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 E L L O T
D i g i t a l M a r k e t i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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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T Display AD

GROWING THE VALUE OF COMPANIES AND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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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T : Overview

전문성 강화

헬로티는 취재기자와 객원전문기자, 외부필진, 자문위원

등의

필진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별 기술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실시간 정보 전달

헬로티는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국내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강력한 기사 검색

헬로티는 체계적인 기사 재분류를 통해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결과를 제공합니다.

편리한 화면 구성

헬로티는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편리한 UI/UX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Member

Subscriber

53,000

Monthly

UV

170,000

Monthly

PV

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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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T DA : Web_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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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간 광고단가 (KRW)

TOP 1개월 5,000,000

B 1개월 3,000,000

C 1개월 3,000,000

G 1개월 4,000,000

E 1개월 2,000,000

F 1개월 2,000,000

SKY1 1개월 3,000,000

SKY2 1개월 3,000,000

SKY3 1개월 3,000,000

항목 매달 평균 노출 매달평균클릭

TOP 600,000 1,000

B 26,000 150

C 25,500 150

G 30,000 300

E 25,000 100

F 25,000 100

SKY1 27,000 200

SKY2 27,000 200

SKY3 27,000 200

21년 10월~12월



HelloT DA : Web_Adver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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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간 광고단가 (KRW)

A 1 month 5,000,000

B 1 month 3,000,000

C 1 month 3,000,000

G 1 month 4,000,000

E 1 month 1,000,000

F 1 month 1,000,000

H 1 month 5,000,000

SKY1 1 month 3,000,000

SKY2 1 month 3,000,000

SKY3 1 month 3,000,000

항목 매달 평균 노출 매달 평균 클릭

A 600,000 500

B 500,000 150

C 500,000 150

G 500,000 300

E 500,000 100

F 500,000 100

H 650,000 600

SKY1 500,000 200

SKY2 500,000 200

SKY3 500,000 200

21년 10월~12월



HelloT DA : Mobile

항목
(Banner Item)

사이즈
(Size : Pixel)

기간
(Period)

광고단가
(Cost : KRW)

A배너 980 x 180 1개월 5,000,000

B배너 980 x 180 1개월 3,000,000

C배너 980 x 180 1개월 2,000,000

상기 배너 공통 가이드

파일 용량 : 100KB 미만

파일 형식 : JPEG, GIF, ANIMATED GIF, 

script

배너 접수 일정

배너 디자인 제공시 1일 전 접수

배너 디자인 요청시 3일 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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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T DA : Newsletter

Member

Subscriber

93,000

Monthly

3회

Monthly

REACH

234,000

항목
(Banner Item)

사이즈
(Size : Pixel)

기간
(Period)

광고단가
(Cost : KRW)

A배너 700 x 150 1개월 1,000,000

B배너 700 x 150 1개월 1,000,000

상기 배너 공통 가이드

파일 용량 : 100KB 미만

파일 형식 : JPEG, GIF, ANIMATED GIF, script

배너 접수 일정

배너 디자인 제공시 1일 전 접수

배너 디자인 요청시 3일 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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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T : EDM

DELIVERABILITY 95~98%

GOAL

DELIVERABILITY 95~98%

OPEN RATE 5~8%

발송 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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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1~2%



HelloT : EDM

23.5

18.7

13.7

10.0

7.0

4.8 4.5 4.1 3.8
3.1 2.9

1.0 1.0 0.7 0.5 0.5

EDM 구독자 산업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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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T : EDM

EDM 구독자 회사규모 통계 EDM 구독자 직급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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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T : EDM

1,500,000원

1회

3회 3,600,000원

1,200,000원

3회

5회 5,000,000원

1,000,000원

5회

BASIC ADVANCE PROFESSIONAL

1회 발송

발송 : 80,000건

도달 : 78,000건

3회 발송

발송 : 240,000건

도달 : 154,000건

5회 발송

발송 : 400,000건

도달 : 390,000건

디자인 요청 시 별도 비용 발생

EDM 사이즈 : WIDTH 800px 미만, HEIGHT 5000px 미만 파일 형식 : HTML, JPEG, GIF / 최종 파일 형식 : HTML

EDM 접수 일정 : 디자인 제공 시 3일 전 / 디자인 요청 시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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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 Newsletter

브랜드 로고

브랜드
관련 기사

브랜드 기사
리드 수신 링크

뉴스레터 링크 구성

광고주 파일제공, 첨단 제작 모두 가능하며

헬로티 내 관련기사 링크 및 외부사이트 링크 가능

리포트 내역

오픈/클릭율, 링크별 상세 클릭율 등 리포트 제공

산업미디어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신뢰받는 브랜드 첨단과의

공동 브랜드 뉴스레터를 통해

브랜드 평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광고 메시지 전달 보다는

잠재고객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재고하고, 

리드 수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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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s Generation

Overview Format

Marketing optimize

첨단은 구글 마케팅 플랫폼의 최적화도구(optimize)와 태그

매니저(Tag manager)를 통한 랜딩 페이지 분석과 A/B 

테스트를 활용한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erformance Marketing

첨단은 기업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마케팅 방법 중

ROAS(Return On Ads Spending, 광고수익률)가 가장 높은

리드 발굴(Leads Genera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ata analytics

첨단은 구글 애널리틱스(analytics)와 데이터

스튜디오(Data studio)를 활용해 광고 효과에 대한

시각적인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백서(White Paper)

기업/제품/서비스/

도입사례/성공사례 등

기업 백서를 제작하여

리드를 생성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Video)

동영상 콘텐츠는

동영상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으

며, 리드 수신에도 매우 효과적입

니다. 동영상 제작에 대한

비용 투자 없이

리드 수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웨비나

타깃팅된 잠재고객을 만나는

매우 효과적인 콘텐츠입니다. 

오프라인 세미나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도 진행이 가능하

며 세일즈 리드 수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HTML 및 소스 제공

기업/제품/서비스/

도입사례/성공사례 등

기업 백서를 제작하여

리드를 생성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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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White Paper) 주요 콘텐츠 백서(White Paper) key point

White Paper : Leads

백서는 잠재 고객의 신뢰를 얻고 리드를 수신하는 가장

효과적인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백서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자료 및 도입사례 등

콘텐츠를 통해 대상 고객을 설득하는 보고서입니다. 

백서를 통해 복잡한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신제품 또는 서비스 소개

• 최근 업계 동향

• 제품 및 서비스 도입 사례 (문제점과 해결방안, 성공사례

등)

B2B 산업의 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품 또는 서비스 기능 및 장점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의견

• 주제와 관련한 TIP 또는 Q&A 리스트

• 주제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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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White Paper) 제작

White Paper : Leads

IT, 자동화기술, 기계기술, 신기술, 금형기술 등 업계 및 보유

콘텐츠를 활용하여 마케팅 목표를 향상시키는 세련되고

전문적인 콘텐츠를 백서(White Paper)로 제작해 드립니다.

고객은 해당 백서를 활용해 뉴스레터, 웹 광고 또는 기업

웹사이트 방문을 유도할 수 있으며 첨단 CTA(call-to-

action) 툴인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타깃팅된 리드발굴이

가능합니다.

고객/광고주는 제작된 백서를 소유할 수 있으며, 

저작권에 대한 우려 없이 온라인, 오프라인 배포가 가능하여

다양한 마케팅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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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Leads EDM 구성

White Paper : Leads

광고주가 제공한 백서 또는 첨단 백서 제작 서비스를 통해

제작한 콘텐츠를 PDF 파일로 제공하여 세일즈 리드 수신을

진행합니다. 단순 링크 형식의 EDM 보다 ROAS(Return On 

Ads Spending, 광고수익률)이 높고, 세일즈 리드를 통한

마케팅이 가능하며 영업 DB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드 수신 정보

기본 리드 수신정보는 이름, 이메일, 연락처, 소속, 부서, 

직책, 산업분류, 회사규모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포트 구성

세일즈 리즈, 리드 전환율, 오픈/클릭율

제품/서비스
이미지

백서 제목

백서 썸네일

백서 본문

백서
다운로드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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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s generation : Library

첨단 헬로티 라이브러리 PRICE

캠페인 종료 후에도 첨단 라이브러리 게시물은 유지돼

리드 수신을 위한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 캠페인 운영 채널

기본 – e-DM, DA, 라이브러리

추가 – DA, SNS, 뉴스레터 배너 등 잔여 구좌에 따라 유동적

White Paper Lead

70,000원

(구매 당 단가 / VAT 별도)

• 제작기간

백서 : 14일

캠페인 진행 3일 전 시안 확인 완료

캠페인 기간 설정

리드 DB / 리포트 전달

e-DM, DA, 라이브러리 게재

발송 : 80,000건 / 도달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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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inar Strength

Webinar : Service

라이브 종료 이후에도 마케팅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웨비나는 방송이 종료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으며,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웨비나 콘텐츠는

검색엔진 최적화에 도움이 되어 홈페이지 방문자를 증가시킵니다.

잠재고객을 확보하는 데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합니다

웨비나는 타깃팅된 잠재고객을 만나는 매우 효과적인 콘텐츠입니다. 참가자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비나는 오프라인 세미나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참석자 DB를 통해 잠재고객 DB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잠재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웨비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PPT 제안을 진행할 수 있으며, 라이브채팅과

홈페이지 방문 등 클릭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웨비나 콘텐츠가 풍부해질 수록 온라인

상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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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inar : Price

1,500,000원

1회

REGULAR

(250)

양방향소통이가능한

공개웨비나

• 웨비나 Basic 포함

• EDM 3회 (MTV DB)

• 리드_1차 : 사전 신청자

및 참가자 DB 전달

• 기사_1차 : 웨비나 개요

MTV DB

기사_1차

리드_1차

자체진행

BASIC

(150)

고객사 고객을대상하는

비공개웨비나

• 고객사 자체 DB 활용

• 고객사 관계자가 직접 진

행

• 웨비나 영상 콘텐츠 제공

자체 DB 비공개

자체진행

PLUS

(350)

전문 MC가

참여하는 웨비나

• 웨비나 Regular 포함

• 전문 MC의 통찰력 있는

정보 전달

• 기사_2차 : 웨비나 진행

내용

MTV DB

리드_1차

기사_1, 2차

전문 MC

PREMIUM

(450)

MTV가자체 기획하는

프리미엄웨비나

• 웨비나 PLUS 포함

• MTV 전문가 사전기획

참여

• 리드_2차 : 프리미엄

세미나 콘텐츠 입점

MTV DB 기사_1, 2차

리드_1, 2차 전문 MC

큐레이션 뉴스레터

사전기획

※ 모든 서비스는 생방송 및 사전녹화가 진행됩니다 (단, 'BASIC'은 생방송만 진행), 단위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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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inar : Service

사전등록

현장참여

서베이

결과전달

실시간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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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 Conference

“  오프라인 컨퍼런스 ,  세미나를 온라인에서

진 행 합 니 다 .  접 근 성 과 전 문 성 을 높 였 습 니 다 .  ”

• 오프라인에서 준비했던 제작물, 장소임대 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오프라인 행사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컨퍼런스 내용 영상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방적인 주입식 발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습

니다.  

• 시청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만 준비되면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업 참여자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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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roduct : Review

‘ S h o w  me  t h e  I n no v a t i o n ’

고 객 사 의 신 제 품 을 영 상 콘 텐 츠 로 홍 보 해 드 립 니 다 .

• 고객사의 신제품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

(2~3분) 촬영을 진행합니다.

• 한 달에 한번 신제품 영상을 모아 뉴스레터

를 발송해 잠재 고객 발굴을 지원합니다. 

• 신제품 영상 내용은 기사를 통해 포털에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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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Digital AD

Hello T DA

EDM/Newsletter

Leads Generation

White Paper Leads

Video Leads

Webinar

WEBINAR

Hello T DA

EDM/Newsletter

WEB Development

WEB(CMS) Development

Landing Page Development

SEO/SEM

Print Magazines

Monthly Automation

Monthly Electronics

Monthly I-CONNECTED

Business Printing

Brochure / Catalog

Business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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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 the va lue of  compan ies and knowledge

THANKS FOR YOU

산업포털 헬로티
www.hellot.net

제조업 전문 플랫폼 M-TV
manufacturingtv.co.kr

첨단 전시포털
exhibition.hellot.net

첨단 서울 본사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 TEL : 02-3142-4151 
• FAX : 02-338-3453 

파주 R&D센터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TEL : 02-3142-4151 
• FAX : 02-338-3453

문의

헬로티 윤성규 국장
070-4345-9843 /ysk@hellot.net

헬로티 윤희승 매니저
070-4345-9866 /yhs1@hello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