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의 리더, 뉴스와이어 

 

뉴스와이어는 기업이 발표하는 보도자료 뉴스를 언론, 포털, 투자자에게 배포하는 뉴스 배포 

서비스의 리더입니다. 현재 수천 개의 기업, 정부기관, 단체가 뉴스와이어 플랫폼과 배포 채

널을 이용해 보도자료 뉴스와 공시 정보를 글자, 사진, 동영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뉴스 전송 채널 

2004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 www.newswire.co.kr )는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보도자료 배포 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야후 등 대형 포털을 비롯해 1

백개에 달하는 국내 언론사와 실시간 보도자료 전송 채널을 구축하고 보도자료를 뉴스로 전

송해 언론 보도를 가능케 해드립니다. 

 

정확한 뉴스 배포와 타겟팅 

뉴스와이어는 기업이 발표하고자 하는 보도자료에 알맞은 담당 분야 언론인에게 타겟팅한 

보도자료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이를 위해 143개 산업별, 26개 주제별, 11개 지역별로 뉴스

와이어를 분류해 언론인 회원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마이 뉴스로 설정해 이를 이메일, RSS, 

스마트폰으로 구독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1만6천여명의 언론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효

과 높은 보도자료 타겟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 기술 적용 

뉴스와이어는 기업이 발표한 보도자료 뉴스가 주요 검색엔진에서도 잘 검색될 수 있게 도와

드립니다. 소비자가 뉴스를 검색했을 때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 엔진 최적화

(Search Engine Optimization)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어 같은 인터넷 기반의 뉴

스 배포 서비스는 이메일과 팩스로만 전달하는 보도자료 배포 방식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효

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강력한 글로벌  파트너 십 

뉴스와이어는 마켓와이어, 글로브뉴스와이어, 다우존스 등 해외 상업 통신사와 제휴해 국내 

기업의 영문 보도자료 뉴스를 AP, Yahoo 등 수천 개의 해외 언론과 포털에 배포하고 있습니

다. 영문 기본 서비스 외에 중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 동남아 남미 등 다양한 국가 선

택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상장 기업의 보도자료를 한글로 번역해 국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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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사와 포털에 배포하는 관문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최적화 

뉴스와이어는 기업이 소셜 미디어 최적화(Social Media Optimization, SMO)를 할 수 있도록 

뉴스공유, RSS피드 등 다양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유튜

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스와이어에 올린 보도자료 뉴스나 영상을 친구나 지인에게 쉽

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스와이어를 이용하는 기업에게는 기업별 뉴스룸 RSS가 생성

돼 RSS피드 구독자에게 자사의 보도자료를 손쉽게 알릴 수 있습니다. 

 

1.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 
 

 

 

2004년에 설립된 뉴스와이어는 기업이 발표하는 보도자료 뉴스를 언론, 포털, 투자자에게 

배포하는 뉴스 배포 서비스의 리더입니다. 현재 4천여 개의 기업, 정부기관, 단체가 뉴스와

이어 플랫폼과 배포 채널을 이용해 보도자료 뉴스와 공시 정보를 글자, 사진, 동영상으로 배

포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어는 보도자료를 상세히 분류해 오늘 현재 조선, 중앙, 동아, KBS, MBC, SBS 등 800

여개 언론사 소속 1만명의 언론인 회원에게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개인 맞춤식 보도

자료 목록을 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은 이 보도자료를 인용해 많은 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어는 또한 다음, 야후 등 포털 뉴스 코너를 비롯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전자신문, SBS, 오마이뉴스 등 100여개 언론사와 보도자료 전송 채널을 구축하고 기업이 발

표한 보도자료를 실시간 뉴스로 전송합니다. 

 

뉴스와이어에 게재된 보도자료에는 검색 엔진 최적화(SEO) 기술이 적용돼 검색을 하는 소비

자에게 기업 뉴스의 노출을 극대화해 드립니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트, 

링크나우 등 SNS 사용자가 보도자료를 친구와 팔로워에게 전파할 수 있는 뉴스 공유 기능

도 제공합니다. 

 

뉴스와이어는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 이용 기업에게 기업별 뉴스룸을 제공해 언론인이 쉽게 

그 기업의 홍보담당자를 접촉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또한 기업의 보도자료 RSS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국내 배포 채널 

뉴스와이어는 아래 1백여 개 언론 매체 및 포털과 제휴해 보도자료를 전송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뉴스와이어에 가입한 800여개 언론사 소속 1만명의 언론인 회원에게도 매일 개인 

맞춤형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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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 서비스 요금 

 

서비스 명칭 보도자료 횟수 금액(부가세 포함) 

보도자료 배포 1회 1회 88,000원 

보도자료 배포 5회 5회 253,000원 

보도자료 배포 10회 10회 363,000원 

보도자료 배포 20회 20회 550,000원 

보도자료 배포 30회 30회 726,000원 

보도자료 배포 50회 50회 990,000원 

보도자료 배포 75회 75회 1,320,000원 

보도자료 배포 100회 100회 1,650,000원 

보도자료 배포 150회 150회 2,310,000원 

보도자료 배포 200회 200회 2,860,000원 

 

*200회 이상 배포 서비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전화로 상담 및 신청해야 합니다.      

*유료 서비스는 구매 후 1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유료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언론홍보핸드북>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최초 1회한) 

*홍보대행사가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대행하는 모든 고객회사(클라이언트)의 보도자료에 유

료서비스가 적용되어 배포 서비스 횟수가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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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방법 

 

1.신용카드 결제 

배포서비스를 이용하려면 Newswire.co.kr에서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

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결제하자마자 바로 보도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http://www.newswire.co.kr/?sd=20&act=req&st=1 

 

2.온라인 입금 

위에서 배포 서비스를 선택한 뒤 해당되는 서비스 요금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

서 발급을 원하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이메일 (cs@newswire.co.kr) 또는 팩스(02-737-3611)로 

보내주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입금 계좌번호: 신한은행 274-05-025090 , 예금주: 코리아뉴스와이어  

 

서비스 상담 

뉴스와이어 서비스 영업팀  

cs@newswire.co.kr 

전화 02-737-3600 

 

2. 보도자료 해외 배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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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를 대표하는 보도자료 통신사인 뉴스와이어는 글로벌 보도자료 통신사인 마켓와이어와 

제휴 AP, Yahoo 등 전세계 수천개 미디어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립니다. 해외 전시회 출품

보다 해외 언론사와 포털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훨씬 파급 효과가 크고 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해외 배포 보도자료 보기 http://www.newswire.co.kr/?md=A06 

 

전세계 3천여개 매체에 배포 

뉴스와이어를 통해 해외로 배포한 보도자료는 AP, Yahoo, New York Times, Google News, 

Dow Jones, The Wall Street Journal, Bloomberg, Market Watch, MSN, AOL, MSNBC, Lexis-

Nexis, Factiva 등 3천여 개 매체로 전송됩니다. 뉴스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

반적으로 한번 배포로 100~300개의 보도 결과를 뉴스 클리핑 보고서로 받아 볼 수 있습니

다. 

 

배포 대상 국가, 산업 분야 선택 

발표 기업이 흔히 쓰는 서비스는 영문 스탠다드 서비스로, 미국, 영국 등 영어권 국가에 주

로 배포되며 Yahoo.com 뉴스에도 게재가 됩니다. 영문 기본 서비스 외에 중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 동남아 남미 등 다양한 국가 선택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산업 

분야의 전문 매체에 배포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할인된 서비스 요금 

영문 보도자료 배포 스탠다드 서비스는 62만원(영어 단어 400자 기준, 부가세 별도)이며, 선

택하는 국가와 산업 분야에 따라 요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뉴스와이어는 마켓와이어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기업이 마켓와이어를 직접 이용하는 것 보다 할인된 가격에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신뢰성 있는 서비스 

보도자료 배포 대상 지역과 국가를 선정을 할 때 뉴스와이어 해외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 장벽, 시차, 경험 미숙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배포 며칠 뒤에는 보도된 결과를 뉴스 클리핑 보고서로 받아볼 수 있게 해드

립니다. 

 

보도자료 번역 가능 

해외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려면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영문 보도자료 작성

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뉴스와이어는 영자신문에서 일했던 전문가에게 의뢰해 번역 서비스

도 함께 제공합니다. 영문은 물론,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 불어, 포르투갈

어로 번역돼 현지 언론에 제공합니다. 

http://www.newswire.co.kr/?md=A06


 

 

 

보도자료 국내 배포 무료 제공 

해외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외 언론과 포털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리

는 한편 뉴스와이어를 통해 국내 언론과 포털에도 영문 보도자료와 한글 보도자료를 무료로 

배포해 드리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아래 글로벌 배포 서비스 페이지에서 서비스 견적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join@newswire.co.kr 로 보내주시면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고 비용도 알려드립니다. 

 

해외 배포 서비스 신청  http://www.newswire.co.kr/?sd=202 

 

보도자료 해외 배포 채널 

뉴스와이어는 글로벌 통신사와 제휴해 보도자료를 전세계 언론사와 포털에 배포합니다. 

     

 

4. 입금계좌 

신한은행 274-05-025090 코리아뉴스와이어㈜ 

 

5. 서비스 문의 

뉴스와이어 해외 서비스 담당 고미재 부장  

전화: 02-737-3600 

메일: join@newswire.co.kr 

 

 

 

3. 보도자료 프리미엄 배포 서비스 
 

기업이 발표하려는 보도자료에 알맞은 담당 분야 기자에게 타겟 메일링 방식으로 보도자료

를 보내고, 언론의 보도를 모니터링해 다음 날 결과 보고서까지 제공하는 프리미엄 언론 홍

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뉴스와이어가 언론인 회원, 제휴 언론 매체와 포털에도 보도

mailto:join@newswire.co.kr
http://www.newswire.co.kr/?sd=202
mailto:join@newswire.co.kr
http://www.newswire.co.kr/modules/etc/goUrl.php?type=cooperation&no=7
http://www.newswire.co.kr/modules/etc/goUrl.php?type=cooperation&no=8
http://www.newswire.co.kr/modules/etc/goUrl.php?type=cooperation&no=66


 

 

자료를 전송하는 스탠다드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어가 보유한 방대한 언론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기업이 발표하려는 뉴스에 

맞는 기자에게 개인 메일 방식으로 보도자료를 보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수백 명의 담당 

분야 언론인에게 타겟팅해 보도자료를 메일링 하므로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게 됩니다. 따

라서 회사가 신제품이나 중요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프리미엄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프리미엄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는 뉴스와이어가 제휴 언론 매체, 포털, 언론인 회원에게 보

도자료를 전송하는 스탠다드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배

포 후 언론의 보도를 모니터링해 결과 보고서까지 만들어 드립니다. 

 

1만6천명의 언론인 DB 구축 

 

프리미엄 서비스를 위해 뉴스와이어는 신문, 잡지, 방송, 전문지, 블로그 등 4천여 개 언론매

체 소속 1만6천명의 언론인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기자의 담당 분야와 연락처를 지속적으

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하는 담당 분야는 IT, 건설, 공연, 건강, 인터넷, 관광, 식

품, 뷰티, 부동산, 모바일, 출판, 자동차, 에너지, 환경 등 약 5백 개 산업 분야입니다. 또한 

주요 시도의 지역 담당 기자도 업데이트 중입니다. 

 

기자에게 개인 메일 방식으로 보도자료 배포 

 

기업이 프리미엄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화 상담과 보도자료 분석을 통해 어

느 산업 분야의 기자에게 보내야 보도가 많이 될 것인지 파악한 다음, 보도자료를 완성도 

높은 기사 형식으로 다듬고 해당 산업 분야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개인 메일 방식으로 보냅

니다. 발송해 드리는 기자의 숫자는 산업 분야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대개 200명~500명 

정도입니다. 이어 뉴스와이어에도 게재하고 제휴 포털과 언론에 전송한 후, 언론 보도를 모

니터링해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서비스 절차 

 

신청 및 결제 → 전화 상담 → 보도자료 편집 또는 작성 → 언론인DB에서 타겟 기자 명단 

추출 → 보도자료 메일 발송 → 언론 보도 → 뉴스와이어 게재 및 제휴 언론 포털 전송 → 

결과 보고서 제공 

 

 



 

 

프리미엄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 요금 

 

서비스 명칭 금액(부가세 포함) 

프리미엄 보도자료 배포 297,000원 

프리미엄 보도자료 배포 + 보도자료 작성* 495,000원 

 

*홍보담당자가 없어 보도자료를 작성하기가 어려운 기업은 보도자료 작성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자 출신의 뉴스와이어 편집자가 전화 취재를 통해 보도자료를 작

성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프리미엄 배포 신청 및 결제: http://www.newswire.co.kr/?sd=19 

 

서비스 상담 

뉴스와이어 미디어팀  

cs@newswire.co.kr 

전화 02-737-3600 

 

4. 보도자료 작성 + 배포 서비스 
 

보도자료 작성 서비스는 경험 많은 뉴스와이어 편집진이 보도자료를 뉴스 형식에 맞춰 작성

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작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까지도 

함께 해드립니다. 뉴스와이어 편집진은 보도자료 발표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와이어 편집진은 회사의 발표 내용이 더 뉴스 가치가 

느껴지게, 신뢰감을 줄 수 있게 작성해 드립니다. 

 

보도자료 작성을 요청하려면 우선 작성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제를 합니다. 이어서 뉴스와이

어 편집진( join@newswire.co.kr)에게 보도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보내면 뉴스와

이어 편집진이 전화로 취재를 해서 보도자료를 기사체 문장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보도자료

의 분량은 일반적으로 A4용지 1~2매 정도입니다. 작성한 보도자료를 고객이 최종 승인하면 

뉴스와이어는 제휴한 언론사와 포털에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까지 해드립니다. 

 

서비스 요금: 385,000원(부가세 포함) 

 

서비스 신청 http://www.newswire.co.kr/?sd=22 

http://www.newswire.co.kr/?sd=19
mailto:cs@newswire.co.kr
http://www.newswire.co.kr/?sd=22


 

 

 

서비스 상담 

뉴스와이어 편집팀  

cs@newswire.co.kr 

전화 02-737-3600 

 

 

5.동영상 보도자료 서비스 
 

보도자료에 사진과 영상을 넣으면 뉴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와 기자는 YouTube 영상을 뉴스와이어에서 다운로드해 언론 매체의 뉴스 기사 내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YouTube 영상 사용 방법 

뉴스와이어는 보도자료에 YouTube 영상을 쉽게 삽입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기

업이 보도자료를 등록할 때 YouTube 영상의 URL을 입력하면 보도자료에 유튜브 영상 화면

이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보도자료를 뉴스와이어에 등록하기 전에 먼저 유튜브에 영상을 올

려야 합니다. 영상을 올리면 영상의 고유 URL이 생성됩니다. 이 URL을 뉴스와이어에 보도

자료 등록할 때 입력하면 됩니다. 

 

동영상 보도자료 제작 및 편집 

뉴스와이어는 뉴스 영상 제작 전문가를 두고 기업의 영상 보도자료를 제작해 드립니다. 동

영상 보도자료는 인터넷 신문, TV, 아이패드, PC, 스마트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하므로 기업과 제품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와이어에 영상 보도자료 제

작을 의뢰하는 경우,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 1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미 촬영한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전문가가 편집해 드리는 서비

스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도자료 제작 신청 http://www.newswire.co.kr/?sd=23 

 

뉴스와이어 고객지원팀  

cs@newswire.co.kr 

전화 02-737-3600 

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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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어 사용 후기 
 

“뉴스와이어를 올해 4년째 활용하고 있는데 그 동안 회사 인지도가 몰라볼 정도로 성장했습

니다. 지금 같은 인지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뉴스와이어를 통한 보도자료의 지속적 배포

가 큰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와이어의 각종 서비스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며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뉴스와이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이슨앤케이홀딩스 한규호 PR매니저 

 

“뉴스와이어에 게재된 자사의 보도자료를 보고, 각 언론사 및 방송사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취재 요청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LIG손해보험 홍보담당 안정훈 

 

“뉴스와이어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은 언론인이 사용을 한다는데 있습니다. 중소형 인터넷언

론사부터, 경제지, 전문지 기자까지 중고자 사이트 카즈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릴 수 있었습

니다. 업체가 일일이 기자 명단을 수집하느라고 고생하지 않아도 간편한 등록만으로도 자동

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시스템은 뉴스와이어의 막강한 장점입니다” 

중고차 사이트 카즈 박성진 대리 

 

“뉴스와이어의 보도자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론인이 가공하지 않은 보도자료 원문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메시지를 그대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스와이

어에 게재된 보도자료를 본 기자들이 취재 요청을 해 올 때가 많아 효과를 실감하고 있습니

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김윤영 

 

“뉴스와이어 서비스는 기본적인 포털 사이트 배포 능력도 능력이거니와 1만 명이 넘는 언론

인 회원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파급력을 짜릿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뉴스와

이어가 제게 소중한 것은 뉴스와이어를 활용하는 그 자체의 기쁨입니다.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걸 뉴스와이어가 느끼게 해줬습니다.” 

유아용품업체 와이케이비앤씨 황수진 대리 

 

“기존에 접촉했던 매체 이외에 다른 기자가 기획 기사를 준비하면서 뉴스와이어 보도자료에 

기재된 홍보팀 연락처를 보고 연락해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 홍보담당 홍진표 

 



 

 

“대기전력 제로기술 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신제품을 뉴스와이어의 동영상 보도자

료(VNR=Video News Release)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홍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행운이

었습니다. 뉴스와이어 덕택에 해외 바이어들의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뉴스와이어로 홍보의 

첫 싹을 키웠고 이제 뉴스와이어를 통해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해외 수출에 나

서고 있습니다” 

모토모테크 김정훈 대표 

 

“뉴스와이어에 보도자료를 등록하자마자 다른 통신사를 통해 보도가 되었을 때 파급효과를 

실감하였습니다.” 

크리스탈지노믹스 IR팀장 이경동 

 

“저처럼 업계 경력이 짧은 홍보회사 CEO에게 뉴스와이어는 가장 강력한 솔루션 제공자이자 

믿음직한 비즈니스 파트너임을 고백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뉴스와이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저런 회사에 기웃거려보았지만 뉴스와이어보다 나은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홍보대행사 프라이드온 박승준 대표 

 

“웬만한 신문 노출 보다 낫습니다. 신제품 보도자료 발표 후, 문의 전화가 왔고, 블로거들에 

의해 여기저기 퍼 져서 제품을 알리는데 효과를 보았습니다.” 

불스원 서영아 

 

“뉴스와이어 보도자료 서비스의 장점은 기업이 등록한 보도자료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확인

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도자료를 게재하기 전 능동적으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뉴스와

이어 편집진을 보면서 단순한 홍보대행업체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미디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청소년연맹 홍찬기 간사 

 

“뉴스와이어는 기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전시회와 세미나 등 행사를 등록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많은 기자들에게 전시회와 행사 일정을 알릴 수 있어서 유용합

니다. 실제로 뉴스와이어의 행사 공지 내용을 보고 문의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시전문회사 메쎄이앤디 최수진 대리 

 

“뉴스와이어의 장점으로 뉴스 관리 계정에서 보도자료 조회수를 통해 네티즌의 실시간 반응

을 알아볼 수 있는 점입니다. 우리가 홍보대행을 맡은 고객 기업의 보도자료 가운데는 3만

회가 넘게 클릭된 보도자료도 있었습니다.” 

홍보대행사 키위피알 손수미 실장 

 



 

 

“뉴스와이어를 알게 된 것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하지만 신청만 한다고 모든 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첫 보도자료를 냈는데 결과는 의외로 좋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보

도자료는 좋은 뉴스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매체가 보도를 했고 기

사를 통해서 유입되는 트래픽도 상당했습니다. 사업 시작 초기 홍보가 고민이라면, 뉴스와이

어가 도와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도움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한메소프트 손은석 대표 

 

“라오스 등 아세안 지역 현지소식 및 각종 사업 정보를 한국에 알리기 위해 뉴스와이어 보

도자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아세안 지역 현지소식을 국내외로 전달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에서는 뉴스와이어가 메이저 뉴스 반열에 당

당히 올라가 있을 정도로 그 인지도가 대단합니다” 

아세안투데이 김영렬 기자 

 

“고급 여성 이너웨어 다크엔젤을 국내에 런칭하면서 톱모델을 동원해 적극적인 홍보 계획을 

세웠지만 미디어에 잘 알릴 만한 노하우도 부족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뉴스와이어를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고 첫 런칭 

방송 당일은 물론 한동안 홈쇼핑에서 매진신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성 이너웨어 판매사 투에이치스타 박종삼 부장 

 

“최근 몇몇 온라인 신문사들이 광고에 가까운 보도자료를 마치 일반 기사인 것처럼 포탈사

이트에 송출하여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뉴스와이어는 보도자료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보도자료 등록 시 불량 보도자료를 1차로 걸러내는 보류, 승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네티즌들에게 안심과 신뢰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

니다” 

홍보대행사 웍스넷 김민수 실장 

 

“3년 넘게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뉴스와이어는 다른 매체에 비해 보도자료 

등록이 빠릅니다. 보도자료를 보내고 30분도 안되어 확인해 보면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뉴스와이어뿐만 아니라 뉴스와이어가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매체들이 많아 검색 

시 여러 곳에 노출된다는 점도 뉴스와이어를 이용하면서 얻은 이점입니다” 

자격증 공무원 전문 교육기업 에듀윌 이인희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