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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맵은 시행사이면서,  

기획력이 강점인 능동형 홍보마케팅 대행사 입니다.” 

 PR캠페인 

 지면기사 

 SNS  

 (참고)온라인언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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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바이 건 송출이 아닌, 브랜딩을 위한 PR방법 

• 바이럴 구심점인 기자들과의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유지, 해당 브랜드를 다양한 컨텐츠로 활용 가능성 

• 특정매체와의 Co-work으로 진행되는 기획기사 및 지면기사 노출, 

• 행사 및 전시회의 경우 사진부 기자 초청을 통한 Boom-up 

• 서비스 특성에 따라 잡지쪽 으로도 가능. 

 

왜 필요한가? 

PR캠페인 

[디지털타임스 _ 디엔에이소프트 ] [ 동아일보 _ 삿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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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유업 삿포로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획기사 작성 및 송출 

• 월간 뉴스클리핑 리포트 및 월간 기획 리포트 작성 

• 식음료 기사미팅 진행 (월 5회) 

진행사례 1. 

[ 토요경제 _ 삿포로 ] [ 머니위크 _ 삿포로 ] 

PR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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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베 베이비페어 (이가전람)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획기사 작성 및 송출, 월간 뉴스클리핑 리포트 전달 

• 행사 당일 프레스룸 운영, 기자 응대  

• 사진부 기자 초청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행사 기간 중 Boom-up 

진행사례 2. 

[ 이코노믹리뷰 _ 코리아베이비페어 ] 

PR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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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리어스 마이늘 (JMK)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획기사 작성 및 송출, 월간 뉴스클리핑 리포트 전달 

• 포에트리 데이 및 프랜차이즈 설명회 등 행사 관련 취재 등 

진행사례 3. 

[ 뉴시스 _ 율리어스 마이늘 ] [ 메트로 _ 율리어스 마이늘 ] 

PR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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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탈제이드 (매일유업)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획기사 작성 및 송출, 월간 뉴스클리핑 리포트 전달 

• 쿠킹클래스 등 행사 취재 진행, 잡지 기자 미팅 진행 

진행사례 4. 

PR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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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비용 

서비스 내용 비용 세부사항 

A형 300만원 /월 

월 2회 기획기사 작성 

회당 주요 매체 2건, 검색매체 5건 송출 보장 

출입기자 리스트 관리  

주 5회 업계 모니터링  

월 말  뉴스 클리핑 보고서 전달 

B형 500만원 / 월 

월 2회 기획기사 작성 +a 

회당 주요 매체 3건, 검색매체 7건 송출 보장 

출입기자 리스트 관리 및 미팅진행 

미팅 비용(식사비)및 출장비 드림맵에서 부담 

주 5회 업계 모니터링  

월 말  뉴스 클리핑 보고서 전달 

• 업종에 따라 진행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첫 기획 단계시 협의해 진행합니다. 

• 광고주에서 원하는 매체가 있다면 추후 협의 가능 

• 비용: VAT별도 

PR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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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수요일 스포츠월드 지면기사 송출 

• 기사 작성 무료, 온라인 동시 송출 1+1 혜택 

스포츠월드 지면기사 

지면기사 

서비스 내용 비용 세부사항 

스포츠월드 지면기사 1회: 20만원 지면기사+온라인기사 

스포츠월드 _ 아반트코리아 스포츠월드 _ e-편한이사 스포츠월드 _ 스윗플로라 

진행비용 
• 비용: 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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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인지도 상승 : 사이트에서 다루기 힘든 콘텐츠를 블로그 활용을 통해 고객과 소통 

• 브랜드 노출 : 한국인터넷 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는 포털 검색 후 41%가 블로그로 이동 

왜 필요한가? 

브랜드 블로그 운영 방안 

• 알찬 포스팅 내용으로 고객 유입 

• 네이버 고유의 로직을 빠르게 파악하여 지속적인 노출 

• 검색자 유입을 위한 홍보 전략 진행 

• 단순 상위노출을 위한 노골적 상업용 포스팅이 아닌, 신뢰 및 소통을 추구하는 홍보 효과 

진행 프로세스 

공식 블로그 

1. 사전조사 

블로그 생성 부터 디자인 
작업 진행. 컬러, 오브젝트 

등 컨셉 기획 

2. 블로그 디자인 기획 

제품 및 서비스 특성에  
맞는 블로그 기획 및 
콘텐츠 계획 수립 

광고주 컨펌된 기획 
구성안을 토대로 실제 
디자인 제작 완료 

3. 디자인 시안 제작 4. 블로그 세팅 

블로그 카테고리, 디자인 
등 적용 완료 

블로그 포스트 작성 및 
이웃 작업 등록 등 
운영 시작 

5. 운영시작 6. 결과 리포트 제출 

월말 분석 
리포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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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례 

[율리어스 마이늘 공식 블로그]  [명문요양병원 공식 블로그]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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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확산으로 SNS 콘텐츠 사용량 증가 

• 빠른 속도의 확산성과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 및 실시간 반응 확인 가능 

왜 필요한가? 

공식 SNS 운영 방안 

• 타겟의 공감을 일으키는 콘텐츠 포스팅으로 고객 유입 

• 제 3자 공유를 위한 이벤트 및 확산성 있는 콘텐츠 업로드 

• 노골적 홍보가 아닌 공감을 통한 스토리텔링 

• 블로그 및 다양한 SNS 채널 연동을 통한 확산 

진행 프로세스 

1. 사전조사 

블로그 생성 부터 디자인 
작업 진행. 컬러, 오브젝트 
등 컨셉 기획 후 세팅 

2. 페이스북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특성에 
맞는 페이스북 콘텐츠, 
화자, 이미지 등 컨셉 기획 

페이스북 콘텐츠 
업로드 및 

구독자 수 관리 

3. 운영 시작 4. 결과 리포트 제출 

월말 결과 분석 
리포트 제출  

공식 SNS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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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비용/월(VAT별도) 세부사항 

블로그 
3개월 : 150만원 
6개월 : 120만원 

 블로그 디자인 무료 진행 
 포스팅 월 15건+a 
 서로이웃 100명 관리 
 최소 3개월 단위 진행 
 월 초 월간 계획 및 월말 실행 리포트 전달 

페이스북 
3개월 : 100만원 
6개월 : 80만원 

• 페이스북 커버 및 프로필 디자인  
• 월 포스팅 15건+a 
• 최소 3개월 단위 진행 
• 월 초 월간 계획 및 월말 실행 리포트 전달 

인스타그램 
3개월 : 100만원 
6개월 : 80만원 

• 인스타그램 페이지 디자인 
• 월 포스팅 15건+a 
• 최소 3개월 단위 진행 
• 월 초 월간 계획 및 월말 실행 리포트 전달 

페이스북+인스타그램 
3개월 : 120만원 
6개월 : 100만원 

• 디자인 무료 진행 
• 월초 월간계획 및 월말 실행 리포트 전달 
• 최소 3개월 단위 진행 
 

블로그+페이스북 
3개월 : 200만원 
6개월 : 170만원 

블로그+인스타그램 
3개월 : 200만원 
6개월 : 170만원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3개월 : 250만원 
6개월 : 200만원 

공식 SNS 단가표 

• 업종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이벤트 비용 별도 

• 상황에 따라 미 포스팅 및 콘텐츠 넘치는 경우 다음달 포스팅 건수에서 당기거나 이월 가능 



• 네이버 통합검색에 노출되어 주목도 높음 

• 배너 및 검색광고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 가능 

• 공식 블로그로 연동되기 때문에 더 많은 메시지 전달 

• 네이버 통합검색에서 정보성 블로그 콘텐츠로 연동되며, 블로그에서 특정 광고 페이지로 연동 가능 

파워콘텐츠(블로그) 광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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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지역 등 제품 및 서비스에 적합한 타겟에게만 노출되어 효과적 

• 배너 및 검색광고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 가능 

• 콘텐츠형 광고로, 페이지 구독으로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인 구독 유도 가능 

• 뉴스피드(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에 노출되어 주목도 높음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광고 효과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광고 진행 프로세스 

SNS 광고 

1. 광고기획 

광고 콘텐츠 제작 

2. 콘텐츠 기획 

제품 및 서비스 특성에 
맞는 타겟 설정 

광고비에 맞춰 
실시간 확인을 통한 

조율 

3. 운영 시작 4. 결과 리포트 제출 

월말 광고 분석 
리포트 제출  



단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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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제작단가 세부사항 

페이스북 광고 

*월 예산에 따라 광고 진행 
- 컨텐츠 작성비, 디자인 비용 무료 

인스타그램 광고 

파워콘텐츠 

SNS 광고 



• 단순 상위 노출을 위한 광고성 포스팅이 아닌, 진실성이 담긴 포스팅 작성 

• 키워드 가이드를 통해 효과적인 노출 기획 

• 노골적 홍보가 아닌 공감을 통한 스토리텔링 

• 블로그 및 다양한 SNS 채널 연동을 통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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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은 고가품 구매 전 52%가 블로그 후기 보고 결정 ('소비자 구매 우선 순위 조사' 마스터카드. 2015) 

•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 전 온라인 포럼이나 소비자 블로그를 통해 구매 후기 확인 (이마케터) 

• 80% 온라인 잠재고객들은 구매 의사 결정 이전 소비자들의 상품 및 서비스 리뷰 참고 

▶  회사 또는 판매원이 만들어내는 정보보다 다른 소비자들이 생산해 내는 정보를 더 신뢰 

왜 필요한가? 

블로그 체험단 운영 방안 

진행 프로세스 

블로그 체험단 

1. 콘텐츠 기획 

전반적인 콘텐츠 
가이드 및 
키워드 기획 

5. 결과 리포트 제출 

포스팅과 키워드 노출
관련 결과 리포트 제출 

4. 포스팅 

최소한의 가이드로 
포스팅 진행, 다양성 
및 진실성 확보 

3. 체험 

블로거 및 광고주 
시간 조율 후 
체험 진행 

2. 체험단 선정 

블로그 지수 높은 
블로거 선정 



단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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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형의 경우, 최소한의 가이드로 진행 

• 실속형의 경우, 가이드 잡아 진행 

• 체험 비용은 광고주 부담 

• 3일 1페이지 노출 보장, 3일 전 노출 진행 안될 시 서비스 처리 (일부 키워드 제외) 

서비스 내용 제작단가 세부사항 

신뢰형 건당 15만원 
상위 노출 가능한 블로그 

가이드라인 없이 진행 , 진실성 

실속형 건당 10만원 
상위 노출 가능한 블로그 
가이드라인 잡아서 진행 

블로그 체험단 



COPYRIGHT ⓒ 2015 DREAM MAP ALL RIGHTS RESERVED. 

• 기사형태로 송출되는 광고성 보도자료  

•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을 통해 기업 홍보, 신뢰성 획득 

• 합리적인  비용으로  기업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PR  

• 매체 뿐 아니라 포털 (PC/모바일)에 기사 배포 

• 언론 노출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적합 

• 이슈 마케팅 및  퍼스널 브랜딩 마케팅에 적합 

온라인 언론홍보란? 

(참고)온라인언론홍보 

신뢰도 이슈화 

합리적 비용 N사 상위노출 

[그림] 언론홍보의 장점 

소비자들은 뉴스 형태의 컨텐츠를 신뢰함 

• 닐슨 온라인 글로벌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구매자들의 추천(리뷰)다음으로 뉴스 컨텐츠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기존 광고보다 뉴스컨텐츠를 신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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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 소비자들은 뉴스 컨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수용함 

온라인 언론 홍보 노출 영역 

온라인언론홍보 

3사 포털 및 언론사 페이지에 노출 

• 모바일 포험, 3사 포털 동시 노출 

• 원하는 키워드로 상위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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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 및 이벤트 등 이슈형 컨텐츠 

• 키워드: 웨딩박람회, 혼수박람회 

온라인 언론홍보 샘플1 

온라인언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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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서비스 출시 등 정보성 컨텐츠에 적합 

온라인 언론홍보 샘플2 

온라인언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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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서비스홍보에 적합 

• 키워드: 천안 꽃집 

온라인 언론홍보 샘플3 

온라인언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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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마케팅 및 퍼스널 브랜딩에 적합한 인터뷰 기사 가능 

• 제품 출시 기획 및 전통있는 브랜드에 적합 

온라인 언론홍보 샘플4 

온라인언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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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기사: 컨셉에 맞춰 여러 광고주의 제품을 묶어 진행하는 기사 

• 네이티브형 기사로 소비자들이 컨텐츠로 인식해 수용 

온라인 언론홍보 샘플5 

온라인언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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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기사 작성 비용만 포함 된 가격 

• 매체송출 비용은, 기사 속성 및 매체사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됨. (10만원~30만원) 

기사작성비용 

온라인언론홍보 

서비스 내용 비용 세부사항 

기사작성 
1회:  5만원 

10회: 40만원 
키워드 작업 진행 

일반적인 보도자료 성격 

인터뷰기사 
서면인터뷰 30만원 
취재인터뷰 40만원 
사진촬영 : 20만원 

기자 출신 내부직원이 직접 진행 
스케쥴 맞춰 인터뷰 진행 

인터뷰 전 후 기사 기획 회의 및 미팅 진행 

취재기사 
1회 : 35만원 

사진촬영 : 20만원 
 

행사장 및 전시회 등을 취재 
지방일 경우 출장비 +a 

기획기사 
1회: 50만원 

10회: 400만원 

시즌별, 이슈별 아이디어를 담은 기획기사 
기획기사 회의 진행 및 송출 후 보고  

그래픽,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비용 별도 

매칭기사 
1회: 업체당 30만원  

(매체비용 포함) 

이슈에 맞춰 3~4곳의 기사를 묶어 진행 
네이티브형 기사로 소비자들이 콘텐츠로 인식 

송출일자 및 기사 내용 협의 진행 
 

* 매체 비용 별도/VAT 10% 부과 



Address 

Tel 

Fax 

E-mail 

Subway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 V1센터 313호 

1644. 3280 

070. 4009. 7578 

mkt@dreammap.kr 

당     산     역    2호선 1번 출구 건널목 지나서 직진 

                        9호선 11번 출구 직진 당서초등학교 맞은편 

영등포구청역    5호선 7번 출구 직진 

                        2호선 3번 출구 직진 

 

SK 

V1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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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DREAM MAP www.dreammap.kr 

A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 V1센터 313호 

T  1644.3280 

F  070.4009.7578 

E  mediapr@dreammap.kr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