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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기업을, 우리는 고객사의 기업가치를 키웁니다

모두별의 컨설턴트들은 다양한 홍보 마케팅 경험으로 부터 얻은 숙련된 노하우를 가졌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혁신하는데 기반이 되는 정확한 데이터와 전략, 실행방안을 제시합니다

Creative Passion Network

WHO WE ARE



데이터 · 소비자 분석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팩트 없는 감정에 호소, 근거 없는 논리와 과장된 포장을 지양합니다.

고객의 니즈와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정확한 분석과 데이터에 기반한 컨설팅을 합니다.

Analysis Study Interaction

WHO WE ARE



플랫폼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슈를 만듭니다

지속적인 분석과 연구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는 한 발 빠른 이슈를 만듭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이야기를 가장 적합한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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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PUBLICITY, MPR

PR 컨설팅
보도자료, 기획기사 개발, 피칭
인터뷰, 포토이벤트
뉴스 모니터링 & 클리핑
빅데이터 기반 이슈 모니터링
방송PPL, 기업 콜라보레이션

MEDIA EVENT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기자단 팸투어
미디어 워크샵/세미나
제작발표회

DIGITAL PR

DIGITAL PR 컨설팅
온라인 이슈 관리
소셜미디어 운영
디지털 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 이벤트
캠페인 기획 운영

BRANDING

브랜드 전략 컨설팅
브랜드 이미지 관리
브랜드 가치 강화
마케팅 컨설팅

STARTUP CONSULTING

스타트업 기업 아이덴티티 정립
스타트업 피칭 코칭
비즈니스 엑셀러레이션 컨설팅
스타트업 맞춤 홍보마케팅컨설팅

MANAGEMENT CONSULTING

이슈관리 & 위기관리
명성관리
CEO 이미지 관리
공공 관계 및 변화관리



CLIENTS
모두별앤컴퍼니는 정부부처,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고객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고객사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REFERENCE



IFC몰

 홍보 기간 : 2016. 1. ~ 2018. 현재
 진행 업무: PR / DPR
 IFC몰의 아이덴티티 및 집객 강화를 위한 PR(언론, 포토행사),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활동 기획 및 실행



스마트스터디(핑크퐁, 상어가족)

 홍보 기간 : 2016. 6. ~ 2018. 현재
 진행 업무: PR / MPR
 스마트스터디 언론홍보 및 MPR을 통한 기업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 PI(CEO 및 임원)



덴비코리아

 홍보 기간 : 2017. 1. ~ 2018. 현재
 진행 업무: PR / MPR
 덴비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MPR, 매거진 협찬, 쿠킹클래스 · 플라워 클래스 등 마케팅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더벤처스 <경기콘텐츠진흥원 VR/AR 육성지원사업 홍보컨설팅>

 홍보컨설팅 기간 : 2017. 12 ~ 2018. 1(Project)
 진행 업무: PR컨설팅, 브랜딩
 경기콘텐츠진흥원 선발 제2회 창조오디션 VR/AR 17개 기업 홍보마케팅 컨설팅(멘토링)

- 대상 : 제2회 창조오디션 선발기업 17개 대상

- 프로그램: 스타트업의브랜드아이덴티티정립과홍보마케팅활동에도움이될수있는 PR컨설팅및

실행전략제시

- 결과 : 신규스타트업의브랜드아이덴티티정립및기업성장을위한홍보마케팅활성화에기여



킨텍스 2017 케이샵

 홍보 기간 : 2017. 1. ~ 2017. 10(Project)
 진행 업무: PR / Photo Event
 2017 케이샵 박람회 홍보, 업계전문지 ‘리테일 매거진’ 기획 기사, SNS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 카드 뉴스 기획 및 제작



서울스퀘어

 홍보 기간 : 2017. 4 ~ 2017. 5(Project)
 진행 업무: PR / Photo Event
 서울스퀘어 사파리 월드 진행 홍보를 위한 PR 포토이벤트, 기획기사 등 언론홍보 진행



이베이코리아 ‘G9’

 홍보 기간 : 2016. 4~2016. 9(Project)
 진행 업무: PR / MPR 
 모바일 쇼핑몰 G9의 인지도 확대 및 ‘미니멀리즘 쇼핑몰’ 포지셔닝 강화를 위한 언론홍보, 온라인 콘텐츠(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제작



천호식품

 홍보 기간 : 2016. 3~2016. 8(Project)
 진행 업무: PR / MPR 
 브랜드 인지도 확대, 강화를 위한 언론홍보 및 MPR 기획, 이슈 관리 실행



소펙사코리아 ‘제15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

 홍보 기간 : 2016. 3~2016. 8(Project)
 진행 업무: PR / IMC / MPR / Online PR
 한국소믈리에대회 성공 개최와 대회 인지도 확대를 위한 미디어 초청, 사진 행사, 미디어 인터뷰 등 언론홍보 진행



콘래드서울(호텔)

 홍보 기간 : 2016. 5~2016. 9(Project)
 진행 업무: PR / MPR
 콘래드서울 호텔의 성수기(7~9) 집객 유도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언론홍보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미디어X 캠프’

 홍보 기간 : 2015. 1 ~ 2015. 12
 진행 업무: PR / Online PR
 과기정통부의 스마트미디어 벤처 발굴 오디션인 ‘스마트미디어X 캠프’ 언론 홍보 및 다큐멘터리, 웹툰 제작 실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CT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

 홍보 기간 : 2015. 1 ~ 2015. 12
 진행 업무: PR / Online PR
 과기정통부 1인 미디어 벤처기업 창업센터인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 언론 홍보 및 SNS 운영, 뉴스레터 제작, 서베이 및 홍보 컨설팅 실행



MBC플러스 ‘MBC드라마넷’

 홍보 기간 : 2015. 1~2015. 5
 진행 업무: PR / MPR / Online PR
 드라마 ‘태양의 도시’ 언론홍보 및 MPR(브랜드 콜라보레이션), SNS(페이스북) 운영



대안안과학회 뮤지컬(Thank U)

 홍보 기간 : 2015.1~2015. 6
 진행 업무: PR / IMC / MPR / Online PR
 대안안과학회 제작 창작뮤지컬 언론홍보 및 온라인 홍보, 관람객 유치를 위한 집객 홍보 및 라디오 프로그램 PPL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orwegian Seafood Council)

 홍보 기간 : 2013~2014
 진행 업무: PR / IMC / MPR / SNS (Digital PR)
 노르웨이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노르웨이 팸투어, 언론홍보, SNS 운영, 소비자 마케팅 프로그램, B2B 프로그램, 위기 관리 등 IMC 실행



스무디킹 코리아

 홍보 기간 : 2012, 2013
 진행 업무: PR / IMC / MPR / Online PR
 스무디킹 브랜드 포지셔닝 및 인지도 강화, 다이어트 체험단, 빌드업 체험단, 전문가 자문단 기획 및 실행



한불모터스 푸조 · 시트로엥

 홍보 기간 : 2012
 진행 업무: PR
 시트로엥 브랜드 한국 론칭, 푸조/시트로엥 홍보 및 신차 론칭 PR 활동 진행



㈜ 모두별앤컴퍼니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B동(더케이트윈타워)

☎ 02-712-7011, July@modoop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