, 크로스미디어 전략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보도자료
릴리즈 (MNR) 구성

텍스트 보도자료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 사진, 동영상을 활용하여 노출을 극대화하고 고객의 소셜
미디어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다이나믹 HTML 페이지로 뉴스를 전송합니다.

소셜미디어 연계

검색엔진 최적화(SEO)

YouTube, Vimeo 등
비디오 포털에 업로드

결과 리포트

전송 및 게재

랜딩 페이지
Dynamic HTML

미국 사진 및 비디오 전송

REUTERS

뉴욕 타임스퀘어는 전세계에서 브랜드 노출 효과가 가장
뛰어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전시된 비디오나
광고사진은 ‘매일’ 150만명 이상의 뉴욕 행인들에게 노출됩
니다. ( PRN의 전세계 확보 스팟-미국, 영국, 일본, 브라
질, 한국 등 제휴)

NASDAQ

기내광고를 통한 해외홍보(미국/중동항공사)

•뉴스전송날짜: 2017년 4월
•전송언어 :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5개 언어
•전송 지역 : 미국, 유럽 연합, 이탈리아에 테크,
라이프스타일 미디어로 뉴스 배포
•결과 : 전세계 5,700 이상의 미디어, 130,000
이상의 기자에게 전송
•Youtube, Vimeo, Daily Motion 등에 업로드 되어
3백만 이상의 조회 기록
•미국 Reuters 사인보드에 사진 전송(옥외 광고)
•PRN 트위터 연계

타임스퀘어에 전송된 사진과
비디오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와 연계되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PR Newswire를 이용하여 뉴스를 전송한 사례입니다.
효과적이고 가성비 있는 "해외 홍보"의 방법을 "PR Newswire" 가 제시해 드립니다.

영어, 아랍어, 중국어, 체코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브리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등 40개의 현지어로 해외 홍보를
수행합니다.
서울관광마케팅(Seoul Tourism Org.)

- 2017년 5월

의료 관광, 서울대병원(Seoul Univ. Hospital) -

2017년 5월

중동/아랍어

미국/영국
중국

완도 해조류 박람회(Local Gov.) -

2017년 4월

일본

의료 관광, TL성형외과(TL Plastic Surgery) - 2017년 5월

인도네시아
미국

정보통신진흥협회(Government) - 2017년 5월
네덜란드

Expo Solar 2017 전시회(Exhibition)

– 2017년 5월

중동/아랍어
러시아

인천공항(Incheon Int'l Airport)
- 2017년 4월

미국, 캐나다

인천글로벌 대학교(University)

기아자동차(KIA Motors)
- 2017년 2월

- 2017년 5월

전세계 배포/
영어, 중국어

미국, 유럽

뉴스 전송 후에 미디어 커버리지를 포함한 결과보고서가 제공됩니다.
효과적이고 가성비 있는 "해외 홍보"의 방법을 "PR Newswire" 가 제시해 드립니다.

보도자료가 게재된 미디어와 링크가 포함된 커버리지 결과 보고서가 제공됩니다. 이 결과 보고서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바이두와 같은 주요 검색엔진에서의 검색노출을
통해 SEO(검색엔진 최적화)도 가능합니다.
게재된 미디어와 해당
링크/미디어별 노출 분포
보도자료가 게재된
미디어 숫자 총합,
뉴스 잠재 독자 총합

구글, 바이두 등 주요 검색 엔진에 노출

멀티미디어 비디오/이미지 게재 현황

전세계 52만명 등록 기자의
해당 보도자료 열람 현황

전 세계 미디어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 "PR전략 수립"에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해 드립니다.

전세계 최고의 미디어 인텔리전스 기업 CISION의 자회사 PR Newswire는 기업/기관의 PR/마케팅 커뮤니케
이션 담당자를 위해 미디어/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서비스, PR 소프트웨어, 통합 미디어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플랫
폼을 제공합니다.

전세계 미디어 모니터링 (C3)
•국가/언어별 키워드 분석 제공(10여개 이상)
•관심/민감 키워드에 대한 여론 동향 실시간 분석
•키워드, 알림 설정 (Alert) 통한 주요 기사 조회
•동종산업 경쟁기업/기관 동향 분석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 : 전세계 160만개 미디어, 인플루언서 등
•전세계 4만개 이상의 뉴스 웹사이트
•30만개 이상의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등 5천만개 이상의 소셜미디어 계정
•1만 6천개 인쇄매체, 7천개 신문, 6천여 개 잡지 및 전문지
•210개의 TV 방송국, 60개 주요 라디오, 비디오, 오디오 클립

모니터링 분석 보고서
•기사/콘텐츠의 시장 가치(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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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3(Cision Communications Cloud)
기업 PR/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를 위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30만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개인) 등 전세계 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제공

아시아 25개 지사와 피알 뉴스와이어 코리아가 함께 합니다.
효과적이고 가성비 있는 "해외 홍보"의 방법을 "PR Newswire" 가 제시해 드립니다.

전세계 최대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및 분석기업인 피알 뉴스와이어 (PR Newswire)의 한국지사가 아태지역에서 12번째,
뉴스와이어 회사로서는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아시아지역 커버리지는 2002년부터 구축되어,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
한국, 파키스탄, 국영 뉴스 통신사(National News Agency)와 독점 제휴 되어 있습니다.

Pacific Foo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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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age

LOCAL AUDIENCES

LOCAL AUDIENCES
25 개 국가 /지역
10개 언어

MEDIA

MEDIA
19,000+ 언론매체
73,000+ 명의 언론인, 편집자

MOBILE & SOCIAL
ONLINE CHANNELS
ONLINE
CHANNELS
8,200+ 개의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서비스

3,100,000+ 명의
소셜미디어 팔로워와
모바일 가입자 보유

APAC Regional Hub

Branch

Affiliates

PR Newswire Korea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7 EK타워 4층 ( 06162 )
문의 전화 : 02 6188 0600 / 0609
이메일 : kr@prnasia.com

kr.prnasia.com prnasia.com prnewswire.com cisi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