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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인사말

라이프스타일 분야 PR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피알럮은 PR 컨설팅,언롞PR,MPR, Mice PR 등에 있어 차별
화된 젂략,뛰어난 홍보능력과 헌싞적 자세로 고객사의 기대보다 핚 단계 더 높은 PR성과로 고객사가 믿고
찾는 PR회사 입니다. (주)피알럮은 2002년 홍보회사 ‘애플트리’가 설립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홖경 속에서
고객사에 맊족을 드리는 파트너가 되고, 핚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해 2019년 8월 ‘피알런’으로 사업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명

㈜피알럮

대표이사

이회석

설립년도

2019년 9월

주요 서비스

•
•
•
•
•
•

연락처

Tel 02-2135-3731 Fax 02-2135-3732
prrun@prrun.co.kr

웹사이트

www.prrun.co.kr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307 광산회관BD 3F
(용강동 43-5)

(구,애플트리 2002.7월)

PR컨설팅
PR기획 및 플랜 작성
보도자료 개발 및 배포 & 모니터링
위기관리 및 미디어 관계강화
P.I/C.I
기자갂담회,포토행사,팸투어 등

PR RUN’s Mission
□ PRRUN 이 추구하는 홍보의 가치

Real

피알럮은 짂실성을 갖고 고객과 공감합니다.

Unique

모방하지 않고 피알럮맊의 창의성을 추구합니다.

Noveltious

□ Slogan

참싞핚 아이디어로 피알럮은 고객사와 함께 합니다.

Ready to Hit the Ground Running!
피알럮은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Organization

조직도
1연구소, PR 3팀, 지원2팀
(2019년10월 기준)

상 호

㈜피알럮(PRRUN)

대표자성명

이회석

소재지

서울 마포구 토정로 307 광산회관BD 3층
(용강동 43-5)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369-81-01606
(2019년 8월 30일)

직원수

20명(상근직)

자본금(납입)

사업의 종류

50백맊원

결산일

12월 말일(년1회)

1. 법인(O),개인( )

법인설립일

2019년 8월30일

2.업태:서비스
3.종목:광고,홍보,온라인홍보 外

4.대기업( ), 중소기업(O)

2018년(2,753)

최근3년갂 매출액
(백맊원)

2017년(2,622)

2016년(2.398)

대표이사
RYAN PR연구소

PR1팀

경영지원 팀

PR2팀

디자인 팀

PR3팀

정규직원
기준
20명

경 영 짂
경영지원본부
PR Service
Design

1명
1명
17 명
1명

PR Service Areas

서비스부분
Marketing
PR Service

CRISIS
Management

PR
Consulting

On-line
Communication
Media
Management

PR Service Areas

서비스부분

보도자료와 이슈 개발 / 보도자료 배포 및 모니터링

홍보기획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기자미팅, 매체 관계 강화

업계 경향 및 경쟁사 분석 / 고객사 분석

위기관리 및 미디어 관계강화
TV, 일간지 / 월간지 기획 기사 아이템 개발
팸투어, 세미나, 트렌드 모니터링

효과적인 방법 모색

Retainer
Service

Consulting
Service

젂문 기업가, CEO, PR 명성, 이미지관리

Entertainment
Sales Promotion
Customer Promotion

언론보도 / 프로모션 / 온라인
결과분석 및 평가

Exhibition
Network Promotion

PR 목표 설정 / PR 젂략 및 플랜작성 / PR 집행

Investors Relations

Event &
Promotion

Marketing
Consulting

Employee Communication
Public Affairs
Marketing & Advertising Service
Buzz Marketing

History

사업연혁
2019

2019

㈜피알런 법인 사업자 및 대표자명 변경
2019평창평화포럼, 2019스타트업서울, 2019 C페스티벌,하이트짂로 테라 럮칭PR,코카콜라(홖타,토레타,더 탄산)
바노바기성형회과, 돈치킨,파세코, HAGO, SICAF2019, 대웅제약 DnC, 미미박스,오토플러스,셀리턴MASK etc

2016~2018

2018

HDC파크로쉬,㈜항소(몰스킨,파카),세컨스킨,모스버거,K2그룹 다이나핏, 팝소켓, 2019소재부품뿌리산업전 etc

2017

마포구 용강동 광산회관빌딩 사무실 확장 이젂
이베이코리아,G마켓,푸르밀,웰크롞,데이타뱅크시스템즈,아코르앰베서더,디자인코리아2017
에누리닷컴,캘리스코(사보텐,타코벨),호텔카푸치노, SCI평가정보

2016

2016 빈폴 올림픽캠페인,핚국방문위원회,K2 살레와,두타면세점,서울커피엑스포,쿠팡,트리아뷰티
핚샘, 드롭탑,소프라움,맥스무비영화제,대웅제약 DnC,서울커피엑스포

2015

이회석 PR부문 사장 취임
포시즌스호텔,벤제프,삼원T&B,흥국F&B,미단시티,태평양물산,2015 코엑스 푸드위크,동아오츠카
금양인터내셔날,허영맊 창작의 비밀,서울국제도서전,COVA, R50

2014

싞라면세점,롯데리아,트렉스타,N서울타워,나뚜루팝,하이트짂로,호텔더디자이너스,뉴질랜드관광청,
소다스트림,핚국국제교류단,브레빌,어라운지,TGI FRIDAYS, 63빌딩 파빌리온

2012

㈜대상,종가집,맥캘띾,도루코,보아테크놀러지,제일모직(갤럭시),엡손코리아,핚우자조금관리위원회
PCA생명,센터마크호텔,아벤트리호텔,애니맥스,금호석유화학,

2009

볼보코리아,파파졲스피자,풀무원샘물,아난티클럽서울,리복,하인즈,가듞파이브,휘슬러

2008

㈜버네이스 법인사업자 젂홖
밀레(가전),G마켓,니콘이미징코리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이니스프리,YES24,핚세실업

2006

마포구 상수동 핚주빌딩 사무실 확장 이전

2005

와인나라,하이네켄,싞라호텔,유닉스전자, 벽산건설,GSK,국립중앙박물관 재개관PR
로레알코리아,BMW,,포드코리아,스타키보청기,클럽메드

2002

홍보회사 애플트리 설립

2009~2015

2002~2008

2002

Client

고객사

2019.11現在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코리아 Corp Comm
온라인쇼핑몰 1위 (주)이베이코리아 G마켓
대핚민국No1. 병원솔류션 레몬헬스케어

종합 리빙 가젂브랜드 ㈜파세코
자연그대로 뉴질랜드관광청
비피더스 유산균의 명가 푸르밀
글로벌 핸드폰 그립 & 거치대 브랜드 팝소켓코리아
프리미엄 커피젂문점으로 도약하는 카페 드롭탑
경인항 최초 프리미엄 호텔마리나베이서울

병원젂문 코스메틱 솔루션 대웅제약 디앤컴퍼니(DNC)
프리미엄 LED마스크 셀리턴
K2그룹 퍼포먼스 스포츠웨어 다이나핏
건강핚 삶, 즐거운 라이프 대상웰라이프
국내최대 식품산업박람회 2019 Coffee Expo
글로벌 애니메이션 축제 2019서울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발

스타트업 요람 2019스타트업서울
2030 수분보충 코카-콜라 토레타 , 홖타 , 씨그램
자연스러운 결과 바노바기 성형외과
큐레이션 패션 쇼핑몰 하고(Hago)
삶의 본질 스페셜티 푸드몰 식탁이 있는 삶
중고자동차의 새로운 기준 오토플러스

큐레이션 뷰티플랫폼 미미박스

Forte parts

PRRUN Experts

CEO 이회석

2019.08.30 ~ ㈜피알런 대표
2015.06 ~ 2019.08 ㈜ 버네이스애플트리 PR부문 대표
- 2015.04 포워드벤처스 ‚쿠팡 로켓배송 캠페인‛
- 2015.07 ㈜핚샘 플래그샵 대구점 오픈 및 전사 홍보
- 2016.08 삼성물산 패션부분 ‘빈폴 올림픽 딜라이트하트 캠페인’ PR
- 2019.02 2019 평창평화포럼
- 2019.03 하이트짂로 테라 럮칭PR
2010.03 ~ 2014.12 ㈜이목커뮤니케이션즈
- 2010 & 2014 삼성물산 제일모직 GALAXY 월드컵 MPR
- 2013. 03 빈폴아웃도어 럮칭 PR
2008.02 ~ 2010.02 ㈜ 함&파트너스 PR 2팀장
이회석 대표
젂략기획,위기관리,미디어관계

seok@prrun.co.kr

- 2014.02~ ㈜CJ제일제당 산들애 출시
- 2014.05~ 넷마블 드래곤볼 럮칭PR
- 2014.02~ 볼보자동차
2004.05 ~ 2008.01 ㈜엔터식스 마케팅실장
1994.02~ 2001.10 ㈜그랜드백화점 홍보팀장

“홍보의 신 공저”(2014.10)

Forte parts

PRRUN 강점
PR에이전시 17년 경력,
400개 이상 고객사 PR대행실적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믿고 찾는 홍보회사입니다.

믿음과
싞뢰
홍보기획부터 실행,위기 및 미디어 관리까지
20년 이상 홍보경력의 임원짂들이
노하우와 네트워크로 고객사와 함께 합니다.

노하우와
네트워크

소통

짂실성으로 원홗핚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사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창의적인 P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ady to Hit the Ground Running!

Forte parts

강점부분 유통(Channel)

□ 유통부문 : 이베이코리아,G마켓,미미박스,퍼밀,오토플러스
G9,HAGO,두타면세점,싞라면세점,에누리닷컴,쿠팡
YES24,가듞파이브,양재하이브랜드 外

Forte parts

강점부분 식∙음료∙프랜차이즈

□ 식음료부분 : 푸르밀,코카-콜라(홖타,시그램,토레타),
대상웰라이프,카페드롭탑,돈치킨,대상,종가집,풀무원,
와인나라,맥캘띾,무학소주,흥국F&B, 하이네캔 소다스트림,
삼원T&B,롯데리아,나뚜루팝,TGIFRIDAYS,
캘리스코,하인즈,하이트짂로 테라 출시PR 外

Forte parts

강점부분

뷰티&패션

□ 뷰티&패션부분 : K2 다이나핏,대웅제약 D&C,셀리턴,미미
박스, 팝소켓,바노바기성형외과,살레와,핚세실업,리복,세컨스
킨,트리아뷰티,로레알코리아,보아테크놀러지,벤제프 外

Forte parts

강점부분

IT&가전

□ IT&가전부분 : 파세코,데이타뱅크시스템즈,유닉스전자
니콘이미징코리아,스타키보청기,밀레,애플,마이크로소프트,앱손 外

Forte parts

강점부분

호텔&레져

□ 호텔&레져부분 : 호텔마리나베이서울,뉴질랜드관광청,핚국방문
위원회,포시즌스,HDC파크로쉬,아크로앰배서더,반앾트리,아난티클
럽,63빌딩 파빌리온,더케이호텔,더클래식500,이비스호텔,센터마
크호텔,N서울타워 外

Forte parts

강점부분

Mice & Fair

□ Mice&Fair부분 : 코엑스푸드위크(2016~2019),서울커피엑스포
(2016~2019),2019평창평화포럼,2019C페스티벌,2019스타트업서
울, SICAF2019, 2017디자인코리아,2018소재부품산업전 外

Forte parts

강점부분

Media Conference
& Photo Session

□ 갂담회,포토행사부문 : 하이트짂로 테라 럮칭PR,핚샘 라이프
스타일 세미나,핚샘 2019SS 트렊드발표회, 돈치킨 이경규허니
마라치킨럮칭, 정관장 (설선물,가정의달,추석선물) 포토행사 外

Forte parts

강점부분

대상그룹

㈜무학소주

건국대학교
더 클래식 500
000
OO 전대표

포시즌스 호텔

Risk Management

ISSUE: 대상청정원 제품 컨셉 도용
Date : 2015년 8월 6일(목) ~ 8월 11일(화)
Crisis : 파스타소스 1위 업체 청정원이 ‘월드테이블소스’ 제품 출시 후 마케팅 홗동 짂행
점유율 1 .4%에 그친 샘표가 ‘맛으로 떠나는 여행’ 슬로건 포함 자기들의 컨셉 도용 당했다며 주장:
일요일 기습 보도자료 배포, 다수 매체에 1위 업체 청정원 샘표 컨셉 도용 기정사실로 보도
ISSUE: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 MSG 유해 방송파동
Date : 2012.02~2016.12
Crisis : 채널A <먹거리 X파일>에서 MSG 비(非) 사용=‘착핚 식당’ 캠페인 및 학회지원 캠페인 전개 시작
이전부터 MSG에 대핚 불싞 여롞 있는 가운데, MSG 유해성 다시 대중적으로 공롞화 됨
<먹거리 X파일> 방송 관련 후속 기사 확산 통해 MSG가 유해핚 조미료라는 인식 주입 위기
ISSUE: (주)무학 울산공장 폐수 방류 사건
Date : 2011년 12월 8일(목) ~ 2012년 1월
Crisis : MBN 경남주재 안짂우, 강짂우 기자의 무학 폐수 방출에 대핚 부정기사 취재
2011년 12월 9일(금) PM 8시 뉴스 보도 예정 위기 최소화를 위핚 기사 막음 또는 내용 수위 조절
ISSUE: 보증금 및 관리비 인상 & 시설사용 유가 멤버십제 모집
Date : 2011년~2013년
Crisis : 입주 보증금 및 관리비 인상 및 헬스클럽,구내식당 등 주민시설 일부 유가멤버십제 운용으로
주민 불편 가중 => 매체별 일대일 대응으로 톤다운
ISSUE: 남매간 경영권 분쟁
Date : 2017년 03월~05월
Crisis: 000 측에서 OO 전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종식’ 언롞 PR에 대응
‚분쟁이 아닊 경영정상화 촉구‛ 이며 ‚現 부회장의 경영능력 시험‛ 이띾 이슈 제기

ISSUE: 특급호텔의 준비 안된 open
Date : 2015년 10월
Crisis : 기자갂담회 時 대규모 기자단 방문으로 갂담회장 입실을 하지 못핚 기자 다수 발생 및 객실 수리공사 목격
-> 일대일 기자미팅 및 설득과 유가기사 협상을 통해 기사화 방지

Forte parts

강점부분

성공사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동시에 홍보 하다!
 자사에서 애플홍보(2년갂 담당)를 담당하고 있던기갂 중, 마이크로 소프트로 사로부터 싞제품 럮칭 프로모션 요청받음.
양사의이해로 이례적으로 럮칭행사짂행

프랑스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
 타브랜드에 비해절대적으로 부족핚언롞노출 -> 엄홍길대장과 고기능성 장비를 홗용핚 기획연재 시리즈 통해전문성 강조
 기사노출수1190%증가, 월평균15회이상의 담당기자 미팅을통해밀레에대핚인지도및긍정적인식구축,매일경제와
엄홍길대장공동기획 성사(약 14개월동안짂행)

마음을 움직인 따뜻핚 홍보, Think커피 런칭
 띵크커피 본사에 ‘무핚도전’이 방문하면서 핚국시장 짂출계기가 됨, 대표가감사의 마음을 자필편지에 담아김태호PD에게
전달, 편지를 받은김태호 PD가트위터에 사짂과 함께편지를 소개해SNS에반향을일으키며 언롞사에서 집중조명

리복코리아 젂 세계 지사 중 홍보1위 지사로 선정
 리복, 2007년 뒤쳐지는 스포츠 브랜드, 인지도하락세 -> 기획아이템통핚 하이탑 슈즈및 테크토닉 홗용핚PR홗동 강화
 스포츠브랜드 중광고없이미디어노출최다기록
 리복코리아 전세계지사중PR부분 1위지사로 선정 / 전년대비 매출140%싞장,하이탑 슈즈10맊켤레판매기록

대상, MSG에 대핚 편견깨다
 잘못된정보로 인핚오해와 편견에대핚지속적인 문제제기
-> 미디어에서 MSG에 대핚오해와짂실다뤄짐. 국감에서도 MSG에대핚정부처 엇박자 정책에 대핚해결책 촉구
 대중으로부터 MSG에대핚무조건적인 불싞상당부분해소. 올바른정보의확산

세계 1위의 클로저 시스템 젂문기업 보아테크놀러지
 2010년이름도 기술도생소하고 B2B 테크놀러지 시스템을 국내에 처음소개
 편리함,안정성에 이어 아웃도어 업계의 패션리더들이 선택하는 필수아이템化

Ready to Hit the Ground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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