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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mato AD 소개
ㅣ 토마토AD란?
- 기사 내용 키워드 매칭을 통한 양방향 맞춤 광고!

ㅣ 키워드 매칭 광고예시
- 이마트 기사 내용이면, 노브랜드 광고가 노출됨

등록키워드 :
이마트, 할인행사, 식품, 소비 키워드 매칭

• 기사 제목/본문 키워드 분석 후 광고주 키워드와 매칭
• 기사 본문 내용과 어울리는 광고 노출로 배너 클릭율 UP

• 공신력 있는 언론매체 광고 노출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

2 . Tomato AD 관리자 페이지
www. devad.tomatos.co.kr

ㅣ 토마토AD 관리자 페이지
광고주가 직접 키워드와 배너등록, 리포트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 제공
• 광고관리 : 뉴스토마토 / 뉴스통 / 증권통 등 매체사 선택 후 광고 등록/ 키워드, 광고 금액 설정, 시간대 설정, 예산설정 가능
• 광고 리포트 : 실제 집행 광고 DATA 리포트 관리 가능
• 결제관리 : 광고지출 비용 한눈에 보기 / 마이페이지 : 내 계정정보 관리/수정

- 광고와 관련된 키워드 직접 선택
- 배너 이미지 등록

- 광고지출 한눈에 보기 가능
- 전체 예산 / 하루 예산 지정으로 예산 관리 가능

3. 뉴스토마토 광고영역소개(웹)
ㅣ 뉴스토마토

ㅣ 뉴스통 웹

www.newstomato.com

www.newstong.co.kr

메인/기사 - 우상단, 우측중간

메인 좌측/ 우측

Size : 688X100
250 X 250

Size : 120 X 600
160 X 600

CPM: 2000
단가: 협의 가능

CPM: 1000
단가: 협의 가능

예상노출
200,000회

예상노출
50,000회

GIF / JPG

GIF / JPG

3-2. 뉴스토마토 광고영역소개 (모바일)
ㅣ 뉴스통 app

ㅣ 증권통 app

누적 다운로드 5만 8천, 뉴스 포털 APP
제휴언론사 8개 (노컷뉴스, 아시아경제 등)

ㅣ 뉴스토마토 모바일

누적 다운로드 400만, 국내 증권1위 APP
일일 Active user 30만명

기사 본문 상단

기사 본문 상단

Size : 320 X 50

Size : 320 X 50

CPM: 2000
단가: 협의 가능

CPM: 2000
단가: 협의 가능

예상노출
200,000회

예상노출
200,000회

GIF / JPG

GIF / JPG

월방문자 300만, 방문당 PV 1.07

토마토AD는 광고주가 원하는 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기사 키워드 분석 솔루션기반으로
정확한 광고목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및 사업 제휴 문의
이윤준 차장 ☎ 02-2128-3840 leeyjad7@etomato.com
김준철 대리 ☎ 02-2128-2629 hskjc@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