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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Story
"까다롭고 거품도 많은 언론보도 송출,
쉽고 투명하게 할 수는 없을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고, 그 결과

뉴스옥션이 탄생 하였습니다.
뉴스옥션은 “더제이엠그룹”의 언론보도송출플랫폼입니다.
가격의 투명성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언론홍보를 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뉴스옥션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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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Value
“뉴스옥션은 소통을 가장 중요시 합니다“
광고의 새로운 기준, 소셜커머스형 언론홍보로 누구나 쉽게 언론홍보 할 수 있는 세상,
뉴스옥션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브랜드 가치 1

브랜드 가치 2

고객과의 소통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존중의 자세

고객에게 작업 진행 절차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30분 이상 피드백이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불친절하다면,

없다면, 고객입장에서 요청한 광고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돈을 쓰고도 기분이 언짢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고객과의 소통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한 광고를 하는 광고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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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History
언론홍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까지의 뉴스옥션의 회사연혁

2008

5월 - 서울 강서구 다수 중고차매매업체와 외식사업자의

2015

마케팅 파트너로 자리매김

7월 - 전자상거래 업무 및 소셜커머스 언론 기획팀
운영(現뉴스옥션)

9월 - 온라인상의 광고홍보 도우미로 활동 시작

2010

2016
1월 - 경쟁업자 대비 순매출증가율 500% 달성 &

9월 - JM컴퍼니 조직개편 완료 및 성장과 협력,
기부의 기업윤리 확립

협력사와 노하우 공유

2012

8월 - JM 마케팅으로 명명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마케팅
파트너쉽 업무 시작

2014

2017

3월 -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제이엠매거진 창립
6월 - 서울동대문구로 이전 및 확장, 소셜커머스언론팀
뉴스옥션으로 명명
6월 - 전년대비 언론기획팀 매출 상반기 700% 성장

9월 - 강남구 다수 마케팅 업체와 기술협약으로
동반성장을 주도함

10월 – 10월 10일 주식회사 더제이엠그룹(The JM

Group Co., Ltd)으로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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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Vision
시작하는 사업자 및 매출증대를 꾀하기 위해 접근성, 효율성, 가성비 높은 홍보대행의 중심에 서자

목표

미래

역할

성공의 정상까지 함께 달려갈

유비쿼터스시스터마이징으로

성공적인 마케팅의 대중화 및 편리성

반드시 필요한 언론파트너

클라이언트의 접근성 및 활용성 극대화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Unbreakable”

“Flexibility”

“Reliable news”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트렌드를 즉각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유연성

신뢰성 높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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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t Person for Company
뉴스옥션의 인재상

존중
“상호간의 존중”
고객을 우선순위로 존중하며

소통
“언론은 대중과 소통하는 일입니다”
고객과의 소통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동료와 활발히 소통하는 열정적인 사람

열린마음으로 색안경을 끼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

정직
“누구에게나 떳떳할 수 있게”
고객과 동료에게 정직하고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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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News Auction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는 크리에이티브 언론보도 뉴스옥션은
다년간의 노하우가 담긴 독보적인 언론보도로 고객을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반

맛집

창업

의료

스마트폰

부동산

성형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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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News Auction
뉴스옥션은 만족하는, 놀라운, 크리에이티브 마케팅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드립니다.
많은 고객의 믿음에 보답하여 독보적이고 창의적인 언론보도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News
Auction
뉴스옥션 회원수

보도신청 현황

다양한 보도형식

1,252+

746+

350+

UNBREAKABLE
FLEXIBILITY
RELIABLE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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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특징
시작하는 사업자 및 매출증대를 꾀하기 위해 접근성, 효율성, 가성비 높은 홍보대행의 중심에 서자

보유언론사

100+
다양한 언론사 보유하고 있으며, 투명하게 언론홍보 가격공개를 통해

일반/맛집/창업/의료/스마트폰/부동산/성형 등 많은 업종 언론홍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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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특징
언론 홍보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매체로,
기사 송출로 인해 신뢰할만한 업체의 이미지를 선사합니다.

1. 원고 작성

2. CONFIRM

3. 언론사에 요청

4. 기사 송출

•

사실이 입증된 정보만으로 원고를 작성해 신뢰도 상승

•

핵심 키워드 100%, 서브 키워드 90% 노출로
확실한 홍보 효과 기대

•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홍보 효과 가능

•

믿음직한 브랜드 이미지 창출 효과

•

신제품, 신메뉴, 이벤트 홍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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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진행 방식
언론 홍보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매체로,
기사 송출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이미지를 선사합니다.

POINT

01 고객님이 요구한 키워드에 따라

POINT

02 당일 송출 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체계적인 분석 후 신속하고 정확한

예약 시스템으로 주말 및 공휴일 까지

기사 송출이 진행됩니다.

문제 없이 송출 가능합니다.

POINT

POINT

03 합리적인 가격으로 언론홍보를 도우며,

04 업체의 특징과 장점을 파악 후 언론

서비스 포인트를 지원하여 더 저렴하게

보도를 진행해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와드립니다. 빠른 소통과 정확한
피드백으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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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Guide
신청 방법 안내

STEP 01
원하는 키워드에 따라
송출 원하는 기사의
종류 클릭

STEP 02

STEP 03

링크/전화번호/
노출 원하는 매체 등 확인 후
송출 원하는 언론사 선택해
신청하기 클릭

원하는 송출 방향에 따라
해당 칸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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