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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커뮤니케이션즈소개

ABOUT POST COMMUNICATIONS



PR에서마케팅그리고디지털까지
소비자와브랜드가만나고소통하는모든길목에
포스트커뮤니케이션즈가있습니다.

포스트커뮤케이션즈는2015년설립이후디지털마케팅시장을주도하고있는

국내대표디지털마케팅전문기업입니다.

소셜과디지털그리고모바일등다양한채널과플랫폼을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진행하고있습니다. 특히브랜딩에서세일즈까지전략적기획과

다양한솔루션을기반으로클라이언트의브랜드와마케팅플랜을접목해

성공적인결과를완성하는핵심파트너로인정받고있습니다.

이제포스트커뮤니케이션즈는단순한PR과마케팅의울타리를훌쩍뛰어넘어

그역량과가능성을더욱확대하고자합니다.

영역과한계를극복하고더큰도전과열정으로최상의가치를만들어갈

포스트커뮤니케이션즈의발걸음을지켜봐주십시오.

We find a better way



시장의변화와트렌드에빠르게대응하는
개방형협업(Open Co-Work) 구축

포스트커뮤니케이션즈는기존회사의운영방식과달리조직과조직, 사람과사람이

함께하는개방형협업시스템(Open Co-work System)을도입해시장의변화와트렌드에

발빠르게대응하고있습니다.

총1개의그룹과2개의부문그리고3개의팀으로구성,  프로젝트별특성에맞는

전문인력이협업을통한시너지로보다큰성과를이뤄내고있습니다.

Organization



Awards

포스트커뮤니케이션의성과는국내뿐만아니라해외에서도인정받고있습니다

2017 앤어워드(&Award) 
Digital AD 부문Social Content 분야그랑프리수상

2017 앤어워드(&Award) 
Digital Media 부문Digital Contents 분야그랑프리

2017올해의에이전시어워드(Agency of The Year Awards)
‘한일독립에이전시’부문은상

2016올해의에이전시어워드(Agency of The Year Awards)
‘한일독립에이전시’부문동상



Clients

포스트커뮤니케이션즈만의최고의솔루션을기반으로국내외유수기업과함께하고있습니다



서비스

SERVICE



Social Channel Management

Contents Creative

Strategical AD Campaign

IMC

Public Relations

소비자들의니즈와시장및트렌드를명확히파악해브랜드, 소셜스토리텔링, 영상, 크리에이
티브등에대한창의적전략을수립해최고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오랜시간과노력으로캠페인/ 광고등에대한데이터분석기반의노하우를 축적해
효율적인캠페인/광고를집행할수있습니다.

트렌디하고주목도가높은크리에이티브콘텐츠제작을통한다양한노출로
소비자들의액션을유도하고높은마케팅효과적인를기대할수있습니다.

Customizing Marketing Service

데이터기반의분석력과효과적으로커뮤니케이션으로마케팅전략을결정하는데필요한
솔루션과전문인력을제공합니다. 



Social Channel
Management

단순히SNS 채널만을운영하는것이아닌전략기획부터플랫폼을활용한
디지털마케팅수립및실행까지모든부분의역량을보유하고집중하고있습니다.

포스트커뮤니케이션즈는국내외다양한기업과브랜드의SNS 채널운영과
광고캠페인으로브랜드인지도상승과인게이지먼트증대를통한매출상승까지

최상의소셜커뮤니케이션성과를만들어내고있습니다

디지털에최적화된전문인력및빠르게변화하는트렌드를반영한
소셜콘텐츠의기획및제작, 운영관리를기반으로한전략과한발앞선솔루션을제공하고있습니다



Creative
Contents

단순히보기좋은콘텐츠가아닌전략적이고참신한기획력과밀도높은완성도로

고객사와소비자의마음을움직일수있는콘텐츠를만드는것이저희의목표입니다.

콘텐츠의중요성은날이갈수록커지고있습니다.
짧은시간안에효과적인브랜드아이덴티티와제품USP를노출해야합니다.

국내는물론해외의다양한브랜드경험을가지고있는포스트커뮤니케이션즈는축적된노하우와
최신트렌드분석을통해막연한아이디어를브랜드소셜채널에최적화된콘텐츠로구현합니다.

브랜드를효과적으로알리고확산할수있는효과적인콘텐츠크리에이티브솔루션을지금경험해보시기바랍니다.

https://youtu.be/pgYuA2bXjl0https://www.youtube.com/watch?v=34pvAEvEViE

https://youtu.be/pgYuA2bXjl0
https://www.youtube.com/watch?v=34pvAEvEViE


Marketing 
Communication

포털및소셜미디어등디지털환경에서영상, 이미지등의비주얼콘텐츠와뉴스,파워블로거, 
커뮤니티등SEO(검색엔진최적화) 확보와콘텐츠마케팅과결합한가장앞선서비스를제공합니다.

특히여러프로그램들의상호연관성에맞추어통합적으로마케팅활동을수행해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의중요목표인경쟁브랜드대비긍정적SOV(Share of Voice)를통해

마케팅성과를극대화시키고있습니다.

포털및검색엔진SEO와효과적인마케팅전략을위한최적의솔루션을제공합니다.



Strategical
AD Campaign 소비자분석을통한미디어광고전략으로국내외성공적인광고결과를만들고있습니다.

소셜채널과포털그리고카페, 블로그등다양한디지털채널에서소비자들이공감하고반응하고
공유하는컨텐츠에대한이해를쌓아왔습니다.

이러한이해를바탕으로소셜채널캠페인, 웹사이트기반캠페인, 영상바이럴캠페인, 인플루언서제휴
마케팅, SNS 광고캠페인등고객사의니즈에최적화된캠페인전략을제공, 

성공적인결과를만들어냅니다.

국내뿐만아니라해외소비자들(영국, 브라질, 미국, 중국, 홍콩, UAE 등)을대상으로한
다양한소셜캠페인경험을바탕으로국내기업들의성공적인해외진출을위한

디지털캠페인도제공하고있습니다.



Public
Relations

다년간의퍼블리시티노하우와함께미디어와의우호적인관계로최적의결과물을제공합니다

포스트커뮤니케이션즈는지면, 방송, 온라인등국내2,800여명의언론네트워크를통한다양한언론
노출과이를통한브랜드신뢰도강화및인지도상승에기여하고있습니다.

언론대상의기자간담회, 포토세션을비롯해마케팅차원의고객프로모션, 런칭쇼등타깃공중과의
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을통해최적화된방법을제안합니다.

전통적인미디어외에도급변화하는PR환경에새롭게떠오르고있는새로운매체들과의적극적협업
을통한새로운언론홍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케이스스터디

CASE STUDY



포스트커뮤니케이션즈는200여개가넘는프로젝트수행경험과

데이터기반의차별화된분석을통해최상의마케팅결과를제공해왔습니다.

국내외다양한기업들과의마케팅파트너로서고객의상황에맞는기획, 전략

그리고실행운영까지포스트커뮤니케이션즈의전문가들이수행한

성공적인결과를직접확인하세요.

다년간의수행경험

데이터기반의분석

Total Marketing
Solution

전략적기획력

전문인력



Digital MarketingDigital Marketing

현대자동차국내
현대자동차통합 SNS 운영

2017년부터현재까지현대자동차SNS 통합운영및디지털캠페인을진행하고있습니다. 

SNS 최적화된 다양한브랜디드콘텐츠와고객참여및공감을유도하는엔터테인먼트콘텐츠를통해

트렌디하고역동적인현대자동차의이미지를구축하는데힘쓰고있습니다. 

이밖에신차런칭, 브랜드프로모션캠페인, 바이럴무비캠페인등 마케팅거점으로소셜채널을적극활용해

다양한소비자와의디지털접점을확대하고있습니다. 



Digital Marketing

현대자동차글로벌
현대자동차글로벌페이지통합 SNS 운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물론유튜브와트위터, 핀터레스트까지! 현대자동차가운영하는글로벌SNS 페이지를통합운영하고있습니다. 

전세계자동차업계최초로3D 포스팅을진행하는등가장최신의기술을크리에이티브에적용하는시도는물론

촬영기획, 제작까지 현대자동차가자동차업계를넘어SNS에서도No.1이되도록다양한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Digital Marketing

LG전자글로벌모바일
LG전자글로벌모바일 SNS 통합운영

포스트커뮤니케이션즈는2015년부터LG전자모바일사업부(LG Mobile)글로벌디지털마케팅및브랜딩캠페인을진행하고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4개플랫폼을통한글로벌5백만명이상의고객대상데일리커뮤니케이션과함께

캠페인전략수립, 소재제작, 미디어집행, 결과보고등디지털전영역에걸친판매지원마케팅도담당하고있습니다.

포스트커뮤니케이션즈는국내최초인스타그램글로벌광고캠페인을설계집행하였으며,타겟데이터분석의Data Driven 크리에이티브제작은물론

한류아이돌콜라보레이션캠페인, 글로벌인플루언서프로그램, 법인프로모션캠페인지원등새로운캠페인을시도하며

Facebook / Instagram 글로벌성공케이스네건을등재하는등디지털전영역에서다양한성과를내고있습니다.



Publicity

LG전자가전
LG전자 HA & AS 국내언론홍보

(Home Appliance & Air Solution)

포스트커뮤니케이션즈는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정수기등LG전자의HA&AS 가전에대한국내언론홍보활동을진행해왔습니다.

제품의수가많은만큼진행해야할업무가많았지만제품의USP, 특징과함께시즈널한이슈와접목해

매체와소비자들이관심을끌수있는기사앵글을꾸준히개발해왔습니다.

보도자료뿐만아니라애드버토리얼, 오프라인행사, 포토세션등여러언론홍보활동을펼친결과

LG전자의가전브랜드가No.1으로꾸준히소비자들에게자리매김하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Digital Marketing

매일유업바리스타룰스
바리스타룰스브랜드 SNS/홈페이지/포스트운영

Digital Marketing

매일유업바리스타룰스
바리스타룰스브랜드 SNS/홈페이지/포스트운영

포스트커뮤니케이션즈는매일유업의바리스타룰스와함께커피전문채널을만들어나가고있습니다. 

페이스북을통해보다많은사람이커피에관심을가질수있는컨텐츠를만들어내고,

홈페이지를통해커피고관여자들도흥미롭게볼수있는칼럼을기획하고있습니다. 

또한커피엑스포가열리는해외현장도직접찾아가세계의커피트렌드를함께연구하며,

좋은커피를만들기위한바리스타룰스의노력하나하나를고객들에게전달하고있습니다. 



Digital Marketing

KT(Korea Telecom)
KT corp. 통합 SNS 운영

KT SNS통합운영및영상제작을진행하고있습니다. 브랜드채널의메인타깃(15-24) 의특징과라이프스타일을파악하고그에맞춘브랜디드콘텐츠개발과

각채널들의신규기능과트렌드를빠르게활용하여통신업계SNS를리딩하는기업이미지를만들어내고있습니다.

자체제작콘텐츠외유튜브를중심으로하는크리에이터들과의콜라보브랜디드콘텐츠개발,

웹시트콤제작등SNS 운영에국한되지않은다양한콘텐츠기획과개발로소비자와의눈높이를 맞추고소통하는채널로발전시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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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쟝센
미쟝센디지털헤어매거진크리에이티브콘텐츠개발

2016년부터현재까지아모레퍼시픽의헤어브랜드‘미쟝센’의디지털헤어매거진‘라이킷헤어’ 웹사이트콘텐츠기획부터제작, 납품까지

전문성있는크리에이티브업무를진행하고있습니다. 

메이크업, 패션외헤어정보를전문적으로다루는채널의부재상황속에서포스트커뮤니케이션즈는 헤어영상튜토리얼, 화보형칼럼등

수준높은 헤어정보를다양한유형으로콘텐츠화하며‘라이킷헤어’사이트가국내헤어정보리딩채널로 거듭나는데큰기여를해왔습니다. 

특히헤어관리및스타일링에관심이많은소비자타깃의트렌디한헤어스타일링TIP, 제품카테고리별How-to등시의성있고톡톡튀는

콘텐츠발굴에주력하며,패션위크시즌SNS(FB/IG) 운영등디지털영역의확장성있는업무도프로젝트협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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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CITANE
록시땅인스타그램및인플루언서운영

포스트커뮤니케이션즈는록시땅코리아의인스타그램 채널운영을통해국내뷰티매니아들과소통하고있습니다.

신제품과시즌캠페인, 다양한타브랜드와의콜라보레이션등을 비쥬얼라이징하여록시땅만의프로방스감성을전달하고있습니다.

또한제품 시딩을통해영향력있는인플루언서들을지속적으로관리및운영하여록시땅제품을효과적으로노출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시각장애인을위한록시땅 CSR 캠페인을매년통합운영해록시땅의사회적가치를널리알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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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클라우드브랜드 SNS 운영

2017년부터현재까지롯데주류의프리미엄맥주브랜드클라우드의SNS 운영및디지털캠페인을진행하고있습니다.

남성매거진레옹(LEON)과콜라보레이션을통한시즌별SNS 모델선발프로그램진행및화보촬영, 옥션(Auction)플랫폼을통한매달한정판굿즈제작및판매, 

유명MCN을활용한영상시리즈콘텐츠제작, 생맥주취급매장연계이벤트등다채로운캠페인과코어타깃맞춤형기획콘텐츠를통해소비자와소통하고있으며

SNS를통한커뮤니케이션을넘어 온-오프라인전방위적으로클라우드만의프리미엄브랜드의가치를알리는데주력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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