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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은

브랜드를 소비자의 마음 속에 심고,

키워가는 Brand Relation Agency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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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PR

OVERVIEW

HISTORY

ORGANIZATION 

BRAND RELATION’S



사 명 |     ㈜ 더피알

대 표 |     김 진 희

설 립 |     2007년 1월

인 력 |     30명 (2019년 5월 기준)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35길 32-14 더피알 B/D

더피알은 ‘PR(Public Relation)’ 영역을 넘어 기업 혹은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자의 머리 속에 심는 ‘BR(Brand Relation)’을 표방하는 에이전시로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에서부터 컨셉과 메시지를 추출하고

다양한 홍보 툴을 믹스해 효율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회사 입니다.

BR
PR을 넘어

로

OVERVIEW HISTORY     ORGANIZATION     BRAND RELATION’SABOUT THEPR



ABOUT THEPR

Brand Relation Company
connect brands and consumers!

더피알은 언론홍보, SNS 채널 구축 및 운영, 바이럴 마케팅, PPL, 광고 제작 및 매체 운영, 

동영상 제작, 유통, 플랫폼 개발 및 운영까지 가능한 종합 마케팅 회사입니다.

OVERVIEW HISTORY     ORGANIZATION     BRAND RELATION’S

언론홍보 SNS 영상 광고제작프로모션



ABOUT THEPR

Build up, The PR 
더피알은 다양한 업계의 클라이언트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OVERVIEW    HISTORY ORGANIZATION     BRAND RELATION’S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에스엠 커뮤니케이션 설립

유통, 교육 등 산업별 전문 PR팀 구성

방송 PR 서비스 시작. 메디컬, 파이낸스, IT 서비스 시작
위기관리, 미디어트레이닝 서비스 시작

서울 종로구 팔판동 사옥 이전
LG전자 SNS 대행 서비스.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IMC 대행

롯데제과 등 마케팅 IMC 서비스 시작

온라인 바이럴 서비스 시작. 동영상, 디자인, 광고제작 서비스 시작
더피알 공식 웹사이트 오픈

서울 종로구 가회동 이전
보건복지부 등 공기업 PR 시작

코리아테크 리파캐럿 외 TV CF 제작 서비스 시작
강남구 논현동 이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KO) 공식 대행사 등록
광고 집행 서비스 시작. 웹사이트 리뉴얼

브랜드릴레이션 연구소 설립 박재현 소장 영입
제 2회 마케팅톡 개최 / 서울 강남구 논현동 더피알B/D 사옥 이전

상반기 매출 25억 달성

제 1회 마케팅톡 개최

제 3회 마케팅톡 개최 / 자체 동영상 제작 서비스 시작

면사랑 ㅣ 에코포유

동아제약 ㅣ 서강SLP ㅣ 핫썬치킨 ㅣ 소쿠리패스

풀무원 샘물 ㅣ BC카드 ㅣ 자연원 ㅣ 알콘 ㅣ 캘리포니아피자치킨

롯데제과 ㅣ 서강대학교 ㅣ 바믹스 ㅣ 소다스트림 ㅣ 밀텍산업

KT ㅣ 국민카드 ㅣ 풀무원건강생활 ㅣ NS홈쇼핑 ㅣ 한성대학교 ㅣ 대선주조 ㅣ 갤럭시아 ㅣ 커뮤니케이션즈

롯데 자일리톨 ㅣ 롯데제과 드림카카오 ㅣ 타파웨어브랜즈코리아 ㅣ 코리아테크 리파, 식스패드, 이지K

보건복지부 ㅣ LG전자 ㅣ 아모레퍼시픽 ㅣ 일동후디스 ㅣ 세종사이버대학교 ㅣ 아크앤팬컴 ㅣ 내츄럴엔도텍

롯데헬스원 ㅣ 유한킴벌리 그린핑거 ㅣ 메가스터디교육 ㅣ 서울국제도서전 ㅣ EBS중학프리미엄 ㅣ LIFE캠페인

tvN ㅣ 셀트리온 ㅣ 한국인삼공사 ㅣ 직방 ㅣ 복음자리 ㅣ 솔가 ㅣ 자연원 ㅣ 애니닥터 헬스케어 ㅣ 새롬현대 ㅣ 치아씨드 ㅣ 르포지 ㅣ 오제끄

해양수산부 ㅣ STX ㅣ 레알마드리드 ㅣ 아이소이 ㅣ 데코뷰 ㅣ 피치항공 ㅣ 뉴트리바이오텍 ㅣ 타임투프라이스 ㅣ 컬비 ㅣ 지엘 리얼테크닉스

빙그레 ㅣ 신분당선 ㅣ 일레트로룩스 ㅣ 롯데 가나초코렛 ㅣ 스마트카라 ㅣ 유라 ㅣ 코스토리 ㅣ A+E코리아 ㅣ 호주청정램 ㅣ 지엘 카멜, 프렙, 하치카

트위터코리아 ㅣ 코카콜라 ㅣ 콜맨코리아 ㅣ SBS+ 외식하는날 ㅣ 제이에스티나 ㅣ 미즈노코리아 ㅣ 보미라이 ㅣ 창조경제타운 ㅣ 한국도자기리빙 ㅣ 코스토리

메디힐 ㅣ 한세예스24홀딩스 ㅣ 아이허브 ㅣ 브레빌 ㅣ 콜러노비타 ㅣ 한성대학교 ㅣ 제일펫푸드 ㅣ 모스킹 ㅣ 메가텐



ABOUT THEPR

Grow up, The PR 
더피알은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루키스마트로 클라이언트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OVERVIEW    HISTORY ORGANIZATION     BRAND RELATION’S

2007

40억

30억

20억

10억

0

25억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상반기

48억
50억

1억

27억

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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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24억



ABOUT THEPR OVERVIEW    HISTORY     ORGANIZATION BRAND RELATION’S

CEO

CCO브랜드 릴레이션 연구소

Business Management 

Group

-

경영지원실

사업개발팀

Marketing Group

3본부 5팀

-

PR 1팀

PR 2팀

PR 3팀

PR 4팀

PR 5팀

Content Group

-

디자인제작팀

영상제작팀

스토리제작팀

Media Planning Group

-

미디어 플래닝본부



ABOUT THEPR

Integrity, Flexibility, Passion 
3가지 Core Value를 통해 직원들의 성장과 클라이언트(브랜드)의 성장을 돕습니다.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인 트리즈(TRIZ) 이론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찾아내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The Client

The Creative

The Work

The Network

클라이언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소비자, 제품, 시장, 트렌드 등을 360도 밀착분석 합니다.

‘정성스런 커뮤니케이션이 나와 세상을 바꾼다’는 신념으로 더피알은 정성을 다해서 일합니다.

고객의 요구에 원스탑 솔루션 제시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OVERVIEW     HISTORY     ORGANIZATION     BRAND RELATION’S



ABOUT THEPR

더피알은 매년 고객사 여러분들을 모시고

Brand Relation 교육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OVERVIEW     HISTORY     ORGANIZATION     BRAND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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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SERVICE

Brand Relation Service

Publicity

Interview

Press Conference

Promotion

Crisis Management

Digital Marketing

SNS Service

Viral Video

Influencer Marketing

Native AD

Promotion 100인 체험단 CEM



마케팅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와 소비자 접점을 극대화, 온ㆍ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최적의 Marketing Solution을 제공합니다.

CORE SERVICE Brand Relation Service

언론홍보

Brand
Relation

Media co-op

Issue Management

Brand Publicity

Product Seeding

Press Sonference

News Monitoring

Media Training

Interview

Photo Call

Fam Tour

디지털 데이터 분석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커뮤니티 마케팅

온라인 프로모션

SOV 분석

홈페이지 구축

앱 개발 관리

브랜드 상세페이지

쇼핑몰 홍보관리

박람회

on off event

Sampling

Sales Promotion

Campaign

TVC / SMR

targeting 광고 (google GDN)

UTUBE

포털 타임 보드 광고

검색엔진 키워드 광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개설 운영

블로그 개설 운영

SNS 광고 집행

인플루언서 시딩

CIㆍBI 개발

홍보 제작물

패키지 디자인 컨설팅

브랜드 영상

비주얼 콘텐츠 제작

콜라보레이션

Display

광고모델 후보 추천, 섭외

브랜드 엠베서더 모델 추천, 섭외

유투버, 블로거, 왕홍 섭외 관리

키닥터 섭외 관리

브랜드 검색

자동완성, 연관 검색어

커뮤니티 관리

체험단, 서포터즈

웹사이트 최적화

Google Analysis

브랜드

SNS

프로모션

홈페이지

광고

디지털

모델 / 인플루언서

웹필드관리



더피알은 브랜드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업계 최초의 특화된 360도 마케팅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CORE SERVICE Brand Relation Service

전문성 있는 언론홍보

• 언론 전문가의 정확한 계획 수립 및 효율적 미디어 관리
• 브랜드와 소비자, 언론을 잇는 다양한 미디어 앵글 발굴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을 전략 제안

기자 인플루언서 간담회 세일즈 연계

• 기자, 인플루언서, 영업담당, 왕홍 등 초청을 통해
한번 행사로 세 가지 이상의 효과 기대

• 언론보도, SEO, 컨텐츠 메이킹, 영업채널 확보, 해외시장 창출 등

디지털 캠페인 (타겟 마케팅) 서비스

• display Ad 및 온라인∙SNS 광고 통합 집행
• 캠페인 목표에 맞는 정확한 타겟 설정과 타겟에 따른 효율적 광고 믹스

성과형 체험단 CEM 서비스

• 단순 체험단이 아닌 브랜드와 소비자가 깊이 있게 소통하는 장을 마련
• Before와 after를 참여자가 경쟁 시스템으로 양질의 컨텐츠 유도,

소비자가 만든 진성 컨텐츠가 핵심



CORE SERVICE Publicity

2000여개 언론사와의 강력한 Media Relation을 바탕으로

언론홍보(보도자료, 기획기사), Photo event, Column, Media co-op, Advertorial, Media Training, 위기관리 등 강력한 PR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보도자료 기획기사 Media Co-op 칼럼



CORE SERVICE Interview

브랜드 비전과 철학, 전략, 방향성 등을 녹일 수 있는 인터뷰 앵글 적극 발굴하고,

지면과 온라인 등 다각도로 인터뷰를 노출해 브랜드 신뢰도와 이해를 높이는 접점을 마련합니다.

트위터 진영 R&S HLI A+E 네트웍스

코리아테크



CORE SERVICE Interview

브랜드 비전과 철학, 전략, 방향성 등을 녹일 수 있는 인터뷰 앵글 적극 발굴하고,

지면과 온라인 등 다각도로 인터뷰를 노출해 브랜드 신뢰도와 이해를 높이는 접점을 마련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컬처위크 코리아테크 파오 한성대학교 코스토리

오설록 리얼테크닉스



CORE SERVICE Press Conference

더피알은 기자간담회 뿐 아니라 B2B 고객, Influencer(유투버, 블로거, 인스타그래머), 왕홍 초청, Conference 개최에 특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200명 이상의 브랜드 론칭 및 브랜드 이슈화에 강합니다.

트위터 코리아테크 코리아테크 코스토리

A+E networks 팩토리얼 한국가구 지엘커뮤니케이션즈

트위터 잭도시 CEO 방한 기자간담회

신라호텔 150명 규모

A+E networks 기자간담회

포시즌스 호텔 100명 규모

리파 미인낯 런칭쇼

신라호텔 200명 규모

초음파세척기 이지시리즈 런칭

기자, 인플루언서, 왕홍, B2B고객

신라호텔 200명 규모

파오 학술발표회

신라호텔 150명 규모

로쉐보보아 런칭 기자간담회

기자, 건축 디자이너 초청

로쉐보보아 매장 80명 규모

색조런칭 & 6주년 기념 파티

기자, 파워인플루언서, 왕홍 초청

디브릿지 200명 규모

리얼테크닉 기자간담회 & 이사배 뷰티쇼

기자, 인플루언서, B2B고객 초청

모스스튜디오 200명 규모



CORE SERVICE Promotion

더피알은 고객사와 브랜드에 최적화한 프로모션을 기획, 실행하고 있으며

일회성 프로모션으로 그치지 않고 언론홍보, SNS 확산, 바이럴 등을 통해 프로모션 효과를 극대화 합니다.

롯데제과 가나초콜렛 박보검 팬사인회 파오 플래쉬몹 / 랩핑버스 팩토리얼 이지시리즈 론칭쇼 팩토리얼 키메스 전시 부스

코리아테크 카사업 88 왕홍데이



CORE SERVICE Crisis management

고객사 위기시 Monitoring, Issue/Crisis Management Consulting, Mdbia training 등을 통해

신속하고 최적화된 위기관리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트위터 Media Training C1_위기관리



CORE SERVICE Digital Marketing

광범위한 디지털 광고 영역, 더피알은 고객사 목표에 따른 정확한 타겟을 설정하고

Display Ad 및 리타게팅, 온라인, SNS 등 모든 영역에 걸친 광고를 커버해 효율적인 광고 믹스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AD 리타게팅 광고 SNS 이벤트브랜드 검색



CORE SERVICE SNS Service – Instagram 채널개설 / 운영 / 해시태그 관리 / 광고운영

Image 기반의 20-40대 관심사 SNS 서비스 인스타그램을 통해 브랜드와 소비자를 잇는 최적의 Solution을 제시합니다.

자체 전문 촬영 팀을 통해 맞춤 기획 및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The Client 아이허브 The Client 파오 The Client 카사업



CORE SERVICE SNS Service – Instagram 채널개설 / 운영 / 해시태그 관리 / 광고운영

Image 기반의 20-40대 관심사 SNS 서비스 인스타그램을 통해 브랜드와 소비자를 잇는 최적의 Solution을 제시합니다.

자체 전문 촬영 팀을 통해 맞춤 기획 및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The Client 리파 The Client 제일펫푸드 The Client 모스킹



CORE SERVICE SNS Service - FaceBook 채널개설 / 운영 / 관리 / 광고운영

더피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에 1,000여개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광고, 이벤트, 인플루언서 페이지 연계 홍보 등을 통해 페이지 유입을 강화 시킵니다. 

The Client 부산아쿠아리움 씨라이프 The Client 솔가 The Client 오설록

브랜드 이미지, Tone & Manner 분석 image, 콘텐츠 기획, 제작

팬들이 쉽게 참여, 공유, 확산 할 수 있는 이벤트 기획 및 고객 참여 유도 통한 페이지 활성화



CORE SERVICE Viral Video

영상의 시대, 더피알 디지털콘텐츠팀은 Mobile에 적합한(SNS, 행사 스케치, 제품소개, 레시피 등)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도달을 높이는 클라이언트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있습니다.

The Client 트위터 행사 스케치 The Client 콜맨_우아캠 스케치 The Client 리파 모션그래픽 The Client 제일펫푸드 서울고양이

The Client 식스패드 웹드라마_엄마 The Client 식스패드 웹드라마_직장인 The Client 카사업 브이로그 The Client 파오 인터뷰

The Client 아이허브 캠페인 영상 The Client 씨라이프 행사 스케치 The Client 씨라이프 인터뷰 The Client 모스킹 론칭 프로모션



최적화 콘텐츠 가이드라인 제시

CORE SERVICE Influencer Marketing

더피알 인플루언서 프로그램,

‘더플루언서’

뷰티, IT,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 섭외

고객 프로모션에 적합한 인플루언서를 매칭

브랜드 컨셉과 인플루언서 성격에 맞는

콘텐츠 및 키워드(해시태그) 기획을 통해 SEO 추구

제품 특징, 구매방법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구매 연결 유도

전문 분야 인플루언서 1,000여명 확보 지속적인 댓글 관리



CORE SERVICE Native AD

“광고인 듯 광고 아닌 듯 그러나 광고!”

더피알은 소비자 친화적 광고, 콘텐츠 같은 네이티브 애드로 소비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광고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The Client 제이에스티나 (로만손) The Client 한세실업 The Client 엘엔피코스메틱 (메디힐) The Client 메가텐



CORE SERVICE Promotion   100인 체험단 CEM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더피알은 자체의 성과 관리형 고객 체험단 프로그램 CEM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을 개발, 제품 Review 형식의 단순 체험단을 넘어

체험단 참가자들이 체험 Kit 통한 Mission 수행, Quality 높은 진성의 영상, 블로그 등 컨텐츠를 개발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The Client 보미라이 100인 체험단 The Client 파오 체험단 The Client 오설록 워터플러스 체험단

100인 체험단을 통해 SNS 콘텐츠, 홈쇼핑 활용 콘텐츠, 

B&A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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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SERVICE

AD service

AD & Advertorial

방송 PPL

Celeb Marketing

Model

Web field Management 

Maximize home shopping sales 



OTHER SERVICE AD service _ 공중파 CF 제작

The Client 스마트카라

모델 선정 제안, 크리에이티브 컨셉 추출, 촬영팀 섭외, 광고 촬영, 후반작업, 제작까지 가장 강력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AD service _ 공중파 CF 제작

The Client 보미라이

OTHER SERVICE

모델 선정 제안, 크리에이티브 컨셉 추출, 촬영팀 섭외, 광고 촬영, 후반작업, 제작까지 가장 강력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AD service _ 공중파 CF 제작

The Client 스타일

OTHER SERVICE

모델 선정 제안, 크리에이티브 컨셉 추출, 촬영팀 섭외, 광고 촬영, 후반작업, 제작까지 가장 강력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AD service _ 공중파 CF 제작

The Client 이지 더블유

OTHER SERVICE

모델 선정 제안, 크리에이티브 컨셉 추출, 촬영팀 섭외, 광고 촬영, 후반작업, 제작까지 가장 강력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OTHER SERVICE AD service _ 지면 광고

모델 선정 제안, 크리에이티브 컨셉 추출, 촬영팀 섭외, 광고 촬영, 후반작업, 제작까지 가장 강력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The Client 스타일 The Client 이지에스 푹잠



The Client 이지케이

OTHER SERVICE AD service _ 지면 광고

모델 선정 제안, 크리에이티브 컨셉 추출, 촬영팀 섭외, 광고 촬영, 후반작업, 제작까지 가장 강력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The Client 이지에스

The Client 이지 더블유



OTHER SERVICE AD service _ 지면 광고

The Client 보미라이

모델 선정 제안, 크리에이티브 컨셉 추출, 촬영팀 섭외, 광고 촬영, 후반작업, 제작까지 가장 강력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The Client 스마트카라



OTHER SERVICE AD service _ 매체 대행 (공중파 TV, IPTV, 라디오, 유튜브, SMR 네이버)

더피알은 코바코, 미디어 크리에이트 등의 매체 직거래 등록사로 공중파 TV, Cable TV, IPTV, 온라인매체에 있어

Media Planning Marketing Mix, 광고효과 분석에 이르기까지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매체 운영을 제안, 운영합니다.

The Client 파오 The Client 카사업

The Client 식스패드 The Client 스마트카라



OTHER SERVICE AD & Advertorial

The Client 콜러 노비타 The Client 유라

The Client 타파웨어



OTHER SERVICE 방송 PPL _ 공중파, 종편, 교양, 예능 다큐멘터리, 드라마 PPL

더피알은 최근 3년간 200여 건의 공중파 PPL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PPL + 바이럴 홈쇼핑 연계 프로그램으로 홈쇼핑 론칭 브랜드의 매출 증폭에 대한 다수의 성공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테 SBS 모닝와이드 마테 JTBC 닥터의 승부 나토키나제 SBS 다큐스페셜 드림카카오 SBS 좋은 아침



OTHER SERVICE 방송 PPL _ 공중파, 종편, 교양, 예능 다큐멘터리, 드라마 PPL

더피알은 최근 3년간 200여 건의 공중파 PPL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PPL + 바이럴 홈쇼핑 연계 프로그램으로 홈쇼핑 론칭 브랜드의 매출 증폭에 대한 다수의 성공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라 SBS 나도 엄마야 유라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유라 SBS 시크릿 마더



아이소이 JTBC 서핑하우스

OTHER SERVICE 방송 PPL _ 공중파, 종편, 교양, 예능 다큐멘터리, 드라마 PPL

더피알은 최근 3년간 200여 건의 공중파 PPL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PPL + 바이럴 홈쇼핑 연계 프로그램으로 홈쇼핑 론칭 브랜드의 매출 증폭에 대한 다수의 성공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테크 SBS 정글의 법칙사우디아라비아 컬쳐위크 MBN 생생정보



VIP, 셀럽행사, 팬사인회

OTHER SERVICE Celeb Marketing

The Client 메디힐 모델 현빈 팬사인회 The Client 보미라이 최지우의 뷰티톡톡 행사



OTHER SERVICE Celeb Marketing

The Client 이서진 팬사인회 The Client 이사배 메이크업쇼 The Client A+E 네트웍스 런칭행사 The Client 이상민 팬사인회

VIP, 셀럽행사, 팬사인회



OTHER SERVICE Model

브랜드에 최적화한 광고 모델을 추천해 드립니다.

광고모델, 홈쇼핑게스트, 브랜드 인플루언서 등 모델 선정, 계약진행, 활동 일정관리, 광고 촬영 까지 ONE STOP으로 관리합니다.

The Client 리파 이영애 섭외 The Client 스마트카라 이서진 섭외 The Client 보미라이 최지우 섭외 The Client 스타일 한혜진 섭외

The Client 미라클톡스 박은혜 섭외 The Client 행사 게스트 섭외 The Client 행사 게스트 섭외 The Client 사회자 섭외



OTHER SERVICE Maximize home shopping sales 

웹필드 통합 관리
홈쇼핑

미리 주문 확보
소비자 교육

방송 PPl
(나토키나제 예시)

미리주문 유도

자사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사전/사후

보도자료 포스팅

자사 SNS 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

홈쇼핑 방송

구매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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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Main client 

Other clients



CLIENT Main client 



CLIENT Other Clients



CLIENT Other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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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 SUCCESS STORY TOP 14

트위터

코카콜라

보미라이

코리아테크 리파

아이소이

한세 예스24 홀딩스 & 한세실업

유라

아이허브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tvN 시그널

브레빌

스마트카라

A+E 네트웍스

코스토리



• 조선, 중앙, 동아 등 메이저 언론사 기획 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긍정적인 트위터 기사 노출, 트위터가 대세 SNS임을 입증

• 트위터, ‘화제의 키워드’를 통한 Issue marketing

• 트위터의 Sales service 및 세미나 기사화

• 본사 한국대표 CEO(Jack Dorsey)인터뷰 arrange

• 임직원 대상 Media training service

• 더피알 마케팅 Talk에 Twitter Session 진행

트위터 언론홍보

Publicity, Interview, Column, Blog Media Co-op
Media Relation, Media Monitoring 

K-POP, Year on twitter, Politic Issue marketing 전략을 통한 유저 증가

S&M 활동지원 부정이슈 최소화

더피알,
지는 트위터에서 뜨는 트위터로
SNS 판을 바꾸다

TOP1ThePR SUCCESS STORY



• 조선, 중앙, 동아 등 메이저 언론사 기사 및 JTBC, KTV, 연합뉴스 등 방송을 통해

잭도시 방한 소식과 함께 긍정적 트위터 기사 노출

• 행사 기획 및 운영

• 기자 초청 및 방송 어레인지

• 여성단체, K-pop 스타와의 만남 운영 및 기사화

‘트위터’ 잭도시 방한 기념 PRESS EVENT 진행

PR EVENT

문재인 대통령, 여성단체, ,K-POP스타, 국내 언론사 등

다양한 각계각층과의 만남을 통해 트위터코리아의 위상을 알리다

잭도시, 
문재인 대통령 만남 이어
국내 기자들 만나다!

TOP1ThePR SUCCESS STORY



• 보도자료 및 다양한 기획자료로 다수의 지면, 온라인 매체 커버리지 확보하는 등

공격적 론칭 PR 진행

• 신제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기획 앵글 개발

• 활발한 미디어 미팅으로 지속적 관계 유지

• 일간지, 경제지, 온라인지 비롯 매거진 등 매체에 제품 샘플링 진행

‘코카콜라’ 브랜드 언론홍보

Publicity, Media Relation, Media Monitoring 

공격적인 언론홍보로 단기간 론칭 이슈화!

트렌디한 음료로 자리매김

아데스, 미닛메이드
식이섬유&플라워 론칭, 성공적!

TOP2ThePR SUCCESS STORY



• 주요 언론사 원적외선 보미라이 마스크 론칭 기사 다량 노출을 통해 브랜드 이슈화

• 모델 섭외 및 TVC, 지면 광고 촬영과 온에어로 소비자 대상 브랜드 인지도 확산

• 기획 기사 피칭을 통해 후발주자 보미라이를 뷰티 마스크계 3강 구도로 정립

• 대표 인터뷰 arrange로 기업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기술력 확산

• 소비자 100인 체험단 진행을 통해 자발적인 제품 효과 확산

• 주요 포털 온라인 DA 집행

• 모델 오프라인 행사 진행

• 소비자 대상 대규모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보미라이’ IMC 캠페인

Publicity, Interview, TV CF, Digital AD, Viral/Buzz Marketing,
Event Promotion, Consumer Experience, Media Relation, Media Monitoring 

기존 뷰티 마스크 시장의 2강 구도를 3강 구도로 정립

뷰티 마스크의 시장을 흔들다
신흥강자 ‘보미라이 마스크’

TOP3ThePR SUCCESS STORY



• 페이스 롤러 리파 캐럿 런칭 홍보전략 수립 및 미디어간담회 진행

• 홈쇼핑 매출 극대화 전략 수립 및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광고 집행

• 배우’이영애’모델 섭외 및 TV CF 지원

• 보도자료 개발/배포 및 기획기사 피칭, CEO 인터뷰 등 언론홍보

• 방송, 매거진 등 다각적 매체 활용 PPL/애드버토리얼

•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 옐로 페이지 운영 및 바이럴 컨텐츠 관리

• 블로거 초청 간담회 등 바이럴/버즈 마케팅

• ’이영애’ 리파 캐럿 인지도 제고, 페이스 롤러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리파’ IMC 캠페인

TV CF, Publicity, Press Conferences, Magazine AD, Digital AD,  Mobile AD, 
SNS Management(Blog, Facebook, Kakao), Viral/Buzz Marketing, 
Media Co-op, Media Relation 

이영애 롤러, 단일품목 800억 매출 (홈쇼핑 뷰티 신화 Item)

리파하면, 나도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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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일간지/경제지/온라인 언론사 보도 기사를 통해 아이소이의 긍정적 기업 이슈

및 신제품, 주요 행사 등 기사 노출 多

• 시즌/트렌드 이슈 활용 다양한 기획기사 발굴로 수많은 뷰티 브랜드 중

아이소이 입지 강화

• 주요 제품 리뷰 기사 피칭을 통해 아이소이의 천연성분 및 효과 부각

• 주요 패션지/여성지 등 타깃 매거진 매체 미디어라운딩 및 기획 코너 제품 협찬

피칭을 통해 아이소이 신제품 및 주력제품 노출 다각화

‘아이소이’ 언론홍보

Publicity, Media Relation, Media Monitoring 

일간지/경제지/매거진 등 파급력있는 주요 매체에

브랜드 이슈 및 아이덴티티를 알리는 기사 노출 확대

아이소이 = 착한성분 = 효과
다각적으로 알린 더피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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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메이저 언론사 기획 기사 피칭 및 취재 arrange를 통한 한세그룹 긍정 이슈 확대

• CSR, 채용, 행사 등 기업 이슈 보도 기사 노출 확대

• 부정 이슈 대응 프로세스 통한 위기 관리

• 네이티브 애드 기획 콘텐츠를 통한 긍정적 기업 이미지 구축

‘한세예스24홀딩스 & 한세실업’ 언론홍보

Publicity, Media Relation, Media Monitoring 

언론사와의 긴밀한 릴레이션쉽 강화를 통한

기업 긍정이슈 극대화, 부정이슈 최소화

더피알, 한세그룹에 대한
인식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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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메이저 언론사 기획 기사 피칭 및 취재 arrange를 통한 한세그룹 긍정 이슈 확대

• CSR, 채용, 행사 등 기업 이슈 보도 기사 노출 확대

• 부정 이슈 대응 프로세스 통한 위기 관리

• 네이티브 애드 기획 콘텐츠를 통한 긍정적 기업 이미지 구축

‘유라’(JURA) IMC 캠페인

Publicity, AD,  SNS Management(Instagram), Magazine AD, 
Viral/Buzz Marketing, Media Co-op, Naver Brand AD

테니스의 황제, 로저페더러가
유라의 글로벌 앰배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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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erb(아이허브) 바이럴 영상 기획 및 제작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내 바이럴 영상 광고 운영

• 주요 일간지, 온라인지 언론홍보 진행 및 미디어 관리

• iHerb Korea 공식 인스타그램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아이허브(iHerb)’ 마케팅 캠페인

Publicity, Media Relation, Media Monitoring, Campaign viral video making, 
SNS advertisement, Official Instagram organization, SNS Evnet  

바이럴 영상 컨셉 기획부터 모델 섭외, 제작 및 편집까지

SNS채널 맞춤 타겟팅으로 효율적인 바이럴 영상 광고 집행

iHerb, Do You?
아이허브 바이럴 캠페인으로
한국 소비자의 이목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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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차(茶) 브랜드 ‘오설록’ IMC 캠페인

Publicity, Photo Event, Event Promotion, Image Production, 
Viral/Buzz Marketing, SNS Management(Cafe, Facebook), Magazine AD, 
PPL, Press FAM Tour 

티하우스 20개 > 46개로 증가, 매출 20% 이상 증가

올드한 차(茶)의 이미지를
젊게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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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표 차 브랜드 포지셔닝 강화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및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실행

• 보도자료 개발/배포 및 기획기사 피칭 등 언론홍보

• 소비자 제품 경험 강화를 위한 체험단 기획/운영

• 신규 티하우스 오픈 연계 프로모션 기획/실행

• 페이스북, 카페 등 SNS 채널 활용 홍보 기획/운영

• 파워블로거,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파워 유저 등 온라인 인플루언서(Influencer)

를 활용한 바이럴/버즈 마케팅

• 방송, 매거진 등 다각적 매체 활용 PPL/애드버토리얼

• 베스트셀링 제품을 위한 TV CF 기획/제작



• 해당 프로그램의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페이지 운영 및 언론홍보 이벤트

진행 다양한 각도의 이슈를 활용한 온라인

• SNS 프로모션 진행

휴먼드라마 ‘시그널’ 온라인 마케팅

Online Viral, SNS Management, Publicity

‘좋아요!’ 34,228명, 팔로워 33,900명, 백상예술대상 드라마 작품상, 

최우수 연기상(김혜수), 극본상(김은희) 3관왕 수상

드라마의 성공 뒤에
SNS 매복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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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빌 스마트 오븐, 스테이크 그릴, 주서기, 블렌더, 아이스크림 메이커, 

시트러스프레스, 티메이커, 커피머신 등의 제품을 활용한 레시피 영상 56편 제작

• 브레빌 제품들의 와우포인트를 전략적으로 살린 영상을 통해 브레빌 제품 구매자가

제품 활용이 용이하도록 함

• 예비구매자에게 브레빌 만의 USP 전달

브레빌

영상 contents

더피알 디콘팀 56편 직접 제작

브레빌 제품의 와우 포인트를
레시피 영상에 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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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카라 런칭 홍보전략 수립,  ‘요리의 끝’이라는 제품 Concept 제시

• 배우 ‘이서진’ 모델 섭외 및 1/2차 TV CF, 지면광고 제작

• 보도자료 개발/배포 및 기획기사 피칭, 인터뷰 기사 등 언론홍보, 방송, 매거진 등 다각적

•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진행

• ‘이서진 처리기’ 스마트카라 인지도 제고, 음식물 처리기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스마트카라’ IMC 캠페인

TV CF, Publicity, SNS Management(Blog/Facebook/Instagram),
Out door AD, Magazine AD, Digital AD, Buzz Marketing

이서진 처리기 00억, 2017년 180억으로 매출 증가

요리의 끝은 스마트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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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 Networks 기자간담회

• TV 조선, 한경 TV, 조선일보 인터뷰 Arrange

• SBS 모닝 와이드에 ‘히스토리 채널’ 을 모티브로 한 대규모 방탈출 게임 컨벤션

• ‘히스토리 방탈출콘’ 방송 PR

• ‘라이프타임’의 브랜드 엠베서더 김유정 외 런칭 행사 참석 셀럽 포토 세션 진행

A+E Networks

Press Conference

글로벌 미디어 그룹,
에이앤이 네트웍스
한국 진출을 이슈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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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토리 6주년 기념 파티 ‘Play Like 6th’ 컨셉 기획

• 400명 초청 행사 진행 및 코디네이션

• 아시아권 뷰티 Influencer 70명 참석 브랜드의 개성을 살린 브랜드 체험존 운영으로

중국 뷰티 유투버 ‘왕홍’ 현장 생중계

• 알리바바 외 국내외 바이어 참석으로 주요 세일즈 계약 성사

코스토리 색조런칭 기자 간담회 & 6주년 기념 파티

Press conference, Viral, VIP Party, Celeb MKT

기자, 인플루언서, 거래처
한번에 사로 잡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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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pr.co.kr
Tel. 6223-5556 / Fax. 6223-5559 / E-mail. contact@theprc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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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은

브랜드를 소비자의 마음 속에 심고

키워가는 Brand Relation Agency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