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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소개

사용자중심의모바일뉴스포털app <뉴스통>

1
제공 OS 
안드로이드, ios, PC 지원

2 오픈플랫폼
타이틀, 기사본문에 ‘언론사브랜드’노출

3 편집/조작없는진정한실시간뉴스
다양한관점의다수제휴언론사뉴스의집합

4 개인맞춤마이크로뉴스서비스
뉴스통 AI로분석된사용자맞춤뉴스제공

5 뉴스접근성강화
이미지중심의 UI로남녀노소쉽게이용가능

PC 사이트 www.newstong.co.kr

2019 

방송/뉴스분야 ‘대상’ 수상

http://www.newstong.co.kr/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oftweb.newstong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oftweb.newstong
https://apps.apple.com/kr/app/%EB%89%B4%EC%8A%A4%ED%86%B5-news-portal/id723302030
https://apps.apple.com/kr/app/%EB%89%B4%EC%8A%A4%ED%86%B5-news-portal/id723302030


뉴스통리서치소개

10만패널과블록체인망을통한정확한데이터

뉴스통리서치는?

뉴스통app 안에있는탑재되어있는메뉴로
모바일로소비자의가장가까운곳에서

간단한설문조사부터심도있는여론조사까지제공됩니다

빠른응답속도및높은응답률

뉴스통app으로뉴스를매일열람하는고객들이시간에구애받지않고

손쉽게설문조사참가하여응답률이높습니다.

본인인증및 GPS 위치등록을통한정확하고다양한프로필의패널정보와

통통체인블록체인메인넷을보유하고있은기술력으로조작없는설문데이터를제공합니다.

특징 01. 

특징 02. 

통통체인 소개 http://tongtongchain.io/

http://tongtongchain.io/


뉴스통리서치소개

현금화가능한암호화페, TTCOIN 즉시보상

등록한프로필정보에따라맞춤형질문

등록하신프로필정보에따라, 사용자맞춤형설문을제공합니다.

매일새로운질문에답하고 TTCOIN을적립하세요.

설문에응답하고, 현금화가능한 TTCOIN으로보상받으세요.

적립된 TTCOIN은암호화페거래소코인통에서출금가능합니다

특징 03. 

특징 04. 



뉴스통리서치소개

재미있는퀴즈를통한리서치로간접홍보마케팅효과

정치·선거조사에특화된리서치솔루션

선거필승을위한선거전략조사, 인지도조사, 지지도조사등

선거운동에특화된선거리서치솔루션을제공합니다.

다양하고재미있는설문질문으로고객에게는즐거움과보상을!

의뢰자에게는효율적인광고성과와데이터통계를제공합니다.

특징 05. 

특징 06. 



뉴스통리서치주요화면

진입화면 리서치메인화면 설문참여 결과보기 코인적립화면1 2 3 4 5

뉴스통 app > 리서치탭클릭 참가하기버튼클릭 설정 > 통통지갑1문1답의경우노출



OO구후보자는몇번일까요?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4번

OO구후보자소속은누구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정답입니다

OO구후보자인지도조사입니다

정답입니다

OO구후보자인지도조사입니다

1/5 2/5

OO구후보자는공약이아닌것은?

교통천국! GTX 착공및조기완공

문화도시! 예술종합학교유치

건강도시! OO복지타운조성

면세점유치

정답입니다

OO구후보자인지도조사입니다

3/5

퀴즈형태의설문조사예시화면

당신은 프로!
70% 정답율 달성!

뉴스통서포터되어
가족/친구들을초대하면
추가코인을드립니다

서포터 초대하기

X

나중에 하기



뉴스통리서치보상코인 : 통통코인

통통코인이란? 코인통암호화폐거래소

통통코인, 비트코인등암호화폐를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거래할수있는거래소

지불결제및송금에특화된암호화폐로 ‘코인통’에서매매하여현금화가능합니다.
뉴스통리서치에서는설문유형에따라 100원~ 1만원의상당의통통코인이지급됩니다.

통통코인브랜드 사이트 http://tongtongcoin.io/?lang=KR 코인통 사이트 http://coin.etomato.com/#

통통지갑연동가이드 http://www.newstong.co.kr/html/Brand/down/nt_tt_linkage_20180910.pdf

http://tongtongcoin.io/?lang=KR
http://tongtongcoin.io/?lang=KR
http://coin.etomato.com/
http://www.newstong.co.kr/html/Brand/down/nt_tt_linkage_20180910.pdf


뉴스통리서치활용도

후보인지도, 지지도, 판세분석, 선거전략수립, 기관만족도, 의정평가등조사가능

선거및정책행정조사

브랜드, 시장구조, 상권, 판매예측등광고컨셉부터마케팅성과등측정및활용가능

마케팅 / 광고성과측정

정책조사, 사회지표조사, 계층조사등사회여론에대한국민의견 수렴등언론사, 방송국, 정보기관등에서조사가능

사회/여론조사

시사/교양/오락 프로그램및기사작성시활용가능

콘텐츠제작

구매형태, 이용형태인지도, 선호도등제품/서비스/브랜드 전략과관련한다양한피드백수집가능

소비자조사



뉴스통리서치 FAQ

Q. 패널모집은어떻게하나요?
뉴스통app 설치자면누구나본인인증 1회만하시면패널자격을가지게됩니다

Q. 전국단위조사가가능한가요?
뉴스통리서치에서는나이/성별/거주지정보가있어전국혹은특정지역구설문/여론조사가가능합니다

Q. 패널은어떤보상을받나요?

패널은설문의뢰자가설정한설문응답비용에따라 TTCOIN 이지급됩니다. (최소 10원~1만원까지)
TTCOIN 은암호화페로거래소(코인통app)에서언제든지 현금화가가능합니다.

Q. 패널신뢰도믿을수있습니까?
본인인증및 GPS를통한성별/연령/거주지등록을하고있으며, 통통허브메인넷을보유한기술력으로조작없는설문조사가가능합니다

Q. 조사의뢰는어떻게합니까?
괸리자페이지를통한질문등록및결과보기가언제든지가능하며
자세한사항은전화상담 02-2128-3899/3346  newstong@etomato.com으로문의해주시면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사소개

디지털 신문발행 및 IT 솔루션 업체

회사명 미디어토마토 (http://mito.newstomato.com/)

대표자 강진규

설립일 2018.06

사업영역 소프트웨어개발/운영

주요솔루션 자동조판시스템 (http://cms.tomatos.co.kr/)
뉴스통 (http://www.newstong.co.kr)
뉴스통리서치 (http://m.researchtong.com/)

미디어토마토는 토마토그룹의언론/IT부분계열사로

특허 출원된 디지털 신문 토탈솔루션 <자동조판서비스>

<빅데이터&인공지능AI가 융합된 마이크로 뉴스app, 뉴스통>

<일상의 모든것을데이터로 뉴스통리서치> 를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mito.newstomato.com/
http://cms.tomatos.co.kr/
http://www.newstong.co.kr/
http://m.researchtong.com/


뉴스통리서치프로세스

1 . 뉴스통 a p p 설치  2 . 리서치 탭 진입  3 . 본인인증 및 거주지 설정  4 .설문 참여  5 .코인 보상

1 . 상담신청  2 . 서비 스 상 담 후 설 문 등 록  3 . S M S 홍보문구 등록  4 .결 제  5 .설문 결 과 확인

설문참가패널고객

설문의뢰고객

뉴스통리서치 상담의뢰

전화상담: 02-2128-3899/3346
이메일상담 : newstong@etomato.com

http://www.newstong.co.kr/brand/index.aspx

뉴스통리서치는뉴스통app만 있으면누구나쉽게참가가능합니다.
설문의뢰고객의경우, admin 페이지를통해아래프로세스에따라진행부탁드립니다.

mailto:newstong@etomato.com
http://www.newstong.co.kr/brand/index.aspx


설문의뢰시진행프로세스

조사상담

계약및 결제

조사기획및설문지작성

1

2

3

담당자미팅/통화
02-2128-3899/3346

계약서작성및계약금지급

Step 1
조사상담및 설계

Step2
조사진행

Step3
조사완료및 결과보고

조사내용기획및질문작성

설문및 SMS 등록

관리자승인

뉴스통리서치조사진행

4

5

6

질문내용 / 홍보 SMS 
관리자페이지등록

승인절차를통해설문노출

고객설문참여

모집단비율및 유효성검토

결과분석

보고서전달

7

8

9

보상코인소진시까지모니터링

결과분석, 빅데이터분석

보고서전달/프로젝트종료

관리자페이지에서셀프 or 대행등록가능 관리자페이지에서실시간모니터링가능



관리자페이지이용방법 > 로그인

관리자페이지로그인1

토마토One – ID 회원가입후로그인

https://oneid.otongtong.net/join/

certi?cctype=NT&code=

http://admin.researchtong.com/

https://oneid.otongtong.net/join/certi?cctype=NT&code=
http://admin.researchtong.com/


관리자페이지이용방법 > 설문등록페이지 1

설문유형1

여론조사 or 서베이

질문갯수2

카테고리3

성별/연령4

응답자수/ 소요시간5

간단설문 (1문 1답) or 긴설문 (2문제이상)

연애/교육/사회/재테크등 10개카테고리

지역6

설문기간7

보상코인금액8

‘동’까지설정가능

여론조사의경우최소 20코인설정

1

2

3

4

5

6

8

7

Step 1. 설문응답자설정



관리자페이지이용방법 > 설문등록페이지 2 

설문유형1

객관식 or 퀴즈

질문제목2

설문목적3

설문보기입력4

최대 4개보기

선택입력사항

최대 30자1

2

3

4

5

단일응답 or 중복선택가능

응답옵션설정
5

Step 2. 상세질문등록



관리자페이지이용방법 > 설문등록페이지 3 

SMS 보낼전화번호등록1

휴대폰번호리스트등록

문자내용등록2

예상견적3

<저장> 클릭시예상견적팝업창업로드

문자문구등록 (MMS)

Step 3. SMS 등록

1 2

3

결제 or 다음에결제4

결제는통통코인으로진행

4



관리자페이지이용방법 > 설문관리페이지

카테고리/제목/문항수/진행사항1

진행사항2

달성률/등록일/게시기간3

통계4

관리자승인상태표기
승인되야뉴스통app에노출됩니다

1 2

설문관리 – 등록된설문리스트

질문참여자의통계정보노출

3 4



관리자페이지이용방법 > 통계관리페이지

분석1

질문별선택자분포도노출

통계관리 – 설문통계보기

리포트2

성별/연령별리포트통계자료

1

2



관리자페이지이용방법 > 지갑연동페이지

통통지갑연동1

뉴스통리서치보상수단인통통코인을사용
하기위해통통app > 통통지갑연동

통통지갑연동

통통지갑연동안내2

1

2 3 4

통통지갑보안키등록3

결제비밀번호설정4

통통지갑생성시만든 12자리보안키등록

통통지갑에서사용할비밀번호 6자리등록



서울시마포구양화진4길 32 이토마토빌딩 3층

대표전화 : 02.2128.3899/3346

newstong@etomato.com

Last updated 2020.01

Contact info.

뉴스통리서치와함께하시면

반드시최상의서비스로보답하겠습니다!

거부감없는여론조사기관
뉴스통리서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