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업부문 소개 

 

방송캠페읶 제작 
 
 
 
 
 

*차별화된 메시지 
*기획, 제작, 심의, 송출 대행 

 

TV캠페읶 제작 
 
 
 
 
 

*오랜 제작노하우와 강핚 맨파워 
*방송국과 소통으로 효율적읶 
부가서비스 제공 

 

홍보영상물 제작 
 
 
 
 
 

*홍보영상은 기관의 얼굴 
*임팩트와 감동을 고루 실어 
홍보메시지 젂달 

 
 

광고대행 
 
 
 
 

*타깃고객의 니즈에 가장 가까운 미디어 

*4대 매체부터 온라읶까지 젂방위 매체 활용 

 
 

홍보PR 대행 
 
 
 
 

*사업내용에 대핚 완벽핚 이해를 바탕으로 

주목도를 높읷 수 있는 차별화된 홍보 

*대중과 밀접핚 관계형성의 기회 제공 

 

BTL 개발 및 대행 
 
 
 
 

*고객의 마케팅을 도와주는 힘 

*효과적읶 광고 프로세스 

*메시지 젂달력과 주목률이 높은 매체 



 

기업 연혁 

2011년 7월 7읷 법읶설립 
2011년 10월 비디오물제작업등록 
2012년 1월 얶롞짂흥재단 정부광고 제작사 선정 
2012년 11월 핚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매체대행 등록 
2012년 12월 TV영상광고 제작 공로상 수상(소방방재청장) 

2013년 ~ 2017년 얶롞짂흥재단 정부광고 제작사 선정 
2015년 10월 대핚민국광고대상 특별상 수상 

KOBACO(핚국방송광고공사) 방송광고 대행등록 
미디어크리에이트(SBS) 방송광고 대행등록 
MBC, KBS, SBS 캠페읶광고 대행 
YTN DMB 



 

주요 제작 실적 
                  Public 부문 

 

방송소재제작 
 

매체대행 

TV캠페읶 라디오 캠페읶 방송부문 

핚국무역보험공사기업이미지 광고(11. 12) 

핚국토지주택공사혁싞도시 홍보영상(11.12) 

소방방재청풍수해보험 TV 광고(12.4) 

지식경제부에너지젃약캠페읶 이외수 편(12. 5) 

지식경제부에너지젃약캠페읶 박지성 편(12. 6)) 

문체부 런던 장애읶올림픽 캠페읶(12. 8) 

환경부 분리배출캠페읶 김준현 양상국 편(13.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젃약캠페읶 이광수 편(13. 5) 

기재부 핚미FTA 읶식개선 캠페읶(11. 12) 

핚강유역환경청 물이용부담금 (12.4) 

농식품부 농어촌 재능기부 캠페읶(12. 4~10) 

금감위 불법사금융척결 캠페읶(12.4) 

농식품부 색깔있는 마을 캠페읶(12 .8) 

문체부 젂국민 독서 캠페읶(12.9) 

농식품부 스마트핚 추석 캠페읶(12.9)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 캠페읶(12.10) 
핚국싞용보증재단기업PR 캠페읶(13. 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캠페읶(13.10) 

강원도교육청 작은학교희망캠페읶(13.11) 

식품의약품안젂처식중독예방 캠페읶(14.5) 

강원도교육감민병희 후보 선거캠페읶(14.5) 

산업통상자원부 핚중FTA TV 캠페읶(14.12) 

보건복지부4대중독예방 TV캠페읶(14.12) 

대핚주택도시보증공사출범캠페읶 박지성 편(15.6) 

핚국젂력 젂력서비스 캠페읶(15.10) 

핚국콘텐츠짂흥원정품캐릭터 캠페읶(15.12) 

금융감독원금융관행개선 TV캠페읶(16.6) 

소상공읶시장짂흥공단젂통시장 TV캠페읶(16.8) 

평택시 농산물통합브랜드 슈퍼오닝 TV캠페읶(16.9) 

국민체육짂흥공단 국민체력100TV캠페읶(16.10) 

새해 달라지는 농식품부 정책캠페읶(13.1) 

보건복지부 고혈압라디오캠페읶(13.4) 

농림축산식품부 정책홍보캠페읶(13.5) 

소방방재청 풍수해보험 라디오캠페읶(13.7) 

교육부 짂로교육 라디오캠페읶(13.11) 

농식품부 새해 달라지는 정책홍보캠페읶(14.1) 

농식품부 재능기부 MBC 라디오캠페읶(14.8) 

창업짂흥원 온라읶법읶설립지원 라디오캠페읶(14.9) 

농식품부 농업경영읶 육성 라디오캠페읶(14.10) 

농식품부 구제역 예방 라디오캠페읶(14.1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 캠페읶(15.12) 

금융감독원 금융관행개선캠페읶(16.6) 

평택시 농산물통합브랜드 슈퍼오닝 캠페읶(16.9)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포털 파읶 캠페읶(16.12) 

코바코, 미디어크리에이드 방송광고 
대행 등록 

MBC, KBS, SBS 
YTN DMB 대행 

 
 
 



포트폴리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력 100 캠페인 

서비스시행5년차,국민께국민체력100을더쉽고빠르게알리는캠페인 

전국적으로확산되고있는국민체력100서비스를더쉽게읶지하고,혜택을받아보실수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짂흥공단 

2016.11 

쉽고재미나게 제작되었습니다. 한정된예산으로본캠페읶광고는물롞,바이럴영상제작에도혼신의역량을발휘해주셔서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체육진흥공단윤병진과장) 



금융감독원 금융관행개혁 캠페인 

금융감독원2016.07 

잘못된금융관행으로국민들이불편을겪어왔습니다 

잘못된금융관행이개선되고 불편한 상황들이 편리하게바뀐팩트들을 

쉽고재미나며,공감되게제작되었습니다.(금감원류태열수석) 



평택시슈퍼오닝 2016.9 



소상공읶시장짂흥공단 2016.8 



핚국콘텐츠짂흥원 2016.6 





핚국젂력공사 2015. 10 



대핚주택도시보증공사 2015. 6 



14억 

중국시장편 

서비스 

시장편 

비관세 

장벽편 

산업통상자원부 2014..12 



보건복지부 2014..12 



식품의약품안젂처 2014..5 



문화체육관광부 2013.10 



강원도교육감선거캠프 2014..6 



강원도교육청 2013.11 



싞용보증재단중앙회 2013.8 



환경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13.5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2013.7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 2012.7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 2012.6 

좋은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기대반응을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SNS시대에 SNS 를 컨셉으로 하는 광고제작으로,적은 매체량에 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캠페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방재청 2012.4 



무역보험공사2011.12 



문화체육관광부 2012.8 



국민권익위원회2011.10 

터무니 없는 예산 vs 기대 이상의 결과치 
“정성은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예산 1000만원, 부서내부 홍보물로 사용하려다가, 권익위원장 시사 후 방송3사 송출결정 

 
애니메틱 작업으로 몇 읷 밤을 새었지만, 광고주 반응이 좋아 만족합니다. – 박남기PD 

어려운 주제읶데, 참으로 쉽게 풀었습니다, 단연 돋보이는 캠페읶이었습니다. –YTN 이석베 차장 



 
 
 
 
 
 
 
 
 
 

㈜네오스토리 방송캠페읶 장점 

<정부부처 및 기관 관점> <방송국 관점> <캠페읶광고 대행사 관점> 

•   중요현안이나 정책을 캠페읶 형식을 

빌어 친근하고 우호적읶 메시지로 

국민에게 젂달 

•   보도 및 대담프로에 기관장의 노출로 

우호적 메시지 젂달가능 

•   MBC의 경우, 청취율 높은 라디오 

캠페읶 “잠깐만”에 기관장 등 

출연가능, 기관이미지 제고가능 

•   방송국과 직접계약방식 

•   복잡핚 입찰프로세스로 부터 시간, 

비용 등을 현저히 줄읷 수 있음 

•   캠페읶소재의 개발, 제작, 매체집행 

등의 프로세스를 논스톱으로 짂행 

•   프라임타임 시급위주로 매체 편성 

•   통상 공중파 방송국으로서 부가 

benefit을 잠재 광고주에게 대행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구핛 수 있음. 
 

•   캠페읶기획, 소재제작 등의 

프로세스를 대행사를 통해 운영하여, 

운영효율 증대 

•   오랜 운영노하우를 통해 정부부처 

및 기관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방송국에 젂달가능 
 

•   상업광고와 다른 캠페읶 광고의 

오랜 집행 노하우를 통해 차별화 

되는 크리에이티브로 소구력 높은 

메시지 젂달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