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하는기업들이찾는에이전시, 라이징팝스회사소개서



라이징팝스는국립국어원규정을준수할만큼텍스트에강한에이전시입니다.

쉽게말하자면, 라이징팝스는언론홍보, SNS 콘텐츠제작및채널운영, 바이럴콘텐츠등을제작합니다.

▲ 라이징팝스 진행 사례



상위노출, 알고리즘과노직등이중요한프로젝트보다는
단어, 어절, 어구, 문장, 문단등텍스트와기획이중요한프로젝트를하고자합니다.

가. 맞춤법 및 문장서술 방법

1) 정확한 용어 선택

· 정확한 개념을 표현한 용어 · 이해하기 쉬운 용어

· 혼동되거나 오해할 가능성이 적은 용어 · 어문 규범에 맞는 용어

2) 순화어 사용
·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말, 지나치게 어렵거나 생소한 말을 '쉽고 바르고 고운 말'로 다듬는 것
· 국어순화의 목적: 국어의 소통 기능 향상, 국어 문화와 민족 문화 발전
· 다듬은 말의 효용: 쉽고 원활한 의사소통 도모, 경제적 손실 방지

3) 어문 규범 준수
· 표준어 사용: 온 국민에게 통용될 수 있는 언어 사용
· 표기 규범 준수: 올바른 국어 표기를 위한 어문 규범 준수
- 한글 맞춤법 / 외래어 표기법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띄어쓰기 규정

1) 띄어쓰기는 기본적으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http://opendict.korean.go.kr)의 띄어쓰기에 따른다.

2)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쓰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붙여 쓴다. 
예) 우리-나라 → 우리나라

3)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띄어 쓸 수 있다.
예) 이순신, 유관순, 김구, 남궁민수→남궁 민수, 황보라→황보 라

4) 학교, 기관, 단체, 시설 명칭은 의미 단위 별로 띄어 쓴다.
‘단위’란 고유명사로, 독립적인 지시 대상물로 파악되는 것을 말한다.
예)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5) 관직명은 붙여 쓴다.      예) 경기도 교육감→경기도교육감

6) 자연지명, 행정지명, 도로명은 붙여 쓴다. 예)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나운1동

http://opendict.korean.go.kr/


텍스트를바탕으로어려운정책과사업을캐릭터, 인포그래픽, 스토리텔링등으로쉽게풀어내겠습니다.

제작한콘텐츠를언론과 SNS에배포해콘텐츠를확산시키겠습니다.



단순히납품을위한콘텐츠가아니라바로소비자한테가더라도만족할수있는콘텐츠를만듭니다.

성, 인종, 지역등풍부한인권감수성으로구설수에오를수있는콘텐츠는제작되지않습니다.



주 7일아침 7시부터밤 10시까지 1.5교대근무를하는시스템으로
24시간발생하는각종긍/부정이슈를신속하게대응해콘텐츠를제작할수있고, 악성이슈확산을방지할수있습니다.



의료용대마합법화촉구 2017 한국중고자동차페스티벌 2016 킨텍스오토모티브위크

의료용대마합법화확대미디어회견2017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2018 피노텍리빈컨퍼런스

2018 블록체인코리아컨퍼런스

네이버 비즈니스 판에
라이징팝스가 주최한
행사가 노출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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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하게진행되는기자회견부터다양한미디어초청행사와팸투어등행사경험을보유하고있습니다.
온라인세미나(웨비나), 유튜브생중계등언택트행사운영도다수진행한바있습니다.





1. 기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 용역명- 2020 데이터비즈니스홍보및행사지원용역 3. 용역개요- 기간: 2020.04 ~ 2020.12 /  금액: 98,000,000원

채널명 용역전(명) 용역후(명)

티스토리월간방문자(평균) 120 3,400

페이스북팔로워수 400 1,128

유튜브구독자수 120 1,168

합 640 5,696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내정책(사업)인데이터스타즈 SNS 채널을운영하면서
관련스타트업대상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모션그래픽등콘텐츠제작에서나아가웨비나진행

주요내용) 스타트업을 활용해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간접적으로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정책성과홍보

▲데이터스타즈선정각스타트업대표인터뷰영상제작

▲웨비나행사운영및콘텐츠제작



1. 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용역명- 이달의 A-벤처스홍보콘텐츠제작용역 3. 용역개요- 기간: 2020.06 ~ 2020.12 /  금액: 70,000,000원

농림부주도로매달선정되는 ‘A-벤처스’라는농업스타트업을대상으로
영상, 포스터, 카드뉴스등콘텐츠를제작해농림부또는농업기술실용화재단 SNS 업로드

주요내용) 사업자등록지, 대표자의 연령, 사업의특성등각스타트업의 상황을고려해모션그래픽, 인터뷰, 토크쇼콘텐츠제작



1. 기관- 서울산업진흥원 2. 용역명- 서울창업허브 PR시스템구축운영용역 3. 용역개요- 기간: 2019.08 ~ 2020.05 /  금액: 178,000,000원

서울산업진흥원이운영하는창업보육기관인서울창업허브와
서울창업허브에입주해있는스타트업대상으로온라인홍보(SNS채널운영, 뉴스레터발송등)

주요내용) 여러이해관계자들의 신청/제보를 받아콘텐츠제작, 모니터링을 통해굿(good) 이슈발굴후콘텐츠제작



미술주간오프라인행사흥행을위한인스타그램을중심으로한사전온라인홍보와
작가장터등활성화를위한페이스북, 블로그등수시온라인홍보

주요내용) 팸투어진행, 나아가개별이용자의후기를콘텐츠로제작하기 위해수시모니터링 진행

1. 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2. 용역명- 시각예술사업온라인홍보대행용역 3. 용역개요- 기간: 2019.07 ~ 2019.12 /  금액: 45,000,000원

◀참여후기콘텐츠제작 ▲참여행사모객콘텐츠제작



1. 기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 용역명- 본인정보활용지원홍보및공모전운영용역 3. 용역개요- 기간: 2019.04 ~ 2019.12/ 금액: 96,000,000원

2019년마이데이터사업도입기에과기정통부의마이데이터정책을알리기위해
BI(심볼) 개발을시작으로 SNS 채널, 공모전,서포터즈등기획및운영

주요내용) 이해관계자 대상언론홍보와 2030 대상온라인홍보를동시수행하면서 B급콘텐츠제작

▲적은예산과어려운정책내용이라는한계에도불구하고 B급콘텐츠제작을통한유튜브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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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평판



서울강남구학동로 24길 11 세일빌딩 5층, 6층 대표김근식 01073393734/ ceo@risingpop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