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사의 이벤트, 비지니스, 제품을 일본에서 PR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일본의 소비자층에게 접근하고 브랜드를 인식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언론홍보(프레스 릴리스) 입니다. 브랜드 론칭부터 개발 정보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소비자층이 보인 반응 등을 기사화하여 각 미디어에 기사를 송출합니다. 

 

프레스 릴리스는 광고가 아닌 미디어를 통한 신빙성 있는 정보로 취급되므로, PR 에 대한 

공신력과 파급력이 담보됩니다. 

 

당사는 일본의 주요 메이저 신문사를 시작으로 excite 와 infoseek, 블로그 등 일본 유수의 

포털사이트를 포함한 일본의 약 7000 개사의 미디어와 제휴를 통해 귀사의 「홍보기사」를 일본 

독자층에 송출 해드립니다. 

 

1.일본 언론 홍보-프레스 릴리스 

프레스 릴리스란? 

프레스 릴리스란 홍보 PR 활동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으로 신문사나 방송국에 보내는 

보도자료를 말합니다. ※보도기관(프레스)에 정보제공(릴리스) 하는 것을 프레스 릴리스라고 함. 

또한 기업 등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비유하는 마케팅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 인터넷을 활용한 프레스 릴리스가 필요한가? 

인터넷이 비지니스 분야와 소비자 생활에 깊이 침투되어 있어, 그에 따른 미디어의 역할과 

소비자 행동의 경향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웹 PR 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홍보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홍보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업이 발신하는 정보의 노출 기회를 늘릴 수 있는 

프레스 릴리스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프레스 릴리스의 기대효과 

1. 미디어에 기사 기재 

2. 미디어로부터의 취재 요청 

3. 기업으로부터의 파트너 제휴 문의 

4. 소비자로부터의 직접 문의 

5. 브랜드 이미지 강화 

6. 기업 혹은 제품의 인지도 향상 

7. 홈페이지 방문자 수 증가 

당사의 강점 

1.프레스 릴리스 파트너십 체결로 인한 저가 광고 실현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0 일간 프레스 릴리스 배포무제한가능(월정액 150,000 원)  

  ※기사작성료별도   

2.주요 언론사 게재 확인 및 광고 효과 리포트 무료 제공(모든 언론사 전수조사는 유료) 

3.당사 전문 PR 스태프가 프레스 릴리스 원고 작성 및 조언 

4.원어민 감수를 통해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전달 

5.다양한 옵션 

● 한류 뉴스 웹매거진 Danmee(Google Publisher 멤버)에 기사 및 배너게재(월 P/V 200 만) 

● Danmee 공식 SNS(트위터, 페이스북, 라인@) 광고 

●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 

● 일본어 랜딩 페이지 제작 지원 



2. 기본 요금표. 

저렴한 요금의 기본요금부터,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옵션포함 요금까지! 

지금이라면 특별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본 PR 무료컨설팅 

무료 

일본에서의 기본적인 PR 무료컨설팅 

 

● 프레스릴리스 

기간한정 특별가격 

150,000 원 

일본미디어에 프레스 릴리스 송신(*기사작성료별도) 

 

● 기사 작성 및 번역 

기간한정 특별가격 

148,000 원 

기사 작성 및 PR 기사를 일본 미디어 사양에 맞게 수정, 번역 

 

● 일본어 홈페이지(랜딩페이지) 제작 

기간한정 특별가격 

300,000 원~ 

희망 디자인과 페이지 수 및 기능에 따라 금액 변동 

  

※엔화 결제 가능 

※귀사에서 작성한 일본어 기사가 프레스 릴리스의 취지 및 미디어 각사의 편집 방향에 맞지 않을 경우, 

프레스 릴리스 플랜은 이용 할 수 없으므로 주의 부탁드립니다. 



3.PR 홍보 프로세스 

● 인터뷰 및 기사화 가능한 정보 수집 

● 기사 작성 및 기사번역・수정 

● 미디어에 배포 

● 모니터링 및 레포트 제공 

4.ABOUT US 

당사는 일본에서 웹 매거진 Danmee 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7000 사의 일본 미디어와 제휴해 

프레스 릴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타깃 오디언스에 노출, 일본 SNS 활용 및 

인플루언서 소개 그리고 홈페이지(랜딩 페이지) 제작까지 모든 서비스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명:주식회사 뷰티테크（株式会社 ビューティーテック） 

회사주소: 일본 동경도 신주쿠구 신주쿠 6-29-10 노구치빌딩 6F（東京都新宿区新宿 6-29-10 

野口ビル 6 階） 

대표전화:03-6302-1788 

FAX:03-6302-1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