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 Digital Contents Communicator

LIN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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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aways
Time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측정 가능하고
즉각적이며
쉽게 공유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라인피알은 콘텐츠로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길을 열 것입니다. 



Digital Branding 

4.
Fourth

전통적인 PR을 넘어 디지털과 융복합되고
소셜과 멀티미디어를 커넥팅하는 제4의 PR

PR의 목적은 변하지 않지만 기술과 시대와 고객은 변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 이름, 라인피알입니다. 

PR

DIGITAL

MULTIMEDIA SOCIAL
Strategic

IMC
Communications



Milestone
공공지자체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문화원 콘텐츠 제작 연간대행
･횡성문화재단 횡성 온라인 축제 돈스파이크 오픈 키친 홍보대행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메인 영상 제작 및 홍보(SNS) 운영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언론 및 온라인 홍보 대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 보호 홍보 용역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 이러닝 플랫폼 홍보 콘텐츠 제작
･동두천시 숲속 레저도시 콘텐츠 제작 및 영상 광고
･서울 중구청 돌봄지원사업카페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인스타그램 콘텐츠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분기사업발표 카드뉴스 기획,제작
･서울시 교육청 학교폭력 관련 예방교육 카드뉴스 자료 제작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SNS 콘텐츠 제작 및 이벤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세먼지 포럼 콘텐츠 제작 및 행사 운영
･해양경찰청 카드뉴스 및 리플렛제작 안전캠페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북스타트코리아 공모전 운영
･인천테크노파크 카드뉴스 제작 및 온라인 마케팅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태양광 공모전 홍보
･농협 인삼 나눔 토크콘서트 바이럴 및 행사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온라인 홍보 컨설팅

Go
Endless

라인피알은 100여 개 기업프로젝트, 50여 개의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클라이언트와의지속적인연속계약을이어오고있는믿음과 신뢰의 기업입니다.

2019년 주식회사 라인피알 법인 설립
2019년 라인비즈 양수양도
2019년 트래블엠 문화관광 플랫폼 오픈
2020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설립
2020년 충남 사내벤처 자회사 설립
2021년 수출기반지원바우처,중소기업혁신바우처

관광기업혁신바우처, 지역혁신정보사업
수행기업 등록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기업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동영상 제작 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여성 벤처 협회 회원사 / 여성기업 인증
가족친화기업 인증 / 현장실습 선도기업

2019  ~ 2021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사내캠페인 콘텐츠 제작
･웅진씽크빅 디지털 콘텐츠 카드뉴스 제작
･ GS건설 아트자이 홈페이지 구축 및 콘텐츠 제작
･ JW중외제약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
･함소아제약 함소아한의원 콘텐츠 제작 통합마케팅
･모해교육협동조합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전국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협의회 콘텐츠 제작
･농업법인 프레쉬벨 콘텐츠 제작 및 통합마케팅
･유웰데코 커머스 플랫폼 구축 및 통합마케팅
･우리동네사진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협회프로젝트

20년 이상 분야별 전문가 임원들의 기획력

트렌드에 빠른 2030 청년들의 실행력





서비스
Digital PR Work



Digital PR 
Main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영상 멀티플 콘텐츠
소셜미디어와 유투브 홈페이지에서 활용될 브랜디드 콘텐츠와 홍보 스낵 영상을

기획, 제작, 노출합니다. 디자인을 특화한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웹툰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뉴미디어 SNS채널 제작 운영
모바일을 기반하는 뉴미디어의 성장으로 채널을 통한

타겟팅된 직접소통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콘텐츠와 주제에 맞는 채널운영 전문가와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언서 & 크리에이터의 커넥티드
1인미디어의 발달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는

셀럽 및 연예인보다 강력한 홍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IMC 캠페인 및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에 최적화된 브랜드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합니다.

통합 캠페인 프로모션 이벤트 퍼포먼스 마케팅 통해 목표와 기대효과에 맞춘

성과분석 가능한 디지털 마케팅 & 커머스 웹 앱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수출, 중소,관광, 지역 혁신기업 바우처 수행
영상, 디자인, 홈페이지, PPL, 브랜딩 등 관광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의 정부 바우처

수행기관으로써 차별화된 콘텐츠와 마케팅 홍보를 진행합니다. 

차별화된 집중 서비스



:  클라이언트가원하는모든서비스를제공하는디지털 PR

Digital PR Sub

기자단 &
서포터즈

공모전
인지도조사

팸투어
호텔파티

홈페이지
플랫폼 구축

SA / DA
타겟
광고

글로벌



대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종합홍보서비스
대기업중견기업과함께하는홍보서비스캠페인sns 콘텐츠제작 통합홍보서비스등

대기업중견기업벤처기업과함께기업브랜드의가치를성장시킵니다.

SERVICE



공공기관 국가기관 공기업 지자체 종합홍보서비스
정부기관의방송라디오캠페인홍보물 공모전교육홍보정책홍보등

다양한공공기관의 종합홍보서비스를제공합니다.  홍보물기획및제작통합홍보마케팅의원스탑서비스를제공합니다.

SERVICE



건강브랜드를위한 커머스마케팅
브랜드홍보, 소비자유입&전환그리고판매로이어지는놀라운퍼포먼스가창출되는이유!

통계를기반으로한명확한분석과섬세한기획을기반으로제작한건강을담은콘텐츠로고객의마음을이끕니다.

SERVICE



메디컬 홍보마케팅서비스
전문병원특성화병원의경험

브랜딩컨설팅서비스메디컬전문콘텐츠제작과학적통합마케팅 서비스
병원컨셉의료진퍼스널브랜딩 IMC마케팅 플랜을제시합니다. 

SERVICE



글로벌캠페인프로모션
글로벌시대에맞는디지털콘텐츠및홍보물디자인영상등을제작하고

SNS 구글해외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와함께K브랜드의홍보확산을 진행합니다.
동남아시아중국베트남독일영어권다양한글로벌서비스

SERVICE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중소기업혁신 / 지역혁신정보사업 바우처수행
중소기업대상외국어콘텐츠및영상, 상세페이지등제작을지원합니다.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홍보/광고“  중소기업혁신바우처“홍보영상,디자인,홈페이지”서비스에 수행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

SERVICE

조달청수출지원팀대한민국혁신제품영문카드뉴스제작지원

경북테크노파크 ㈜프레쉬벨곰곰주스와디즈클라우드펀딩사업지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외국어E카탈로그제작지원



관광기업혁신바우처수행 / 문화여행플랫폼“TRAVEL M”
관광기업혁신바우처사업을통해관광기업특화된마케팅홍보디자인영상.홍보지원을수행합니다. 

“문화관광여행다양한문화관광콘텐츠를담은“트레블엠 자체콘텐츠플랫폼을통한콘텐츠를제작합니다.

SERVICE

http://www.travelm.kr

http://www.travelm.kr/


농·수산물관련사업지원
농·수산물관련축제/이벤트및공모전을통한사업홍보를진행합니다.

커머스유통을통한스토어팜입점판매및커머스맞춤퍼포먼스마케팅을실행합니다.

SERVICE



프로그램
Digital PROGRAM



카드뉴스 /  인포그래픽 /  모션그래픽
스토리텔링이담긴기획디자인콘티작성,

디자인에스토리를담습니다.

PROGRAM

이미지클릭시모션그래픽 영상을볼수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6FtN-v5DUI
https://www.youtube.com/watch?v=1f72h-12OXM


웹툰 /  애니메이션
웹툰을통해전하고자하는기획을명확히전달합니다.

PROGRAM

이미지클릭시애니메이션 영상을볼수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jfCyRR580c
https://www.youtube.com/watch?v=pL5SyeixKWs


홍보영상제작
어필하고자하는장점, 포인트를바탕으로시나리오를기획하여촬영합니다.

분위기나방향성, 톤앤매너를고려하여영상편집을진행합니다.

PROGRAM

이미지클릭시해당영상을볼수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beuX0OMZT0
https://www.youtube.com/watch?v=QqUePHy88i0
https://www.youtube.com/watch?v=3yHfXGxP-Uk
https://youtu.be/GYihZXk2OtU
https://www.youtube.com/watch?v=rgEzWCxle44
https://www.youtube.com/watch?v=zzXRU7PTork
https://www.youtube.com/watch?v=QUmTgET9jg8
https://www.youtube.com/watch?v=AA-kNU3hlLE
https://www.youtube.com/watch?v=G-wcdIih8kU


인터뷰스케치영상제작
추구하시는영상스타일에따라다양한각도에서촬영합니다.

분위기나방향성, 톤앤매너를고려하여영상편집을진행합니다.

PROGRAM

이미지클릭시해당영상을볼수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VsbHciWgIQ
https://www.youtube.com/watch?v=T0IwUbG6n0g
https://www.youtube.com/watch?v=S8re3SrxwB8
https://www.youtube.com/watch?v=DCuJk7kXgq0
https://www.youtube.com/watch?v=fGsacKEimiU
https://www.youtube.com/watch?v=zwHIZ6Nw-fQ
https://www.youtube.com/watch?v=F47xFmmPikQ
https://www.youtube.com/watch?v=ZALF7ZhkQr4
https://www.youtube.com/watch?v=4wyXAvBd7KM


SNS 유튜브바이럴스낵영상
스토리텔링이담긴SNS 사진은감성적콘텐츠기획을바탕으로촬영합니다. 

전문팝캐스트음성녹음과디지털홍보에최적화된바이럴영상을기획제작하며광고홍보를진행합니다. 

PROGRAM

이미지클릭시해당영상을볼수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8AVKTXoWAo
https://www.youtube.com/watch?v=6tQahOQTH5w
https://www.youtube.com/watch?v=4CIZOfSExeA
https://www.youtube.com/watch?v=pyhyVW_qGa4
https://www.youtube.com/watch?v=kxewrl5Vw0I
https://www.youtube.com/watch?v=E1M6DkdvznI
https://www.youtube.com/watch?v=sRBmkq2GLZE
https://www.youtube.com/watch?v=x1GeYXLEKTg
https://www.youtube.com/watch?v=DA2jWYiT65k


인플루언서 유튜버크리에이터
디지털마케팅의새로운주인공으로1인방송을넘어수십만명수백만명에게영향력을끼치는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를통해 바이럴마케팅보다더강력한파워를제공합니다. 

라인피알과 함께하는 인플루언서 & 유튜버 크리에이터

PROGRAM

파워 블로거
1,130명

파워 페이스북 페이지
89개

유튜브 크리에이터
321명

파워 인스타그래머
2,312명



디지털 컨설팅 강의
“숨겨진문제속에서답을찾다“

우리는보이지않는문제점을찾고그해결책을제시해주는컨설팅전문가입니다.

PROGRAM

라인피알 브랜드 마케팅 컨설턴트 차별점
- 20년이상의 홍보 마케팅 실무 경력자
- 10년이상의 강의 마케팅 컨설팅 경력
- 기획 홍보 마케팅 실무 업무 진행중

1. 브랜딩홍보마케팅디지털콘텐츠 책임연구원
-중앙대학교신문방송대학원 PR 전공석사
-중소기업의온라인마케팅활용과정에서 빅데이터활용방안연구
-NHN네이버, 현대차그룹미소학습원, 356mc 등컨설팅진행

2. 창업취업 연구원
-연세대학교창업대학원창업학전공석사
-취업컨설턴트및국제이미지컨설턴트보유
-㈜한국경제TV, ㈜아이보스, ㈜커리어등컨설팅진행

3. 광고스토리텔링연구원
-중앙대학교신문방송학과광고전공졸업
-캘러웨이, 미래창조부창조경제박람회, 한살림마케팅세미나,

MBC아카데미 지역축제 등컨설팅

4.    비즈니스모델브랜딩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사회적경제박사수료
-함께FITNESS, 예향드림, 다함봉사단, 금천구특구사업단 등

컨설팅및멘토링



파워폴리오
Digital Portfolio



성과가
다르다

빅데이터를기반한정확한홍보분석으로퍼포먼스와브랜드확산을일으킵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확산까지함께생각해야합니다.

#공공기관 대표 포트폴리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SNS 채널운영X 콘텐츠제작
공식SNS채널운영

유튜브영상및카드뉴스제작, 이벤트진행

극지연구소
─

SNS 채널운영X 서포터즈운영
연간온라인홍보를맡아공식SNS 채널운영
서포터즈관리, 유튜브영상및카드뉴스제작
소셜아이어워드2021 블로그최고대상수상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SNS 채널운영X 서포터즈운영
연간온라인홍보를맡아공식SNS 채널운영
유튜브영상및카드뉴스제작, 이벤트진행

한국조폐공사
─

제품촬영X 상세페이지제작
제품촬영및보정진행

홈페이지상세페이지, 배너, 썸네일제작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SNS 운영, 서포터즈운영, 전국민리서치
연간온라인홍보를맡아공식SNS 운영, 

서포터즈운영및전국민리서치 진행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온라인X 오프라인홍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온,라인및 오프라인

연간홍보캠페인진행중



서울중구청
─

SNS 채널운영X 영상제작
공식블로그운영및돌봄카페운영

인스타그램용스낵영상및카드뉴스제작

해양경찰청
─

카드뉴스, 포스터및리플렛제작
해양경찰청법률변경안내

카드뉴스및포스터, 리플렛제작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북스타트코리아
─

유튜브채널X SNS 캠페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북스타트코리아의온라인홍보음성및 영상콘텐츠제작, 

유튜브SNS채널 및 페이스북광고통합캠페인광고홍보대행

한국생산기술연구원산업미세먼지포럼
─

포럼행사 X 디자인
산업미세먼지저감을위한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전략포럼운영 및디자인



동두천시청
─

네이버TV 광고및유튜브광고, SNS 운영
동두천숲속포레스트네이버TV 광고및유튜브광고,

홈페이지형블로그및인스타그램운영



당진시청
─

테마관광X 온라인홍보
대표캐릭터활용, 웹툰일러스트제작

내포 통통 버스
─

지역관광X 온라인홍보X 팸투어
당진/ 서산/ 태안을여행하는내포관광활성화를위한

내포관광팸투어내포통통버스온라인홍보및팸투어진행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홍보 인천재직청년드림포인트홍보 취창업재직청년월세지원사업마케팅 드림FOR청년통장온라인마케팅

인천테크노파크
─

SNS 타겟맞춤광고진행&인플루언서및커뮤니티바이럴진행
목표신청인원및기대효과충족, 인플루언서및커뮤니티, SNS 광고를통해

명확한타겟층에지속적인홍보및노출,  사업홍보물제작



거제도 체류형 팸투어
─

체류형관광프로그램기획
행사총괄기획및운영, 인플루언서팸투어

양평 빙어축제
─

홈페이지구축및온라인PR
양평대자연 빙어축제홈페이지구축및

기자단서포터즈모집블로그바이럴마케팅진행



부천국제만화축제 기자간담회
─

문화축제행사 X 온라인홍보X 기자간담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부천국제만화축제의온오프행사진행과

서울과부천기자간담회실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

디지털캠페인
개관1주년기념SNS 마케팅및

포탈바이럴을통해개관1주년온오프행사활성화



태안군
─

태안T-style여행통합커뮤니케이션& 공식블로그SNS 제작운영및기자단
태안T-style여행의온라인마케팅, 디지털캠페인, 팸투어등 IMC마케팅

SNS기자단을모집운영하여 태안의관광산업및군정활동을알리는온라인커뮤니케이션활동

타깃 맞춤형 콘텐츠 제작

포탈 오늘의 TOP 선정
콘텐츠 배포SNS 기자단 SNS채널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
─

콘텐츠제작
고급형일러스트카드뉴스제작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콘텐츠제작
스토리기획및일반형일러스트카드뉴스제작



결과가
다르다

팔리지 않는 제품을 팔아달라는 부탁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라인은 물론 소셜을 이용한 시장의 판을 바꿉니다

#기업 대표 포트폴리오



함소아한의원
─

어린이한의원no1 함소아통합커뮤니케이션및컨설팅
함소아통합커뮤니케이션 SNS영상제작및카드뉴스제작

랜딩형홈페이지및키워드광고컨설팅

함소아제약
─

함소아제약통합커뮤니케이션
함소아몰마케팅SNS 채널운영바이럴등

통합운영대행매출프로모션



GS건설영등포아트자이통합마케팅
─

GS건설영등포아트자이통합바이럴광고마케팅
조사에서광고, SNS 및홈페이지구축

느루요양병원브랜드및통합마케팅
─

느루요양병원 브랜드컨설팅 홈페이지구축유지보수통합마케팅
오픈3개월에강남점 입원율100%   송파점오픈후6개월에 입원율100%  달성

빠른 퍼포먼스마케팅과브랜드마케팅지속진행중



파파아이통합마케팅
─

파파아이홈페이지구축, 스토어팜세팅, 바이럴 , 광고등통합마케팅
파파아이매출성장률3000% 달성

통합퍼포먼스마케팅진행중

뉴데이일일건강통합마케팅
─

뉴데이일일건강브랜드런칭및통합마케팅
오픈1개월스토어찜1,000명달성, 제품80%이상쇼핑검색1페이지노출

통합퍼포먼스마케팅진행중



곰곰주스 와디즈 펀딩
─

곰고주스와디즈펀딩진행
홍보영상제작, 상세페이지기획, 스토리텔링

와디즈펀딩1400% 달성

유웰데코통합마케팅
─

유웰데코및마더킴통합마케팅
유웰데코및마더킴통합마케팅, 스토어팜매출500% 성장

죽/꼬막장제품쇼핑검색1위노출



보쉬전동공구공식카페
운영대행

─
통합카페운영및콘텐츠제작

보쉬카페콘텐츠기획운영및이벤트프로모션 진행
카페바이럴확산등총괄운영대행진행

중외제약공식쇼핑몰
제이웰데이& 하이맘마케팅

─
쇼핑몰구축및마케팅

중외제약공식쇼핑몰제이웰데이리뉴얼및
JW안심푸드 쇼핑몰구축과마케팅컨설팅진행

마세라티라프리마
천일온라인마케팅

─
자동차전문마케팅

자동차전문 블로거시승기네이버지도 , 영역컨설팅등을통해
온라인통합커뮤니케이션을통해 전화율30% 증가

블로그 오늘의 TOP 선정

온라인뉴스



홈페이지 쇼핑몰 랜딩페이지

포트폴리오Portfolio

GS건설

순상고 SNP 중외제약 제이웰데이

파파아이 와디즈 곰곰 클라우드 펀딩



공모전·교육 홍보

포트폴리오Portfolio

인천테크노파크 - 교육 모집 온라인 홍보 귀농귀촌 공모전 –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모전 홍보



이벤트·광고

포트폴리오

서울 중구청 – 페이스북 광고 이벤트 프로모션

보건복지부 금연길라잡이 – SNS 운영 대행 및 타겟 광고 강화군 – 문화재 야행 & 고려문화축전 인플루언서 마케팅

Portfolio

동두천시 - 홍보영상 포털 광고



행사 프로모션 캠페인 이벤트

포트폴리오Portfolio

파라다이스시티 – 베스트 커플 웨딩 이벤트 반얀트리 호텔 - 풀파티

천가만화전 – 한·중 명인 교류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해양캠프

르메르디앙 호텔 - M컨템포퍼리 팝아트 행사

양평군 – 양평 대자연 빙어 축제



Play!
Digital Branding

https://linepr.kr | 1661-6071

Come together with LINE PR

https://linep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