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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서 



With  PRO COMPANY  INTRODUCTION 

빨리 가기 보다는, 
함께 더 멀리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드프로는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종합 홍보대행사 입니다.  
2014년 설립 후 약 40개에 달하는 고객사를 만났으며  

현재까지 성공적인 ‘러닝메이트’가 되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객과 사업 파트너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김 창 욱 



위드프로의 3가지 약속 
  
 

든든한 조력자  
PR 업무는 물론 온라인마케팅, 컨설팅 병행 

늘 함께하는 파트너  
브랜드 가치 향상 장기적 PR 플래닝 

   진심을 다한 PR 
전담팀 구성을 통한 고품질 PR  

With  PRO COMPANY  INTRODUCTION 



Profile  연혁 

주요 클라이언트 

2014                           2015  2016 2017 2018 

2016년 ㈜호반건설 신규 분양 대행,  

㈜반도건설 입주대행 진행  

서울, 미사 등 총 18개 PJT, 약 20,000가구 홍보 

7년 간 (2014년~2020년) 전국 110개 이상 PJT, 약 13만여 가구 분양 PR 수행 

2014년 9월 

2014년 5월 

 
2014년 4월 
 
2014년 3월 

2014년 2월 

㈜하이디벨 연간홍보 대행사 선정  
㈜코업 기업홍보 업무협약  
- 홍보팀 대행 MOU 
 
㈜하나홀딩스 연간홍보 대행사 선정 

- 시장 동향에 따른 사업 컨설팅 업무 진행 중

㈜월드건설산업 연간홍보 대행사 선정 

㈜위드피알 설립 

2015년 10월  
2015년 4월 

㈜바램디앤씨 연간홍보대행사 선정  
㈜피엔케이 연간홍보대행사 선정 

2015년 1월 ㈜대림산업 2015년 연간홍보 대행 
- 2014~2017년 약 2만 7,000가구 홍보 

- 제주도 및 제주영어교육도시 PJT 홍보  

2017년 

2018년 

㈜대림산업 신규 분양 대행, 

서울, 미사 등 총 30개 PJT, 약 37,000가구 홍보 

㈜대림산업 연간홍보  대행사  선정 

서울, 부산 등 총 20개 PJT, 약 8,500가구 홍보 

2019 

2019년 
~현재 

대림산업 · 호반건설 · 동도건설 연간홍보 대행사 
 
부천, 여수 등 총 18개 PJT, 약 12,000가구 홍보 

대림건설 
바램 

디앤씨 

2020년 9월 사명 변경  



Organization Chart   조직도 

대표 이사 홍보 전문가 

김창욱 대표 
01~04 대림 I&S 주택정보화 연구원 
04~12 월드건설 홍보팀장 
12~13 피알페퍼 대표이사  
14~    위드프로 대표이사 

자체 유튜브 채널 ‘리얼프렌즈TV 운영 정대홍 본부장 
08~11 점포라인 홍보팀장    
12~15 부동산태인 홍보팀장 
15~18 함스피알 기획부장 
18~19 피알메이저 PR본부장    
20~          위드프로 사업본부장  

연구소 사업본부 

뉴비즈연구소 
 

임형택 PD 
장선아 대리 

 

PR팀 
 

정대홍 본부장 
 
 

영업팀 
 

박종보 차장 
 
 

경영지원팀 
 

임윤희 차장 
 
 

고객사 영상 촬영(드론 촬영 포함) 및 편집  

인포그래픽 영상 제작 및 편집 서비스 제공 





Business Territory   컨설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및 홍보팀 대행 등 
사업 컨설팅 파트너쉽 

ㅣ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ㅣ 
 
신규 사업지 분석 및 사업 단계 검토 

언론사 데스크 미팅  
광고 및 분양사 추천 및 선정 

ㅣ홍보팀 대행ㅣ 
 

브랜드 및 기업 PR 
월드건설, 코업, 하나홀딩스 등 진행중 



Business Territory   언론홍보 

주요매체 우호 보도 확보 및 지역언론 관리로 
악성 기사 방지 

언론 PR – 주요매체 보도자료 작성 및 기자관리 지역언론 관리 – 악성 기사 방지 및 디펜스 PR, 협찬기사 진행 

기사 작성  
PJT 컨셉 및 
자료 수집 

⇡  
보도자료 배포  

전 언론사 대상 배포 
반영현황 보고 

⇡  
기자관리  
주요 매체 
기자 미팅 

지역지 
지방 
사업 

지역지 



Business Territory   언론홍보 

취재 기자단 운영과 애드버토리얼 등 
M/H 오픈 전후 집중 조명 

언론 PR – 주요매체 보도자료 작성 및 기자관리 애드버토리얼 – 기사식 광고 

포털사 게재 
최신 뉴스 
실시간 등록 

지속적 언론 
노출 가능 

세부적인 
특장점 전달 

수요자 유입 
촉진 

방문 기자 
사전 확인 M/H 오픈 방문 언론사 

기사 송고 응대 



Business Territory   언론홍보 

조, 중, 동, 매경, 한경, 연합뉴스, SBS 등 
국내 최고 권위의 언론매체와 지속적 협력 

▲ 연합뉴스TV           
 
▲ MBN 

▲ SBS 생활경제           
 
▲ 이데일리TV 



바이럴마케팅 – 포털사 블로그, 카페 등 관리, 온라인배너 및 키워드광고 진행 포스트 운영 – 모바일 퍼블리시티, 리플렛 제작 및 배포 

Business Territory  온라인마케팅 

바이럴마케팅 및 포스트 운영으로 
홍보 창구 다양화 



Business Territory  영상 프로모션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영상 콘텐츠 마케팅 실행 

영상 프로모션 – 유튜브 영상 제작,   언론 영상 기사 협찬,   M / H 내 부스 설치 및 운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파워 유튜버 채널 노출                           언론 채널 노출                         SNS 광고 

흥미유도– 적절한 상황극 

핵심정보– 교통, 학군, 편의시설 외 

실내 둘러보기– 구조, 사이즈 등 사용 

총평– 핵심내용 강조 

영상구성단계 

관심층 고객에게 집중 전파 
 
#정비사업 본부장 대표 출연 #부동산 유명인사 #인터뷰 
 #아파트 #오피스텔 #펜트하우스 #견본주택 #주변입지 
 #실내구경  #현장방문 #부동산 이슈  

파급력 강한 부동산 채널 

수요자의 신뢰도 향상 
 
주요 언론사 채널을 통해 대중들에게 영상을 집중 전파 하며   
브랜드  및 사업지 인지도를 강화 

언론사의 공신력 활용 상세 타겟 광고 

정보 전달 용이 
 
빠른 확산과  흥미 유발을 
통해  잠재고객 유입에 효과적 



Appendix   업무 절차 

전략/기획수립       
 
취재/보도자료 작성        
 
릴리즈/기자관리 

■광고주와 커뮤니케이션  
홍보전략에 대한 논의  
클라이언트 Needs 파악     

 
■통계자료 및 분석자료 수집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현장 요구사항에 대응     

 
■출입기자 중심 보도자료 메일링 
정기적, 체계적 기자관리 
매경 등 주요 경제지 전략제휴 

■현장별 맞춤형 전략 서비스 
매체별 차별화 전략 수립  
집중도/일정계획 결정     

 
■현장파악 및 동행 취재  
지역 부동산 동향 파악 및  
시의성 고려, 보도자료 작성     

 
■언론사별 전략적 릴리즈  
매체성향에 따른 전략 실행 
사후관리로 현장 노출 극대화 

■신속한 피드백 유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현장요구사항 신속하게 대응     

 
■통계자료 및 분석자료 
언론사별 맞춤형 보도자료 작성 
발 빠른 보충취재 응대응     

 
■모니터링/스크래핑 
일일 수시모니터링 실시  
악성기사 등 리스크 관리 



Appendix   관리중인 매체 

60여개 언론사, 약 500여명의 건설/부동산 기자 관리 

뉴스/신문 방송매체 





Portfolio 언론PR 사업부문_ 2014 

서울 용산, 부산 사하, 제주 등 총 20개 PJT, 약 17,400가구 홍보 
  
 

수도권 
●한남 아이파크  ●마곡 플레이스 에이치  ●남양주 화도 엠코타운 

●상도 스타리움  ●김포한강 e편한세상 캐널시티  ●e편한세상 영통2차  
 
지방 
●거제 이안 아이시티  ●부산 대연마루 월드메르디앙  ●부산 서면 월드메르디앙 
●e편한세상 사하  ●부산신평 한양수자인  ●내포신도시 모아엘가 
●양산 한양수지인 아이시티  ●e편한세상 서산예천  ●아산신창 경남아너스빌 
●서산 신일 해피트리   ●김해 삼계 서희 스타힐스  ●e편한세상 월배   
제주 
●제주 라온프라이빗에듀  ●제주영어교육도시 g.edu 

서울 

경기    
 
충남 

대구  
 
경남 

부산 

제주 



Portfolio 언론PR 사업부문_ 2015 

경기 광교, 동탄, 세종 등 총 21개 PJT, 약 16,500가구 홍보 
    

수도권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e편한세상 한강신도시2차  ● e편한세상 테라스광교 
●e편한세상 동탄  ●인천 양우내안애 에르바체 

지방 
●이안 사직동  ●e편한세상 밀양삼문  ●거제 다이아몬드시티블루 
●e편한세상 울산온양  ●e편한세상 충주  ●천안 두정 아이시티 
●서산 고운 라피네  ●이안 청당동  ●e편한세상 양산덕계 
●울산 위멤버타운   ●e편한세상 사하2차   ●e편한세상 서창 

제주 세종 
●영어교육도시 이노에듀타운  ●영어교육도시 에듀클래스 
●e편한세상 세종 리버파크 

서울  
경기 

충남 

세종 

충북 

세종 

경남 

울산 

  부산 

제주 



Portfolio 언론PR 사업부문_ 2016 

서울 관악, 하남 미사 등 총18개 PJT, 약 20,000가구 홍보 
    

수도권 
●e편한세상 시티 삼송2차  ●서리풀 월드메르디앙 레브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 편한세상 미사  ●e편한세상 선부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2차 
●수원 명당골 코오롱하늘채   ●오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미사 테스타타워 

지방 
●김해 센텀 다이아몬드시티  ●e편한세상 부산항  ●수영아이시티 코오롱하늘채 
●e편한세상 양양  ●e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  ●통영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제주 
●코업시티호텔 하버뷰  ● 연동 디오션시티   ●연동 디오션시티2차 

서울  
경기 

강원 

경남    부산 

제주 



Portfolio 언론PR 사업부문_ 2017 

인천 서울 

강원 

수도권 
●e편한세상 구리수택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3차  ●김포 풍무 아이시티 
●e편한세상 화성봉담  ●이천마장 호반베르디움   ●앨리웨이 인천 
●반도 아이비파크 9.0   ●포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경기 

지방 
●e편한세상 일광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  ●e편한세상 동래온천 
●울산 테크노 호반베르디움  ●e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  ● 수영강 신동아파밀리에 

울산 

 
부산 

제주 
●e편한세상 시티 노형 

제주 

인천, 동탄, 울산 등 총30개 PJT, 약 37,000가구 홍보 
    



인천 서울 

강원 

경기 

부산 

Portfolio 언론PR 사업부문_ 2018 

수도권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e편한세상 문래  ●인천 도원역 서희스타힐스 
●양평역 베네하우스   ●운정역 센트럴 하이뷰   ●포천 코오롱 하늘채 
●김포 하이패스시티    
 

지방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경산 하양지구 호반베르디움   ●하이뷰테라스 정선 
●장전 두산위브 포세이돈  ● 해운대 오션테라스101 

세종 
●세종 리치먼드 시티 

세종 

서울, 강원, 부산등 총20개 PJT, 약 8,500가구 홍보 
    



Portfolio 언론PR 사업부문_ 2019~현재 

인천 서울 

강원 

경기 

부산 

대전 

전북 

전남 

제주 

부천, 여수, 전주 등 총 18개 PJT, 약 12,000가구 홍보 
    

수도권 
●부천 동도센트리움 까치울숲   ●이천 힐스테이트 2차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영종도 블루오션 1차   ●아산 탕정 라온재   ●송도 호반 써밋 플레이스   ●빌리브 하남 
●판교 월드메르디앙 레브   ●의정부 카멜네온 ●종로5가역 하이뷰 the 광장 

지방 
●e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   ●전주 우아한시티   ●복산 힐스테이트 

●주문진 풍림아이원 하버뷰   ●여수 웅천 퍼스트시티   ●커넥트 부산레지던스 

제주 대전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   ●대전 해나래   ●제주 코업시티호텔 하버뷰 



THANK YOU 
늘 함께 걷겠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58길 9 리치월드빌딩 401호 
연락처 TEL : 02-6959-6300 / FAX : 02-6959-6301 

홈페이지 www.with-pr.co.kr, Post.naver.com/real-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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