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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Social Media의 확산으로 과거에는 단지 ‘취재원’의 역할에만 그쳤던 기업과 개
인들이 이제는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뉴스24의 BlogCast는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뛰어난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
는 기업/기관/단체 공식블로그의 최싞 글들을 아이뉴스24 홈페이지를 통해 실
시간으로 퍼블리싱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뉴스24는 BlogCast를 통해 독자들에게는 양질의 기업 컨텐츠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효과적인 홍보수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뉴스와 블로그의 만남, 아이뉴스24 BlogCast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개요
 BlogCast 는?
- inews24 BlogCast는 기업(기관/단체) 블로그의 최싞 글을 아이뉴스24 홈페이지에 아
웃링크 방식으로 게시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입대상
- 기업/기관/단체 공식블로그, 브랜드블로그, CEO블로그 등

 기획의도
- 기업블로그에는 : 뉴스와 연동되는 컨텐츠 노출로 효과적인 홍보 툴을 제공
- 독자들에게는 : 블로그스피어에서 검증된 Official Blog를 한 곳에서 열람
뉴스와 블로그 연동(태그 기반의 키워드 매칭 -> 연관글 보기)

 가입방법
- RSS 주소 등이 포함된 가입싞청서(9쪽)를 이메일로(biz@inews24.com) 보내주시거나
- 블로그캐스트 가입싞청페이지에서 직접 등록싞청해 주세요.
http://www.inews24.com/inews24_info/about_BlogCast.php
- 서비스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바로 등록되며 RSS수집기가 자동으로 최싞글을 읽어
와 노출합니다.(프리미엄 서비스는 별도 등록)

 비용
- 일반 등록은 무료이며, 장기 스폰서로 참여하시거나 단기 프로모션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방식_아이뉴스24 전체 메인(www.inews24.com)

+더보기

• 스폰서 우선노출
• RSS 및 트랙백 방식 글수집
• 최신글 썸네일 + 글제목 노출
• 클릭시 해당 블로그 글로 이동
• 썸네일 없는 글은 로고노출

• 1사 1건 노출
• 최신글 우선

서비스 방식_뉴스 홈(news.inews24.com)

+더보기

• 스폰서 우선노출
• RSS 및 트랙백 방식 글수집
• 최신글 썸네일 + 글제목 노출
• 클릭시 해당 블로그 글로 이동
• 썸네일 없는 글은 로고노출

• 1사 1건 노출
• 최신글 우선

서비스방식_기사보기 페이지(inews24.com/news_view…)

+더보기

• 스폰서 우선노출
• RSS 및 트랙백 방식 글수집
• 5개 이상 등록시 스크롤바노출

• 플립다운 애니매이션 적용
• 최신글 우선

서비스방식_블로그캐스트 전체글 목록 페이지

+더보기

• 스폰서 + 일반등록 블로그

• RSS 방식 only
• 최신글 우선

Sponsorship 안내
기업블로그 홍보, 블로그캐스트가 도와드립니다.
- 뉴스와 어울린 콘텐츠형 홍보 플랫폼으로 배너광고 대비 월등한 CTR을 보여줍니다
- 스폰서 기업에게는 트랙백 방식의 컨텐츠 등록을 지원합니다.
(원하는 글을, 원하는 시간동안 지정노출 가능)
- 태그를 분석해 현재 보고 있는 뉴스와 관련 있는 블로그 글을 ‘연관글’로 보여줍니다.
(추후 적용)
구분

내용
main + news main + news view
2천만 노출/月 이상
아이뉴스/조이뉴스 동시적용
멀티블로그(3개까지) 등록 지원

Gold Sponsor

•
•
•
•

Silver Sponsor

• news main + news view
-> 아이뉴스/조이뉴스 중 택일
• 1천만 노출/月 이상

Promotion

• main + news main + news view
• 아이뉴스/조이뉴스 동시적용 or 택일

금액(VAT별도)
\50,000,000
(1년 기준)
\20,000,000
(1년 기준)
\5,000,000
(1개월, 택일기준)

inews24 블로그캐스트 가입신청서
회사명
주소
홈페이지
기업정보

http://

대표자

이름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서비스정보

블로그

http://

RSS

http://

대표 이미지

블로그 최싞글에 이미지가 없거나 썸네일 추출이 불가능할
때 사용할 default image를 첨부하거나 이미지를 받을 수 있
는 URL을 적어주세요.

서비스내역

/일반등록

/gold

/전체

/아이뉴스24

*매체지정

*계약기간
• 본 가입신청서는 계약서를 대신합니다.
• *표시 항목은 일반등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입신청서 보내실 곳 biz@inews24.com

/silver

/promotion
/조이뉴스24

~

아이뉴스24는
• 아이뉴스24는 종합 미디어 네트워크를 지향합니다.
- 국내 최초 인터넷 싞문 : 아이뉴스24
- 고품격 연예/스포츠싞문 : 조이뉴스24
- 싞나는 모바일 세상 : 월간 엠톡

• 혁신하는 미디어! 변신하는 미디어 입니다.
- 인터넷싞문과 함께 미디어의 변화를 주도해 온
아이뉴스24는 인터넷에 이어 모바일, DMB, IPTV 등
새로운 미디어 영역에도 적극 도전합니다
• 아이뉴스24는 도전하는 미디어 입니다.
- 다채로운 세미나와 이벤트로 대변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모델의 발굴을 위해 끊임 없이 분석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 아이뉴스24는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미디어를 지향합니다.
- 콘텐츠 수출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와 IT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
을 확보하기 위해 정짂할 것입니다
• 아이뉴스24는 유비쿼터스형 미디어를 꿈꿉니다.
- 유무선 인터넷은 물롞 독자들이 쉽고 가치있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를 발굴하
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고 가치 있게 만나는 ‘유비쿼터스형 미디어’를 지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뉴스24 비즈니스전략실
biz@inews24.com 02-3347-11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