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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더더 높고높고높고높고, 더더더더 빠르며빠르며빠르며빠르며, 더더더더 광범위하게광범위하게광범위하게광범위하게 (빈 2013년 4월 일 PRNewswire=연합뉴스) rocket media 

communications는 오스트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TV 커뮤니케이션 대행사로써, 

혁신적인 개념으로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0641-rocket-media-communications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매일 당황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옵션에 직면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과제에 부딪힌다. “비용 절감”, “공략 집단 효과”, “인식 증대”, “위기시 

신뢰도” 및 점점 “국제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유행어들이 풍조로 떠올랐다. 오늘날 사업에 있어 

핵심은 이처럼 높은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는 것이다. 

 

그 해답은 rocket media communications의 독특한 컨셉에 있다. 오스트리아의 TV 커뮤니케이션 

대행사인 rocket media communications는 사업체나 사업 지점을 위해 맞춤 텔레비전 포맷을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한 포맷을 전 세계 거의 모든 텔레비전 방송업체에 배포한다. 

 

인포테인먼트는 이 성공적인 공식에 들어가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인포테인먼트는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단어다. rocket media communications의 

창의력 인재들이 완벽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인포테인먼트다. 다양한 정보, 전략적 메시지 

또는 고객 제품은 TV 다큐멘터리, 단편 영화 또는 새로운 포맷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로 포장된다. 

저널리즘 조사를 통해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국제 경제, 문화 및 사회적 주제와의 연계로 

국제적인 관련성을 제공한다. rocket media communications의 상무이사인 Michael Grabner는 

이를 단순하게 “영상 속 홍보”라고 부르며, “값비싼 광고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효과적이고, 돈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홍보를 하는 비법은 전 세계 약 6천500개 TV 방송국에 

무료로 제공되는 정교한 TV 포맷이다. 수많은 방송국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엄청난 방송률을 

확보할 수 있다. 복잡한 유통은 대규모 영업팀이 책임진다. 고객이 생산과 유통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를 통해 비교적 낮은 가격에 수백 만 혹은 수입 억 명에 달하는 국제적이고 구체적인 

공략 집단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과 관광사업은 물론 국제 기업들도 이처럼 새로운 광고 포맷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다. 새로운 

광고 포맷은 카자흐스탄과 같은 고객 유치로 이어졌다. 카자흐스탄에 열린 ‘2011년 동계 아시아 

게임’에 앞서 제작한 이미지 영화와 다큐멘터리는 BBC, euronews, CNN, Eurosport, Asia 

News International, Russia Today TV, CCTV 및 Reuters를 포함해 전 세계 총 690개 TV 

채널로 방영됐고, 1천600시간이 넘는 방송 시간과 14억 명의 시청자를 기록했다.  

 

현대 TV 커뮤니케이션은 또한 다른 영역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12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참가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경제 포럼” 보고서에서는 중요한 국제경제 주제들을 

다루었다. “원자 프로젝트”라는 명칭의 교육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청중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연례 

Energy Globe Awards가 중계되면서 수십 억 명이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 및 사회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얻고, 그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이 컨셉은 잠재적으로 수 억 유로에 달하는 인상적인 매체 가치도 자랑한다. 이와 같은 수치는 높은 

광고 예산으로도 종종 따라잡기 힘들다. rocket media communications는 모든 프로젝트마다 

500시간에 달하는 TV 방영과 최소 2천500만 유로에 달하는 매체 가치를 약속한다.  

 

이와 같은 매체 산출이 Nokia, Siemens 및 LIC China 같은 국제 기업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들 기업은 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국제 

텔레비전에서 자사의 사업과 프로젝트를 출시하고 있다. 



 

rocket media communications는 다른 업체들이 시도도 못하는 것을 약속한다. 국제적인 입지, 

다원적 주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인상적인 매체 가치 제공 및 수명이 길고 

믿을 수 있는 PR, 즉 더 높고, 더 빠르며, 더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을 목표로 하는 누구에게나 

완벽한 컨셉을 약속한다.  

 

*미디어 문의:   

Michael Grabner 

CEO rocket media communications 

전화: +43-463-287-800-30 

이메일: office@rocketmedia.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