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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맵은 시행사이면서,  

기획력이 강점인 능동형 홍보마케팅 대행사 입니다.” 

 온라인언론홍보 소개  

 부동산 언론홍보  

 병원 언론홍보 

 그 외 언론홍보  

 기사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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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형태로 송출되는 언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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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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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기존 광고보다 뉴스콘텐츠를 신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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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 소비자들은 뉴스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수용함 

온라인 언론 홍보 노출 영역 

온라인언론홍보 

3사 포털 및 언론사 페이지에 노출 

• 모바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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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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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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언론홍보 - 고정 배너광고 상품 

온라인언론홍보 

• URL 및 전화번호 노출이 어려워지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언론홍보 상품  

• 해당 언론사 페이지에만 노출 

• 1달간 배너광고로 전화번호 노출 

• 부동산, 건강, 일반 보도자료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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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언론홍보 - 고정 배너광고 상품 매체 리스트  

온라인언론홍보 

경향신문 / 국민일보 / 세계일보 /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 머니위크 / 뉴스1/파이낸셜뉴스 

코메디닷컴 /  조세일보 /스포츠월드 / 스포츠경향 /포커스뉴스 / 스포츠서울  

 

※ PC 배너광고 가능 매체 리스트는 초록색으로 표시 

※ PC 배너광고 + MOBILE  배너광고 동시  집행가능  매체 리스트는 파란색으로 표시 

※ 배너 적용은 기사 송출 후 10~20분 소요 

※ 비용은 매체 단가 +5만원  

※ 해당 매체에 기사가 송출될 수 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 후,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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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언론홍보 - 고정 배너광고 상품 매체별 사이즈 

온라인언론홍보 

PC 매체리스트 
NO 매체 배너광고 영역 수 배너광고 사이즈 

1 경향신문 2 120*600 / 160*600 

2 국민일보 1 250*250 

3 세계일보 4 

300*250 

728*90 

120*600 / 160*600 

300*300(팝업) 

4 머니투데이 3 

280*140 

R 120*600 

300*300(팝업) 

5 이데일리 3 

R 120*600 / 160*600 

250*250 

300*300(팝업) 

6 뉴스1 1 R 120*600 

7 머니위크 4 

120*600 / 160*600 

728*90 

300*300(팝업) 

8 코메디닷컴 2 120*600 / 160*600 

9 포커스뉴스 3 
300*250 

120*600 / 160*600 

10 조세일보 3 

L 120*600 / 160*600 

728*90 

300*300(팝업) 

11 스포츠서울_기사면 2 120*600 / 160*600 

12 스포츠월드 5 

300*250 

120*600 / 160*600 

728*90 

300*300(팝업) 

13 스포츠경향 2 120*600 / 160*600 

MOBILE 매체리스트 

NO 매체 
배너광고  
영역 수 

배너광고  
사이즈 

1 스포츠서울(모바일) 1 200*200 

    <소재 제작시 요청사항> 
120*600Pixel 또는 160*600Pixel 소재는 2가지 소재를 
제작 후 동시에 전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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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분양 홍보 이슈를 기사화하여 언론을 통한 홍보 서비스 

온라인 언론홍보 - 부동산  

온라인언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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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언론홍보 - 부동산 상품 ① 배너광고: 세계일보, 조세일보, 포커스뉴스  

온라인언론홍보 

• URL 및 전화번호 노출이 어려워지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부동산 상품 

• 해당 언론사 페이지에만 노출 

1달간 배너광고로 전화번호 노출  

① ‘포스코 건설’ 보도자료 배포   

② 네이버 검색을 통해 포스코 건설 검색 및 기사 소비  

③ 해당 보도자료에  ‘포스코 건설’ 캠페인 고정 광고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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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언론홍보 - 부동산 상품 ② 조선비즈 배너 패키지   

온라인언론홍보 

• URL 및 전화번호 노출이 어려워지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부동산 상품 

• 1현장당 10건 패키지 필수 상품  

• 해당 언론사 페이지에만 적용 

배너광고로 전화번호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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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언론홍보  -병의원  

온라인언론홍보 

• 정보성 위주 내용의 기사 

• 제목에 병원 이름을 노출 할 수 없음 

• 시술을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내용은 자제 

• 송출 가능 매체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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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언론홍보 - 동영상뉴스  

온라인언론홍보 

• 기사에 동영상 삽입 

• 매체 : 한국경제 TV 

• 유투브에  영상 올린 후 소스 전달 + 캡처 이미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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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언론홍보 - 카드뉴스  

온라인언론홍보 

* 제작비용, 매체비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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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언론홍보 - 어워드 

온라인언론홍보 

• 언론사와 제휴를 통해 진행되는 통합홍보상품으로 언론사의 공신력을 통해 기업을 알리고 기업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중소기업 타깃의 브랜드 대상은 기업에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머니투데이 <2016 소비자(고객)만족 대상>  

 보도내용 CEO관련, 제품 및 서비스 소개, 경영성과, 마케팅전략 등 

진행일정 
접수마감 : 7월 11일(월), 수시접수(심사 1일 이내) 
기사마감 : 7월 15일(금) 
지면게재 : 7월 말~8월 중순(예정) 

참여방법 선정신청서, PR자료, 기업로고 및 상품사진 

참가혜택 

1. 소비자만족대상 지면 게재(본지면) 및 온라인 동시 보도 
2. 온라인 기사 추가 서비스 5회 - 5개월간(월 1회) 

(130곳 온라인 뉴스 송출) 
3. 소비자만족대상 선정 인증서 수여 및 엠블럼 사용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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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및 부동산 등 특수 건 제외한 일반 보도기사 

• 사진 1장 & A4용지 2/3 텍스트 분량  

• 드림맵 단독으로 스포츠월드 지면기사 송출 

• 지면뿐 아니라 온라인 기사 동시 송출 (지면+온라인뉴스) 

스포츠월드 지면기사 

지면기사 

스포츠월드 _ 아반트코리아 스포츠월드 _ e-편한이사 스포츠월드 _ 스윗플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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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맵에서는 기자출신의 직원이 직접 취재 및 기사 작성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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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 별도) 세부사항 

기사작성 
1회:  5만원 

리라이트 1회 : 3만원 
키워드 작업 진행 

일반적인 보도자료 성격 

인터뷰기사 
서면인터뷰 20만원 
취재인터뷰 30만원 
사진촬영 : 10만원 

기자 출신 내부직원이 직접 진행 
스케쥴 맞춰 인터뷰 진행 

인터뷰 전 후 기사 기획 회의 및 미팅 진행 
지방일 경우 출장비 +a 

취재기사 
1회 : 30만원 

사진촬영 : 20만원 
 

행사장 및 전시회 등을 취재 
지방일 경우 출장비 +a 

기획기사 
협의 

 
* 기사 내용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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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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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