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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홍보 서비스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보도자료 전송망으로 160개국 어디든
해외 홍보 전문가와 상담하여 배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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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언론 홍보는 뉴스와이어로 시작하세요
뉴스와이어 해외 홍보 서비스는 국내 기업이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원하는 지역 언론매체, 포털, 투자자에 자사의 제품,
서비스, 행사 등 뉴스를 홍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비즈니스와이어를 통해 삼성SDI, LG화학, DL이앤씨,
효성, 셀트리온 등 2백여개 기업과 경기도청, 부산시청, 평창올림픽
조직위 등 정부기관의 보도자료를 해외 미디어와 포털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보도자료 전송망을 갖춘 비즈니스와이어
(BusinessWire,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컴퍼니)와 제휴하여
160개국 100,000개 언론과 포털에 100개 언어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보도자료를 현지 언어로 번역하여 영문과 함께 신문, 방송, 통신사, 웹사이트, 산업별 전문매체, 포털 등에 전송합니다.

대표적인 비즈니스와이어 배포 매체
주요 뉴스채널 전송: AP, Dow Jones, Thomson Reuters, AFP, Bloomberg 등
강력한 포털 검색: 야후 뉴스, 구글 뉴스, Dow Jones Marketwatch 등에 다양한 링크 포함한 웹문서 검색
모바일 전송: AP Mobile, Bloomberg, Business Wire mobile-optimized site, AFP Mobile, Thomson Reuters, Yahoo! Finance, Mobile, Morningstar
소셜 미디어 무료 배포: Facebook, Twitter, LinkedIn, Youtub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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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강의 비즈니스와이어 보도자료 배포망

160 +

보도자료 배포 국가를 선정할 때 뉴스와이어의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배포 가능 국가

전 세계 160여 개 국가에 한꺼번에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100,000 +

전 세계 10만 개 신문, 방송, 통신사, 웹사이트, 산업별 전문매체, 포털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스페인 등 개별 국가나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대륙별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배포 미디어

NIEUWS

NOTICIAS

新闻

1,676 +

국가, 대륙별로 종합지는 물론 IT, 바이오, 금융 등 산업 분야 전문지까지 타기팅하여 배포할 수

타깃 배포 써킷 옵션 수

(블로거, 애널리스트, 기자 등) 등에 타기팅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동차, 헬쓰,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는 더욱 세분화한 미디어, 인플루언서

100 +

영문 보도자료 작성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영자신문 출신 전문가에게 의뢰해 한영 번역 서비스를

국가 언어 번역 지원

중국어, 일어, 불어, 포르투갈어 등 다양한 현지 언어로 번역해 언론에 제공합니다.

제공합니다. 비 영어권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는 현지에서 영어를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베이직 무료
해외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뉴스와이어 베이직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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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산업별 배포 서비스 결과 보고서
보도자료 게재 결과 보고서

소셜 미디어 분석 보고서

온라인 뉴스 게재 클리핑과 비즈니스와이어에 게재된 보도자료의

보도자료에 관한 소셜 멘션의 긍정, 부정 분석 결과와

조회수, 클릭 수, 리퍼러 정보, 도달률 등을 보고서로 보내드립니다.

도달률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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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합 배포 서비스 결과 보고서
글로벌 통합 배포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 포스팅과 조회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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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60개 현지 통신사와 제휴를 통한 효과적인 언론 홍보
비즈니스와이어는 전 세계 60개 이상의 통신사와 제휴하여 160개국에 100개 언어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현지에서 강력한 전송망을 구축한 통신사와 대행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언론 홍보할 수 있습니다.

Our Global Distribution Network

Europe

AWP - Switzerland

AFP (Agence France-Presse) Baltic News Agency – Estonia,
Latvia, Lithuania
– Regionwide
AP International – RegionwideCTK - Czech Republic
CNA – Cyprus
ANA (Athens News
DGAP – Germany
Agency) – Greece
IBERONEWS – Spain, Portugal
Anadolu Agency – Turkey
Interfax – Belarus, Czech
ANSA – Italy

Republic, Hungary, Georgia,
Poland, Russia, Slovakia,
Slovenia, Ukraine
MTI – Hungary
Novum – Netherlands
NTB – Norway
PAP – Poland
Press Association – United

Kingdom, Ireland
Ritzaus – Denmark
STA – Slovenia
STT – Finland
TASR – Slovakia
TT – Sweden
vwd – Germany

Asia-Pacific
North America
AP - Regionwide
Business Wire NX Regionwide
Business Wire PressPass Regionwide
Postmedia - Canada
Notimex - Mexico

South America
AFP (Agence France-Presse)
– Regionwide
AP International – Regionwide
Business Wire
PressPass - Regionwide
Notimex – Regionwide
Agencia Estado –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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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America
AFP (Agence France-Presse)
– Regionwide
AP International – Regionwide
FANA (Federation of Arab
News Agencies) – Regionwide
ME Newswire – Regionwide
APA – Egypt
APS – Algeria

Bahrain News Agency
KUNA – Kuwait
ITWeb – South Africa
Lebanon National News
MAP – Morocco
MGM – Israel
National Iraqi News Agency
Oman News Agency
PETRA – Jordan

AFP (Agence France-Presse)
– Regionwide
AP International – Regionwide
Business Wire PressPass Regionwide
Indo-Asian News Service Regionwide
BERNAMA – Malaysia,
Singapore
cBox - Australia, New Zealand
CNA (Central News
Agency) – Taiwan
Interfax – China, Kazakhstan
PNA – Palestine News Agency Jiji Press – Japan
Korea Newswire – Korea
Qatar News Agency
Thai Business News
SANA – Syria
SAPA – South Africa
SPA – Saudi Arabia
TAP – Tunisia
WAM –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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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대륙별, 국가별, 산업별로 보도자료 배포 가능
비즈니스와이어는 전 세계 배포에서부터 대륙별, 국가별, 산업별 배포까지 다양한 요구에 맞는 배포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홍보 전문가가 회사에 맞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상담해드립니다.

미국지역 배포망
Dow Jones, AP, The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Times, Google News, Yahoo! Finance, Bloomberg, Market Watch, MSN, AOL, MSNBC, Lexis-Nexis, Factiva 등
6천여개 매체로 배포됩니다.

라틴 아메리카 배포망
Argentina, Bolivia,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Mexico, Nicaragua, Panama, Paraguay,
Peru, Puerto Rico, Uruguay and Venezuela 등으로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번역되어 1만3천여개 매체로 배포됩니다.

유럽지역 배포망
유럽의 국가별 언어로 번역되어 해당국가 매체로 배포됩니다. (유럽 전체 1만4천여개 매체)

아시아지역 배포망
중국어 일본어 등 해당국가 언어로 번역되어 해당국가 매체로 배포됩니다. (아시아 전체 1만2천여개 매체)

중동지역
Bahrain, Egypt, Iran, Iraq, Jordan, Kuwait, Lebanon, Oman, Qatar, Saudi Arabia, Syria, United Arab Emirates, Yemen, 이스라엘 등으로 아랍어,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5천여개 매체로 배포됩니다.

아프리카
Africa 지역 국가들의 400여개 매체로 배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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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홍보 서비스 이용 절차
고객

배포 국가 결정

영문 보도자료 제출

서비스 결제

영문 보도자료 검수

2

3

4

1

5

9

8

7

6

결과 보고서 수신

현지 대행사 및 통신사 배포

배포 진행
비즈니스와이어 게재

해당 국가 언어 번역
(48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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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어

영문 보도자료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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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대륙별 홍보 서비스
아래는 국내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해외 홍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선택해 견적을 의뢰하면 배포 미디어 리스트를 보내드립니다. 뉴스와이어에
일반회원으로 가입하면 서비스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미국

대륙별
미국 내셔널

네덜란드

폴란드

글로벌 전체

유럽 전체

미국 테크

노르웨이

프랑스

글로벌 파이낸셜

유럽 파이낸셜

미국 바이오

덴마크

글로벌 미디어

유럽 미디어

미국 에너지

독일

핀란드

글로벌 테크

미국 엔터테인먼트

러시아

헝가리

글로벌 헬쓰

뉴질랜드

발틱국가

캐나다 테크

아시아 전체

유럽연합

대만

벨기에

캐나다 파이낸셜

아시아 파이낸셜

중/동유럽

중국권(대만, 홍콩 포함)

스웨덴

캐나다 미디어

아시아 미디어

동유럽

말레이시아

스위스

브라질

아시아 테크

유럽/중동/아프리카

칠레

동남아시아

유럽/중동/아프리카 테크

북미 미디어(미국+캐나다)

아프리카(미국+캐나다+라틴)

싱가포르

아시아

유럽

유럽

스페인

유럽

캐나다

남미

프랑스 테크

인도

아일랜드

멕시코

인도네시아

영국/아일랜드

페루

일본

영국/아일랜드 테크

UAE/두바이

중국

영국/아일랜드 파이낸셜

바레인

태국

오스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호주

이태리

호주/뉴질랜드

체코

이집트

홍콩

터키

카타르

그리스

포르투갈

쿠웨이트

중동+아프
리카

전세계

아시아

북미

유럽 테크
유럽

라틴 테크

중동&아프리카
중동+아프
리카

아프리카 미디어

유럽 헬쓰

중남미

라틴 파이낸셜

걸프 전체

라틴 미디어

중동

중남미

오만
이스라엘

서비스 요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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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이어 이용 고객
글로벌 기업

이용 사례

국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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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뉴스와이어는 기업의 효과적인
해외 홍보를 돕겠습니다.

해외 홍보 서비스 문의
해외 홍보팀
globalsales@newswire.co.kr
1:1 문의하기>
070-7704-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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