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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정보

인더스트리뉴스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종합/경제) 미디어로  

   와 함께 새로운 미디어 세상을 열어갑니다.  

인더스트리뉴스는 4차 산업혁명을 관통하는 눈과 귀가 되어  

여러분의 진정한 미디어 파트너로 거듭날 것입니다.  

발행취지 Publication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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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증권·금융 부동산 중기·벤처 전기·수소· 
하이브리드·자동차

테크 탄소중립·ESG· 
RE100

자율생산·자동화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배터리·폐배터리· 
충전 인프라

사회·문화 영상뉴스·웨비나



취재 방향 Direction of Coverage 

1 4차 산업혁명 & 차세대 기술 조명

AI와 IoT,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컴퓨팅 등 초연결, 초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기술과 산업 그리고 미래 산업기술을 집중 취재해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이슈들을 현장감 있게 전달합니다.

4‘그린뉴딜’, ‘ESG 경영’, ‘RE100’ 등 글로벌 기업 운영 최신 트렌드 보도

전례 없는 혼란을 가져온 코로나19는 기업들에게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성공 

전략을 요구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핵심 전략으로 ‘ESG 경영’이 떠오르고 있습

니다. △RE100 △수소경제 실현 △2050 탄소중립 △CCS(이산화탄소포집· 

저장기술) △전기차 등 ‘그린뉴딜’을 비롯해 현재 기업 운영의 핵심 전략인  

ESG 경영과 관련한 최신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제공합니다.

2 자율생산 분야 산업동향과 주요 현안 심층 분석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적용된 제조산업 현장의 기술 트렌드와 국내외  

자율생산 시장현황 전반의 최신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자율생산 업계 현

안을 심층 취재한 양질의 분석 기사를 제공합니다.

5배터리·폐배터리·충전인프라 산업 현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부상하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배터리산업을 소재, 시스템, 충전 인프라, 유지관리 SW 등 배터리산업의 

A to Z를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을 조명해 성장

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배터리 기술개발  

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3 태양광·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진단

RE100, 제로에너지빌딩 등 산업계 에너지 전환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비롯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최신 소식과 향후 전망 등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부각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 기사를 제공합니다.

6산업부품·소재 시스템 산업 전망과 발전 방향 제시

센서와 모터, 케이블, 감속기 등 각종 자동화 관련 부품은 물론  

기술 융복합으로 급변하는 소재 변화 

추이와 기술개발에 대한 산·학·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미래 부품과 소재 시장을 전망해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연관 산업인 제조, 소재/부품,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금융과 IT 등 산업 관계자부터 지자체 및 공무원까지 다양한 

분야의 담당자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구독자 비율 업종별 구독자 비율

에너지

소재·부품

자동차·조선

전기·전자·ICT

건설·건축·플랜트

반도체·디스플레이

금융 및 벤처 캐피탈

언론·기타

철강·석유화학

식품·운송·물류

생산·제조

경영

유통판매

품질관리

SI·유지보수

영업

연구개발

서비스

기타

30.4%

22.7%

16.8%

15.3%

5.7%

3.3%

2.3%

1.5%

1.2%

0.8%

21.5%

19.9%

14.4%

10.4%

10.2%

9.2%

8.2%

5.1%

1.1%

월 평균 방문자

800,000명+
월 평균 페이지뷰

1,900,000건+
평균 체류시간

39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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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분포 통계 Subscribers Status



구 분 사이즈 (픽셀) 단가/1개월

배너광고-1(상단배너) 300(W)×81(H) 3,000,000

배너광고-2(날개배너) 120(W)×250(H) 3,000,000

배너광고-3(전면상단) 372(W)×100(H) 2,500,000

배너광고-4(전면중간) 372(W)×100(H) 2,500,000

배너광고-5(전면하단) 372(W)×100(H) 2,200,000

배너광고-6(전면중간) 335(W)×188(H) 2,200,000

파워비즈 로고 배너 121(W)×50(H) 1,000,000

온라인 배너광고를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고 충성도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타켓 마케팅을 통한 바이어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간 뉴스레터 배너

산업별 기사내 배너
(경제·정책 또는 증권·금융 또는 부동산)

▶ 산업별 배너 
(경제·정책 또는 증권·금융 또는 부동산)

▶ 주간 뉴스레터 배너

*개별 온라인 광고/홍보 아이템 2개 이상 선택시, 정가의 10% 할인

구 분 사이즈 (픽셀) 단가/1개월

주간 뉴스레터 배너광고 상단 (좌) 250(W)×60(H) 2,500,000

주간 뉴스레터 배너광고 상단 (우) 250(W)×60(H) 2,500,000

주간 뉴스레터 배너광고 상단 760(W)×100(H) 2,000,000

주간 뉴스레터 배너광고 중간 745(W)×100(H) 1,500,000

주간 뉴스레터 배너광고 하단 745(W)×100(H) 1,500,000

구 분 사이즈 (픽셀) 단가/1개월

배너광고_Sub1(Large) 300(W)×180(H) 2,500,000

▶ 산업별 기사내 배너 
(경제·정책 또는 증권·금융 또는 부동산)

*개별 온라인 광고/홍보 아이템 2개 이상 선택시, 정가의 10% 할인

구 분 사이즈 (픽셀) 단가/1개월

배너광고 250(W)×200(H) 2,000,000

산업별 배너
(경제·정책 또는 증권·금융 또는 부동산)

➑

➒

8

메인 페이지 배너

▶ 메인 페이지 배너

*개별 온라인 광고/홍보 아이템 2개 이상 선택시, 정가의 10% 할인

➊
➋
➌
➍
➎
➏
➐

*개별 온라인 광고/홍보 아이템 2개 이상 선택시, 정가의 10% 할인

1 1

3

4

6

5

7

13

14

2 2

9

12

10 11
(단위 : 원 / VAT 별도)

(단위 : 원 / VAT 별도)

(단위 : 원 / VAT 별도)

10

(단위 : 원 / VAT 별도)

11
12
13
14

EDM 서비스 요금표 (단위 : 원/ VAT 별도) 
•월 1회 : 2,000,000

온라인 마케팅 요금표 Online Marketing Fee



전기차·수소·하이브리드·자동차    
Electric Vehicle·Hydrogen Vehicle·Hybrid Vehicle· 

Automotive

• 전기차,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과 기계, 장비, 설비 분야 기술 이슈 

및 트렌드 보도

•수소, 하이브리드 등 전동화되는 자동차 산업 전반을 집중 조명

경제·정책  
Economy·Policy

•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국내 산업 정책과 경제 소식

•산업 및 경제 분야의 새로운 소식과 이슈 보도

증권·금융 
Stock·Financial

• 국내 대표 증권사, 금융기관 등의 주요 이슈 및 경제 동향 체크  

•재테크, 주식, 핀테크, 경제지표, 환율, 주요국 증시 등 소식

부동산    
Real Estate

• 건축, 건설 시장을 비롯한 자재, 인테리어 전반의 이슈 및  

국내 부동산 시장 동향 보도

• 도시개발 계획, 재건축 동향 등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심층 분석

중기·벤처    
Small·Medium Sized Business & Venture Business

• 비대면, 디지털, 그린 등 유망 분야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발굴

•투자 유망 산업 조명과 주요 신산업 분야 산업 생태계 조성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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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Contents



테크     
Technologies

•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센서, 비전, 전자제품, LED, 키오스크 

등 기술 및 시장 동향

• 인공지능(AI), 5G,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신기술 트렌드  

제시

탄소중립·ESG·RE100    
Carbon Neutrality·Environment·Social & Governance· 

Renewable Energy 10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과 기업별 전략 집중 보도 

• 탄소배출권, RE100, ESG 채권, 산업별 온실가스 저감 노력, CCUS 등  

기술개발 동향, 미세먼지 이슈, 글로벌 탄소중립 현황 등 시장 동향

자율생산·자동화    
Autonomous Manufacturing·Industrial Automation

• 자율생산 솔루션, 산업용 로봇, 머신비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트렌드

• MES, ERP, PLM, SCM, 협업로봇, AGV, 증강현실, 가상현실, 클라우드,  

엣지컴퓨팅, FEMS, 스마트센서, 모션컨트롤, 머신러닝, 계측기, 유공압, 

화상장비 등 기술 동향

태양광·신재생에너지    
Solar Energy·Renewable Energy

•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 연료전지, ESS 등 재생에너지 이슈 및 시장 동향

• 태양광 모듈 및 소재, 태양광 전력 및 발전설비, 태양광 장비 생산,  

인버터, 풍력 장비 및 발전, PCS, 에너지저장장치, 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EMS, 전력중개 및 거래,  

에너지 프로슈머 등 에너지 분야 기술 및 소식

배터리·폐배터리·충전 인프라   
Battery·Reuse Battery·Charging Infrastructure

• 차세대 산업의 핵심인 배터리 관련 소재, 부품, 생산 및  

제조 분야 집중 해부 

•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결합 ESS 등 

국내외 전기차·하이브리드카·수소자동차 시장과 충전 인프라,  

배터리 사업화 동향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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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주요 산업  

2023 시장전망보고서Ⅱ

적층제조 2.0 시대 돌입,  

글로벌 3D프린팅 기술  

대전 개막

클라우드가 완성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예측 유지보수의 핵심 열쇠, 

효율 극대화된 IIoT 솔루션

FA 주요 산업  

2024 시장전망보고서Ⅰ

RPA, 지능형 자동화(IA)  

전환 시대 돌입

ESG 경영의 필수조건,  

자율생산 공장 도입기업의 

변화

자율생산공장 완성의 키,  

하이엔드 모션컨트롤

디지털트윈·메타버스,  

‘쌍둥이 공장’이 뜬다

산업용 인공지능 융합 기술 

제조현장 적용사례

자율생산 공장의 전제조건, 

‘머신비전’의 진화

인력부족은 옛말,  

자율생산로봇 출격 대기

2023년 1월호

2023년 5월호

2023년 9월호 2023년 10월호 2023년 12월호2023년 11월호

2023년 6월호 2023년 7월호 2023년 8월호

2023년 2월호 2023년 3월호 2023년 4월호

FA저널 Autonomous Manufacturing은 산업현장의 자동화 기술 트렌드와  

최신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산업분야별 최적 솔루션과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자율생산 공장 보급 확산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체정보

 창 간 : 1992년

 발행주기 : 월간

 언 어 : 한국어

 발행일 : 매월 1일

 월 발행부수 : 30,000부/월

 규 격 : 208(W)×282(H)mm

 구독료 : 연간 100,000원 | 권당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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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및 교육·

연구기관  4.3%

자동화 시스템 및

생산라인 설비  25.6%
산업용품 및 

상가·산업공단  17.5%

정부 관련 기관

(공사 포함)  12.9% 자동화 전용기 제조 

34.4%

수출·수입 무역  2.9%

기타  0.9%

벤처캐피털·투자 관련 

금융기관  3.5%

반도체·디스플레이  22.3%

전기·전자  21.3%
일반·기계  19.3%

자동차·조선  15.3%

철강·석유화학  8.0%

오일·가스  4.7%

운송·물류  6.2%

식음료·제약  2.3%

기타  0.6%
제조  25.2%

생산·검사  22.5%

연구·개발  15.4%

판매·영업  12.1%

시스템 설계  9.5%

구매·자재  7.4%

마케팅·홍보  4.8%

경영·관리  2.1%

기타  1.0%

주요구독자현황 _ Major Subscriber Status

디스플레이 관련  

생산·제조·설계·연구·개발· 

기술 담당자

식음료·제약·소비재 관련  

생산라인 관리자

전기전자 및 가전·  

IT 관련 제품 공장  

생산라인 담당자

제철·조선 제조라인  

운영·유지보수 관리자

정부·공공기관

석유화학 및 바이오·수처리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

LED·태양광·풍력·  

2차 전지산업 관련  

제조장비 담당자

CEO·CFO·CTO

자동차 제조사 및  

관련 1·2차 벤더 관련 책임자

기타

22.0%

8.0%

18.0%

6.0%

14.0% 14.0%

5.0% 3.0%

9.0%

1.0%

직종별 배포현황 산업별 배포현황 업종별 배포현황

배포현황 Readership & Circulation



※ 상기 금액은 1회당 광고 요금입니다. 12개월분 선금 결제 시 10% 할인

※ 대행사 광고는 수수료 건으로 상기 단가에서 15% 인상 적용합니다.

(단위 : 원 / VAT 별도)▶ 지면 광고 요금표    

구 분 1회 계약 / 1회 6회 계약 / 1회 12회 계약 / 1회

표지 1P 5,000,000

표지 2P 3,500,000 3,000,000 2,500,000

표지 3P 2,500,000 2,200,000 2,000,000

표지 4P 4,000,000 3,500,000 3,000,000

내지 1P 3,000,000 2,500,000 2,000,000

내지 2~5P 2,300,000 2,000,000 1,700,000

내지 6~10P 2,000,000 1,700,000 1,500,000

내지 11~20P 1,700,000 1,400,000 1,200,000

내지 21~30P 1,400,000 1,200,000 1,000,000

내지 31~50P 1,000,000 800,000 700,000

내지 51~60P 800,000 700,000 600,000

내지 61P 이후 600,000 550,000 500,000

인터뷰 기사

신제품 소개 기사

케이스 스터디 기사

표지 4 광고

(단위 : 원 / VAT 별도)▶ 기사게재                                                                       

구 분 크기 게재 횟수 광고 요금

신제품 소개 기사 A4 2P 분량 1회 500,000

인터뷰 기사 A4 2P 분량 1회 700,000

보도자료 기사 A4 1P 분량 1회 300,000

기술소개 기사 A4 1P 분량 1회 400,000

케이스 스터디 기사 A4 1P 분량 1회 400,000

카드뉴스 제작 6P 1회 500,000

표지 1 광고 내지 1 광고

❶

❸

❺

❷

❹

❻

Card News

카드 뉴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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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광고요금 Offline Magazine Advertisement Rate



구 분 사이즈 (픽셀) 단가/1개월

배너광고-1(상단배너) 300(W)×81(H) 3,000,000

배너광고-2(날개배너) 120(W)×250(H) 3,000,000

배너광고-3(전면상단) 372(W)×100(H) 2,500,000

배너광고-4(전면중간) 372(W)×100(H) 2,500,000

배너광고-5(전면하단) 372(W)×100(H) 2,200,000

배너광고-6(전면중간) 335(W)×188(H) 2,200,000

파워비즈 로고 배너 121(W)×50(H) 1,000,000

▶ 메인 페이지 배너

*개별 온라인 광고/홍보 아이템 2개 이상 선택시, 정가의 10% 할인

➊
➋
➌
➍
➎
➏
➐

8

9

주간 뉴스레터 배너

EDM 서비스 요금표 (단위 : 원/ VAT 별도) 
•1회 : 1,500,000    •2회 : 2,700,000

메인 페이지 배너

산업별 카테고리 배너
(자율생산·자동화 또는 중기·벤처 또는 테크)

산업별 카테고리 기사내 배너 
(자율생산·자동화 또는 중기·벤처 또는 테크)

13

14

12

10

(단위 : 원 / VAT 별도)

▶ 산업별 배너
(자율생산·자동화 또는 중기·벤처 또는 테크)

구 분 사이즈 (픽셀) 단가/1개월

배너광고_Sub1(Large) 300(W)×180(H) 2,500,000➑
*개별 온라인 광고/홍보 아이템 2개 이상 선택시, 정가의 10% 할인

(단위 : 원 / VAT 별도)

▶ 산업별 기사내 배너
(자율생산·자동화 또는 중기·벤처 또는 테크)

*개별 온라인 광고/홍보 아이템 2개 이상 선택시, 정가의 10% 할인

구 분 사이즈 (픽셀) 단가/1개월

배너광고 250(W)×200(H) 2,000,000➒

(단위 : 원 / VAT 별도)

▶ 주간 뉴스레터 배너

*개별 온라인 광고/홍보 아이템 2개 이상 선택시, 정가의 10% 할인

구 분 사이즈 (픽셀) 단가/1개월

주간 뉴스레터 배너광고 상단 (좌) 250(W)×60(H) 2,500,000

주간 뉴스레터 배너광고 상단 (우) 250(W)×60(H) 2,500,000

주간 뉴스레터 배너광고 상단 760(W)×100(H) 2,000,000

주간 뉴스레터 배너광고 중간 745(W)×100(H) 1,500,000

주간 뉴스레터 배너광고 하단 745(W)×100(H) 1,500,000

10

(단위 : 원 / VAT 별도)

11
12
13
14

온라인 광고요금 Online Advertisement Rate

1 1

3

4

6

5

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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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계획 _ Editorial Calendar 2023

계묘년 맞아 달라지는  

국내 태양광산업, 전망은?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  

발전사업자가 알려주는  

인버터 선택 가이드

농사와 전력생산을 동시에! 

실증단지를 통해 알아본  

영농형태양광의 미래

미래 전력시장의 핵심,  

ESS를 알면 돈이 보인다.

업계가 바라본  

2023 태양광 결산!

제2차 수상태양광 실증  

종료! 안정성 논란  

넘어설까?

EPC 기업들의 생존전략,  

활로는?

건축외장재로 거듭난 BIPV,  

국내 태양광산업의  

새 성장 동력될까?

‘헌 것 줄게 새 것 다오’  

노후 태양광발전소  

리모델링 가이드

제3자 PPA로 알아보는  

전력시장의 변화! 새로운  

수익모델 찾는 태양광

한국형 RE100 열풍!  

CF100부터 RE100까지,  

수요기업들의 로드맵  

살펴보기

EPR 제도 시행 원년,  

모듈 업계 변화는?

2023년 1월호

2023년 5월호

2023년 9월호 2023년 10월호 2023년 12월호2023년 11월호

2023년 6월호 2023년 7월호 2023년 8월호

2023년 2월호 2023년 3월호 2023년 4월호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태양광 전문 매거진인 솔라투데이는 지난 2008년 창간 이후,  

태양광을 필두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다루는 전문 매거진입니다.

경제 기반이 저탄소·친환경 중심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시대에서  

태양광을 비롯해 풍력,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원과 탄소저감,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 자원화를 주요 테마로 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매체정보

 창 간 : 2008년

 발행주기 : 월간

 언 어 : 한국어

 발행일 : 매월 1일

 월 발행부수 : 30,000부/월

 규 격 : 208(W)×282(H)mm

 구독료 : 연간 100,000원 | 권당 10,000원

편집계획 _ Editorial Calend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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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취지 Publication Mission



배포현황 Readership & Circulation

건설·시공·감리  19.7%

제조·생산  16.7%

유통·판매  16.5%시스템·관리·서비스  12.9%

정부·기관·지자체  11.0%

생산·장비·공급  10.6%

금융·컨설팅  8.1%

탄소저감 사업  3.2%

기타  1.3%

구독자현황 _ Subscribers Status

에너지전환 생산·제조관련  

기업체 담당자

공공기관 에너지 운영·  

유지보수 관련 담당자

태양광·탄소제로 관련  

설계·제조·구축시공 담당자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 에너지 정책입안 및  

집행자

태양광·탄소중립 관련 시스템  

구축 담당자

금융 및 벤처 캐피탈·  

투자관련 담당자

전기 및 전력 시스템 관련  

기업 담당자

CEO·CFO·CTO

건축·건설·플랜트 설비 관련  

설계·운영·유지보수 담당자

기타

22.0%

7.0%

16.0%

6.0%

15.0%

5.0%

13.0%

4.0%

10.0%

2.0%

설비·관리  9.2%
생산·품질·관리  17.5%

CEO·CFO·CTO  13.7%

제조 연구·개발  12.5%

구매담당  22.2%판매 영업  6.5%

엔지니어링  5.3%

마케팅 홍보  8.2%

기획·경영지원  4.9%

업종별 배포현황 직군별 배포현황



구 분 1회 계약 / 1회 6회 계약 / 1회 12회 계약 / 1회

표지 1P 5,000,000

표지 2P 4,500,000 4,300,000 4,000,000

표지 3P 3,500,000 3,300,000 3,000,000

표지 4P 5,000,000 4,800,000 4,500,000

내지 1P 4,000,000 3,800,000 3,500,000

내지 2~5P 3,500,000 3,200,000 3,000,000

내지 6~10P 3,000,000 2,800,000 2,500,000

내지 11~20P 2,500,000 2,300,000 2,000,000

내지 21~30P 2,000,000 1,800,000 1,500,000

내지 31P 이후 1,500,000 1,300,000 1,000,000

구 분 1회 계약 / 1회 6회 계약 / 1회 12회 계약 / 1회

 B  1~5P 1,500,000 1,200,000 1,000,000

 B  6~10P 1,200,000 1,000,000 900,000

 B  10P 이후 1,000,000 900,000 800,000

※ 상기 금액은 1회당 광고 요금입니다. 12개월분 선금 결제 시 10% 할인

※ 대행사 광고는 수수료 건으로 상기 단가에서 15% 인상 적용합니다.

(단위 : 원 / VAT 별도)

(단위 : 원 / VAT 별도)

▶ 지면 광고 요금표                                                                       

SOLAR TODAY(전면)

BATTERY SECTION(후면 위치 : 광고목차와 표지3 사이)

CARD 
NEWS

ⓒ
 E

d
ito

r 
by

 임
준

성

(단위 : 원 / VAT 별도)▶ 기사게재                                                                       

구 분 크기 게재 횟수 광고 요금

신제품 소개 기사 A4 2P 분량 1회 500,000

인터뷰 기사 A4 2P 분량 1회 700,000

보도자료 기사 A4 1P 분량 1회 300,000

기술소개 기사 A4 1P 분량 1회 400,000

케이스 스터디 기사 A4 1P 분량 1회 400,000

카드뉴스 제작 6P 1회 500,000

S

 B

대건소프트(대표 이재명)가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

(ESS) 시장에서의 활약을 예고했다. 대건소프트는 에너

지 서비스 플랫폼 기업 누리플렉스 베트남 법인(NURI 

FLEX VIETNAM, 김진영 법인장)과 지난 7월 누리플렉

스 베트남지사에서 에너지저장장치 분야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지난 9월 7일 밝혔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를 이용한 ESS 

운영 소프트웨어 공급 및 구축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플랫폼 개발 및 구축 등 상호 교류 및 협력 필요 분야

에서 유기적 사업체계를 구축한다.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분야 시스템 구축 및 개발기업

인 대건소프트는 에너지 솔루션 관련 핵심 기술 역량 

및 업력을 보유한 EMS/PMS 전문기업이다. 신재생에

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주파수조정(FR) 사업, 자동화 시

스템 및 전력중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건소프트 이재명 대표는 “이번 협

업을 통해 베트남 및 신남방 지역으로 

시장 확장의 기회를 가지게 돼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 형성을 기대한다”며, 

“양사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발전을 

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누리플렉스는 전력 사용량을 검침하

는 지능형 검침 인프라(AMI) 솔루션 개

발 전문기업이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바 

있으며, 에너지 서비스 플랫폼 사업도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시스

템 설계 기술력과 다양한 에너지 솔루

션 구축 및 개발 노하우 결합으로 시

너지를 내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

획이다.

누리플렉스 베트남 김진영 법인장은 

“사용 후 배터리 및 마이크로그리드 

분야와 관련해 국내외 공동 프로젝트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 선도에 역점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대건소프트

와 누리플렉스의 기술·사업 역량의 결합은 빠른 성장

과 혁신적 솔루션 제공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이 증가

하며,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산업이 각광받는 추세다. 신

재생에너지원과 ESS가 융·복합된 차세대 전력 체계

인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 역시 탄소중립의 해법으

로 중요성이 높아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MOU)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사용 후 

배터리를 이용한 ESS 운영 소프트웨어 △마이크로그

리드 운영 플랫폼 개발 등의 업무 분야에 대해 상호 협

력해 기술 제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사업 

진행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 후 배터리 활용한 ESS 및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협력사용 후 배터리 활용한 ESS 및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협력

대건소프트, ESS 경쟁력 강화…  대건소프트, ESS 경쟁력 강화…  
누리플렉스 베트남과 업무제휴누리플렉스 베트남과 업무제휴

글 정 한 교 기자

대건소프트는 에너지 서비스 

플랫폼 기업 누리플렉스 

베트남 법인과 지난 7월 

누리플렉스 베트남지사에서 

에너지저장장치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를 

맺었다.

56 

MARKET MARKET TRENDTREND

인터뷰 기사

신제품 소개 기사

보도자료 기사

표지 4 광고표지 1 광고 내지 1 광고

카드 뉴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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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배포현황 Readership & Circulation

주간 뉴스레터 배너 

EDM 서비스 요금표 (단위 : 원/ VAT 별도) 
•1회 : 1,500,000    •2회 : 2,700,000

메인 페이지 배너

산업별 카테고리 배너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또는 탄소중립·ESG 또는 배터리·충전 인프라)

산업별 카테고리 기사내 배너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또는 탄소중립·ESG 또는 배터리·충전 인프라)

구 분 사이즈 (픽셀) 단가/1개월

배너광고-1(상단배너) 300(W)×81(H) 3,000,000

배너광고-2(날개배너) 120(W)×250(H) 3,000,000

배너광고-3(전면상단) 372(W)×100(H) 2,500,000

배너광고-4(전면중간) 372(W)×100(H) 2,500,000

배너광고-5(전면하단) 372(W)×100(H) 2,200,000

배너광고-6(전면중간) 335(W)×188(H) 2,200,000

파워비즈 로고 배너 121(W)×50(H) 1,000,000

▶ 메인 페이지 배너

*개별 온라인 광고/홍보 아이템 2개 이상 선택시, 정가의 10% 할인

➊
➋
➌
➍
➎
➏
➐

13

14

12

(단위 : 원 / VAT 별도)

▶ 산업별 배너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또는 탄소중립·ESG 또는 배터리·충전 인프라)

구 분 사이즈 (픽셀) 단가/1개월

배너광고_Sub1(Large) 300(W)×180(H) 2,500,000➑
*개별 온라인 광고/홍보 아이템 2개 이상 선택시, 정가의 10% 할인

(단위 : 원 / VAT 별도)

▶ 산업별 기사내 배너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또는 탄소중립·ESG 또는 배터리·충전 인프라)

*개별 온라인 광고/홍보 아이템 2개 이상 선택시, 정가의 10% 할인

구 분 사이즈 (픽셀) 단가/1개월

배너광고 250(W)×200(H) 2,000,000➒

(단위 : 원 / VAT 별도)

▶ 주간 뉴스레터 배너

*개별 온라인 광고/홍보 아이템 2개 이상 선택시, 정가의 10% 할인

구 분 사이즈 (픽셀) 단가/1개월

주간 뉴스레터 배너광고 상단 (좌) 250(W)×60(H) 2,500,000

주간 뉴스레터 배너광고 상단 (우) 250(W)×60(H) 2,500,000

주간 뉴스레터 배너광고 상단 760(W)×100(H) 2,000,000

주간 뉴스레터 배너광고 중간 745(W)×100(H) 1,500,000

주간 뉴스레터 배너광고 하단 745(W)×100(H) 1,500,000

10

(단위 : 원 / VAT 별도)

11
12
13
14

1 1

3

4

6

5

7

2 2

10 11



2023 세계 태양 에너지 엑스포 전시사무국    T. (02)719-6933(내선 503)     F. (02)715-8245     E. expo@infothe.com 

International Solar Energy EXPO & Conference

2023 세계2023 세계 태양에너지태양에너지 엑스포엑스포

동시개최 세계 그린뉴딜 엑스포 세계 에너지저장시스템 엑스포 세계 배터리&충전 인프라 엑스포 

KINTEX, SEOUL, KOREAKINTEX, SEOUL, KOREA

20232023.. 66.. 2727((Tue.Tue.))  ~~  2929((Thu.Thu.))

www.exposolar.org

Korea's ONE & ONLY PV Show

2023

2023 세계 에너지저장시스템 엑스포 전시사무국   T. (02)719-6933(내선 503)   F. (02)715-8245   E. expo@infothe.com 

www.essexpo.co.kr

International Energy Storage System EXPO & Conference

2023 세계2023 세계 에에너너지지저저장장시시스스템템 엑스포엑스포  
The Key Marketplace for Energy Storage Technology

KINTEX, SEOUL, KOREA

2023. 6. 27(Tue.) ~ 29(Thu.)

동시개최 세계 그린뉴딜 엑스포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세계 배터리&충전 인프라 엑스포 

2023

2023 세계 그린뉴딜 엑스포 전시사무국      T. (02)719-6933(내선 503)       F. (02)715-8245      E. expo@infothe.com 

KINTEX, SEOUL, KOREA

2023. 6. 27(Tue.) ~ 29(Thu.)

www.greennewdealexpo.org

International Smart Energy & Low Carbon Emission Expo & Conference

2023 세계2023 세계 그그린린뉴뉴딜딜 엑스포엑스포 
Trade Show for the Green New Deal Industry

동시개최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세계 에너지저장시스템 엑스포 세계 배터리&충전 인프라 엑스포 

2023

2023 세계 배터리 & 충전 인프라 엑스포 전시사무국   T. (02)719-6933(내선 510)    F. (02)715-8245    E. expo@infothe.com 

KINTEX, SEOUL, KOREA

2023. 6. 27(Tue.) ~ 29(Thu.)

International Battery & Charging Infra Expo & Conference

2023 세계2023 세계 배터리&충전 인프라 엑스포엑스포  
Connecting the Global Battery & Charging Infra Industry

동시개최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세계 에너지저장시스템 엑스포 세계 그린뉴딜 엑스포 

2023

www.batteryexpo.co.kr

2023. 6. 27(화) ~ 29(목)

KINTEX, SEOUL, KOREA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세계 그린뉴딜 엑스포][세계 에너지저장시스템 엑스포]

2023. 6. 27(화) ~ 29(목)

KINTEX, SEOUL, KOREA

2023. 6. 27(화) ~ 29(목)

KINTEX, SEOUL, KOREA

2023. 6. 27(화) ~ 29(목)

KINTEX, SEOUL, KOREA

[세계 배터리&충전 인프라 엑스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양광 전문 전시

회로 태양광에너지 관련 테마 기획을 통

한 국내 신시장 개척과 해외 바이어 발

굴 기회의 장, 태양광에너지 관련 최신 

솔루션과 기술은 물론 태양전지와 태양

광발전 모듈 및 구조물, 태양광 발전시스

템 설치와 EPC, 설계, O&M 서비스, 리파

워링, 금융지원 서비스 등 밸류체인 구성

대한민국 유일 에너지저장시스템 전문 

전시회로 주거용·산업용 ESS와 중·소·

대용량 ESS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최신 

에너지저장 기술과 부품, 장비, 베터리 

생산제조 장비까지 아우르는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최신 트렌드 조망

수소경제, 저탄소 에너지 생산-소비체

계 구축과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실

증을 위한 각종 에너지 신산업과 융합 

전문 전시회로 수소에너지, 풍력과 연료

전지, 수소전지, 고분자 산업, 태양광과 

ESS, 전기차 등의 분산 에너지 연계를 

통한 저탄소,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 제시

국내 유일 배터리 및 충전인프라 제조 

및 생산기술 관련 전문 전시회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재, 부품 및 시스템과 급

속완속, 유무선 충전 인프라 산업 등 밸

류체인별 비즈니스 기회의 장

전시회 Exhi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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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Conferences

KINTEX, SEOUL, KOREA

2023. 6. 27(Tue.) ~ 28(Wed.)

동 시 개 최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을 위한 도전과 기회!

www.carbonneutralforum.com

2023

세계 배터리&충전 인프라 엑스포 세계 그린뉴딜 엑스포 세계 에너지저장시스템 엑스포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2023 탄소중립산업포럼   T. (02)719-6933(내선 510)    F. (02)715-8245    E. expo@infothe.com BATTERY KOREA 운영사무국   T. (02)719-6933(내선 502)  070-5031-5318(Dir.)   F. (02)715-8245    E. battery@infothe.com

2022. 11. 28(Mon.)  

서울 코엑스(COEX) 그랜드볼룸(1F)

Strategies for Advanced  
Battery Technology and Market Trends

www.batterykorea.org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충전 인프라 컨퍼런스

공 동 주 관 

[자율생산 월드 콩그레스] [탄소중립산업포럼][배터리 코리아]

2023. 6. 20(화) ~ 21(수)

서울 코엑스(COEX) 그랜드볼룸(1F)

2023. 6. 27(화) ~ 28(수)

KINTEX, SEOUL, KOREA

2022. 11. 28(월)

서울 코엑스(COEX) 그랜드볼룸(1F)

스마트제조의 최종 단계, 자율생산 공장 구

축을 위한 전문 컨퍼런스 & 엑스포, 스마트 

제조솔루션, 인공지능, 머신러닝, 모듈생산시

스템, 자율생산 로봇시스템, 디지털트윈, 모

델링 등 국내외 50여개 개업, 6 Topic 45여 

강좌 개설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2050 탄소중

립 목표달성을 위한 산업 대전환 전략과 비

전 수립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새로운 에너

지 생태계의 최신 기술개발 현황은 물론, 신

산업 비즈니스 창출 기회까지 엿볼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 총망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

한 산업별로 특화된 탄소저감 방안과 우수 

R&D 현황 공유의 장.

글로벌 배터리 R&D 전략과 설계ㆍ제조기술, 

응용 노하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배

터리의 생산 코스트 절감과 안전성을 확보하

고, 에너지 고밀도 추구와 나아가서는 EV와 

연계한 최신 기술동향과 시장전망, 투자전략

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배터리 및 EV 충전 

인프라 관련 전문 컨퍼런스



단계 대내 업무 홍보 및 대외 업무

①  신청계약서 접수·웹페이지  
제작 단계 (D-30일)

• 계약서 신청접수 및 세미나 주제,  
진행방식 점검, 논의

• 웹페이지 및 참석자 모집용  
이메일 제작

②  참석자 모집·강연 영상녹화  
단계 (D-21일)

• 강연 영상녹화 
• Q&A 페이지 테스트 점검

•참석자 모집 1차 EDM 발송(Option)

③  영상편집·참석자 선별작업  
단계 (D-5일)

•강연영상 편집작업
• 참석자 모집 2~3차 EDM 발송(Option)
• 사전등록자 선별 인증 및 통지작업

④  웨비나 최종 업무점검·테스트  
단계 (D-1일)

•웨비나 솔루션 최종 기능 테스트 작업
• 참석자 대상 Reminder 이메일+ 

문자 발송

⑤ 행사진행 단계 (D-day)
• 강연개시 1시간 전 최종 리허설 
• 강연 개최 및 영상송출

⑥ 사후보고 단계 (D+7일)

• VOD 파일 제공(저작권 관련 무단  
사용 금지)

• 참석자 DB 제공 및 설문조사  
자료 작성 및 제출

• 온ㆍ오프라인 기사 작성 업로드(OPTION)

•경품당첨자 공지

Webinar 개최 지원 및 영상 촬영 서비스
성공적의 비즈니스 홍보를 위한 최적의 제안!

영상촬영·편집에서부터 영상 콘텐츠 확보까지…

“기업 홍보를 실시간으로 타깃 마케팅해드립니다”

<미디어그룹 인포더 내 영상 촬영 전용 스튜디오>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 개최 및 진행 지원

 성공적 웨비나 서비스를 위한 전용 스튜디오 구축

 기획, 진행, 성과분석까지 One-Stop 솔루션 제공

행사진행 형태에 따른 맞춤형 디테일링 서비스

신제품 & 서비스 발표회 / 투자 설명회 / 온·오프라인 세미나 연동 /  

원격지 다자간 컨퍼런스 / 기자 간담회 / 사내 교육, 협력사 및 고객 교육 세미나

- 웨비나 전용 스튜디오 ‘뉴스룸(NewsRoom)’에서 진행

- 웨비나 운영자 및 상주 모니터링 등 전문인력 항시 대기

- 웨비나에 최적화된 장비 및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 만족도 제공

신청계약서

접수 단계

참석자 모집·

강연 영상

녹화 단계

영상편집·

참석자  

선별작업 단계

웨비나

최종 업무 점검· 

테스트단계

행사

진행 단계

사후

보고 단계

WEB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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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콘텐츠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세계 배터리&충전 인프라 엑스포 자율생산 월드 콩그레스

탄소중립산업포럼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심에 서있는 

태양광 산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태양광 산업 참가기업 소개 및 컨퍼런스 영상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부상하는 최첨단  

배터리 산업의 트렌드를 제시하고,  

미래 배터리시장의 비전 제시, 참가기업 소개 

및 컨퍼런스 영상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조산업의 

자율생산 트렌드 및 실전 강연과 솔루션 전시,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 영상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차원  

지원방안 모색과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전략 

및 비전 제시, 참가기업 소개와 컨퍼런스 영상

비즈니스 네트워크 영상 채널, bntv
bntv에서는 산업 전반의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 디지털 라이프를 리드하는 미디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bntv는 국내외 산업의 경제발전과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미디어입니다. 창의적 사고와 공정한 방송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양한 시청층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글로벌 미디어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bntv



미디어그룹 인포더 

(0416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5

(마포동, 신한디엠빌딩 13F)

Tel : 02-719-6933

Fax : 02-715-8245

Email : info@infothe.com  

www.infothe.com

Overseas Sales Office
China Office
E-mail : eileen@honorgroups.com

미디어그룹 인포더는 전문매체 발행 및 전문전시회 개최를 통한

산업육성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Solar & Renewable EnergyAutonomous Manufacturing

Publishing Magazines

Security Industry

Internet Daily News Services

Industry Internet Newspaper Security Internet Newspaper

Organizing Expos

KINTEX | KOREA

EXPO SOLAR 2023
KINTEX | KOREA

GREEN NEW DEAL EXPO 2023
KINTEX | KOREA

ESS EXPO 2023

KINTEX | KOREA

BATTERY & CHARGING INFRA EXPO 2023

Organizing Conferences

COEX | KOREACOEX | KOREAKINTEX | KOREAKINTEX | KOREA

PV WORLD FORUM

COEX | SEOUL

Autonomous Manufacturing  
World Congress

KINTEX | KOREA

BATTERY & CHARGING 
TECH FORUM 2023

KINTEX | KOREA

2023
COEX | SEOUL

2023

COEX | SEOUL, KOREA



MEDIA KIT 2023
MORE Insights, MORE Innovation and MORE Opportunities



   NEWSSTAND

■ First Issue : 2013   
■ Publishing Cycle : Daily   
■ Visitor Statistics : Monthly Average of about 800,000 Visitors   
■ Homepage : www.industrynews.co.kr

        www.facebook.com/industrynews.co.kr

        www.twitter.com/industrynews2

Media Information

Industry News, a media registered on Naver News Stand(General/Economy),
opens a new media world with  and .
As your true media partner, Industry News will be the eyes and ears that see 
and hea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ublication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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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Policy

Stock· 
Financial

Real Estate SMEs· 
Venture

Electric,  
Hydrogen,  

Hybrid Automobile

Technologies Carbon 
Neutrality· 

ESG· 
RE100

Autonomous  
Manufacturing· 

Industrial Automation

Solar Energy· 
Renewable Energy

Battery, Waste 
Battery, Charging 

Infrastructure

Society· 
Culture

Video News, 
Webinar



Direction of Coverage 

1
Focus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Next-generation Technology

Provides focused coverage on key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future industrial technology such as AI, 
IoT,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to deliver key issu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

Report on the Latest Trends in Global Business 
Operations such as ‘Green New Deal’,  

‘ESG Management’, and ‘RE100’
COVID-19, which has brought unprecedented confusion to the world, 

demands new strategies from companies in an era of uncertainty, and 'ESG 
management' is emerging as a key strategy for uncertainty. △RE100 △

Realization of hydrogen economy △2050 Carbon neutrality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The latest news on ESG management, which is 

the core strategy of current business operations, and the ‘Green New Deal’ 
such as electric vehicles, are provided at the fastest speed.

2

In-depth Analysis into Autonomous 
Manufacturing Industry Trends and  
Key Issues

Provides the latest information in technology trend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utonomous Manufacturing market trends, as well as high-
quality, in-depth analysis articles of the Smart Factory industry.

5
Key issues in the battery, waste battery, 

and charging infrastructure industry
The battery industry, which is emerging as the next semiconductor 

industry and is receiving attention as the future food of Korea, is 
illuminated from A to Z, including materials, systems, charging 

infrastructure, and maintenance software. Furthermore, it provides 
prompt and accurate information on battery technology development 

that is applied to the overall battery industry in the growing electric 
vehicle market, by casting light on the after-use battery market.

3

Coverage on Green New Deal Industry, 
Focusing on the Proliferation of Low 
Carbon·Dispersal Energy

Energy conversion in industries such as RE100 and Zero Energy 
Buildings is accelerating gradually. Various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including solar power are illuminated from 
multiple angles, providing objective and accurate analysis articles 
on new and renewable energy that is emerging as the center 
of the future industry, together with the latest news and future 
perspectives.

6

Industry Outlook and Development 
Directions for Industrial Components 

and Material Systems
Provides measures from industry, academy, and research on 

automation components such as sensors, motors, cables, and 
decelerators, as well as the rapid changes in materials brought by 

technological convergenc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Provides 
an outlook on the future components and materials industry.



It is subscribed by persons in charge of various fields, from industr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manufacturing, materials/
parts, and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power which is the core of energy 
conversion, finance and IT, to local governments, public officials and others.

Subscribers by Industry Subscribers by Business

Energy

Materials·Parts

Electricity·Electronics·ICT

Automobile·Shipbuilding

Construction·Architecture·Plant

Semiconductor·Display

Financial and Venture capital

Press·Others

Steel·Petrochemistry

Food·Transportation·Logistics

Production·Manufacturing

Business Administration

Distribution and Sales

Quality Management

SI·Maintenance

Sales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

Others

30.4%

22.7%

16.8%

15.3%

5.7%

3.3%

2.3%

1.5%

1.2%

0.8%

21.5%

19.9%

14.4%

10.4%

10.2%

9.2%

8.2%

5.1%

1.1%

Daily Average  
Visitors

800,000+

Daily Average  
Page View

1,900,000+

Daily Average  
Duration Time

395.3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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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ize (Pixel) Cost/Month
Banner Advertisement-1 (Upper Banner) 300(W)×81(H) US$ 3,000
Banner Advertisement-2 (Wing Banner) 120(W)×250(H) US$ 3,000
Banner Advertisement-3 (Top of Main Page) 372(W)×100(H) US$ 2,500
Banner Advertisement-4 (Center of Main Page) 372(W)×100(H) US$ 2,500
Banner Advertisement-5 (Bottom of Main Page) 372(W)×100(H) US$ 2,200
Banner Advertisement-6 (Center of Main Page) 335(W)×188(H) US$ 2,200
PowerBiz Logo Banner 121(W)×50(H) US$ 1,000

Online banner advertising helps achieve greater business results 
and invite buyers through target marketing to loyal customers. Weekly Newsletter Banner

Banner within Industry Article
(Economics·Policy or Stock·Financial or Real Estate)

▶ Banner by Industry 
(Economics·Policy or Stock·Financial or Real Estate)

▶ Weekly Newsletter Banner

*Two or more individual online Advertising/PR items receive 10% discount from regular price

Type Size (Pixel) Cost/Month
Weekly Newsletter Banner Ad Top (Left) 250(W)×60(H) US$ 2,500
Weekly Newsletter Banner Ad Top (Right) 250(W)×60(H) US$ 2,500
Weekly Newsletter Banner Ad Top 760(W)×100(H) US$ 2,000
Weekly Newsletter Banner Ad Center 745(W)×100(H) US$ 1,500
Weekly Newsletter Banner Ad Bottom 745(W)×100(H) US$ 1,500

Type Size (Pixel) Cost/Month
Banner Advertisement_Sub1(Large) 300(W)×180(H) US$ 2,500

▶ Banner within Industry Article 
(Economics·Policy or Stock·Financial or Real Estate)

*Two or more individual online Advertising/PR items receive 10% discount from regular price

Type Size (Pixel) Cost/Month
Banner Advertisement 250(W)×200(H) US$ 2,000

Banner by Industry
(Economics·Policy or Stock·Financial or Real Estate)

➑

➒

8

Main Page Banner

▶ Main Page Banner

*Two or more individual online Advertising/PR items receive 10% discount from regular price

➊
➋
➌
➍
➎
➏
➐

*Two or more individual online Advertising/PR items receive 10% discount from regular price

1 1

3

4

6

5

7

13

14

2 2

9

12

10 11

10

(단위 : 원 / VAT 별도)

11
12
13
14

EDM Service Rate 
•1Time : US$2,000

Online Marketing Fee



Electric Vehicle·Hydrogen Vehicle· 
Hybrid Vehicle·Automotive    

•  Reports on technology issues and trends in the mobility industry 
such as electric vehicles and autonomous driving, as well as 
machinery, equipment, and facilities

•  Focuses on the overall electric automobile industry, including 
hydrogen, hybrid, etc.

Economy·Policy 
•  Domestic industrial policies from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economy news
• Report news and issues on industry and economy

Stock·Financial 
•  Check key issues and economy trends from leading 

securities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  News on investment, stock market, FinTech, business 

index, foreign exchange, stock market of key countries, 
etc.

Real Estate    

•  Coverage of issues on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including 
materials and interior, real estate market trends in Korea

•  In-depth analysis of the government’s key real estate policies 
including urban development plans and reconstruction trends

Small·Medium Sized Business &  
Venture Business    

•  Discovering venture and startup companies in potential fields 
such as untact, digital, and green

•  Focus on potential industries for investment, and trends of key 
emergin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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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es     

•  Technology and market trends on system semiconductors, 
memory semiconductors, sensors, vision, electronic products, 
LED, kiosks, etc.

•  Propose new technolog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I, 5G, cloud, etc.

Carbon Neutrality·Environment·Social 
& Governance·Renewable Energy 100    

•  Focused coverage on governmental policies and corporate 
strategies on climate change 

•  Technology development trends such as carbon credits, RE100, 
ESG bonds,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by industry, 
CCUS, etc., and market trends such as fine dust issues, global 
carbon neutrality status, etc.

Autonomous Manufacturing· 
Industrial Automation    

•  Smart Factory solution, industrial robot, machine vision, AI, IoT, 
big data trends

•  MES, ERP, PLM, SCM, collaborative robot, AGV, augmented 
reality, virtual reality, cloud, edge computing, FEMS, smart  
sensor, motion control, machine learning, measuring instruments, 
hydraulic power, imaging devices and other technology trends

Solar Energy·Renewable Energy    

•  Renewable energy issues and market trends on solar energy, 
wind power, fuel cells, ESS, etc.

•  Photovoltaic module and materials, photovoltaic power and 
generation facilities, photovoltaic equipment production, inverters,  
wind power devices and power generation, PCS, energy saving 
systems, fuel cells, smart grid, micro grid, EMS, power brokerage 
and transaction, energy prosumer and other technological news in 
the energy sector

Battery·Reuse Battery·Charging 
Infrastructure   

•  Focused analysis into the materials, parts,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fields of batteries which as the focus of the next-
generation industry 

•  Energy storage systems(ESS) recycling used batteries of electric 
cars, renewable energy combined ESS, domestic and global 
market for electric cars, hybrid cars, hydrogen cars, trends and 
strategies for charging infrastructure and battery industrialization



Major FA Industries 
2023 Market Forecast 
Report П

The Beginning of Layered 
Manufacturing 2.0 Era, 
Opening of Global 3D Printing 
Technology Competition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Completed 
by Cloud

The Key to Prediction 
Maintenance, IIoT Solution 
with Maximized Efficiency

Major FA Industries 
2024 Market Forecast 
ReportⅠ

Beginning of RPA, 
Intelligent Automation(IA) 
Conversion Era

The Prerequisite for ESG 
Management, The Changes 
in Companies that Introduce 
Autonomous Production Factories

The Key to Completing 
Autonomous Production 
Factories, High-end 
Motion Control

Digital Twin Metaverse, 
‘A Twin Factory’ on the 
Rise

Examples of Industrial 
AI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Technology 
Applied to Manufacturing Sites

The Evolution of 'Machine 
Vision', a Prerequisite for 
Autonomous Production 
Factories

Lack of Manpower is  
No Longer the Case, 
Autonomous Production 
Robots are Ready to Go

January, 2023

May, 2023

September, 2023 October, 2023 December, 2023November, 2023

June, 2023 July, 2023 August, 2023

February, 2023 March, 2023 April, 2023

FA Journal Autonomous Manufacturing presents the latest information and 
trends in automation technology in the industrial field, as well as the optimal 
solutions and methods for each industry sector,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the 
spread of autonomous manufacturing factories in Korea.

Media Information
 First Issue : 1992

 Publishing Period : Monthly

 Language : Korean

 Date of Publication :  First Day of  
Every Month

 Circulation : 30,000 Copies/Month

 Size : 208(W)×282(H)mm

  Subscription Fee :  
100,000 KRW/1year | 10,000KRW/Copy

Editorial Calend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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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and Education· 
Research Institutions  4.3%

Automation System and  
Production Line Facilities  25.6%

Industrial Supplies and Commercial, 
Industrial Complex  17.5%

Government Related Institutions
(Including Public Corporations)  12.9% Autom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34.4%

Export·Import Trade  2.9%
Others  0.9%

Venture Capital·Investment  
Related Financial Institutions  3.5%

Semiconductor·Display  22.3%

Electricity·Electronics  21.3%General·Machinery  19.3%

Automobile·Shipbuilding  15.3%

Steel·Petrochemistry  8.0%

Oil·Gas  4.7%
Shipping·Logistics  6.2%

Food and Beverage·Pharmaceutical  2.3%

Others  0.6%Manufacturing  25.2%

Production·Inspection  22.5%

Research·Development  15.4%

Sales·Marketing  12.1%

System Design  9.5%

Procurement·Materials  7.4%

Marketing·PR  4.8%

Business Administration·Management  2.1%

Others  1.0%

Major Subscriber Status

22.0%

8.0%

18.0%

6.0%

14.0% 14.0%

5.0% 3.0%

9.0%

1.0%

By Occupation By Industry By Business 
Category

Readership & Circulation

Display related Production· 
Manufacturing·Design·Research· 

Development Technology Personnel

Food and Beverage·Pharm
Aceutical·Consumer Goods 

Production Manager

Electric, Electronic, Household 
Appliances·IT Product Factory 

Production Personnel

Steel·Shipbuilding 
Manufacturing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ager

Government·Public 
Institutions

Petrochemical and Bio·Water 
Processing Plant Engineer

LED·Solar Energy·Wind 
Power·Secondary Cell Industry 

Production Equipment Personnel

CEO·CFO·CTO

Automobile Manufacturing 
and Primary·Secondary 

Vendor Supervisor

Others



※  The price above is a monthly fee. If fees for 12 months are paid in advance, 10% discount will be 
offered.

※  Fees for advertisements through agency will be increased by 15% from the amount listed above 
for agency commission.

▶ Printed Advertisement Rate    
Classification 1 Contract / 1 Issue 6 Contract / 1 Issue 12 Contract / 1 Issue

Front Cover US$ 5,000 - -

Inside Front Cover US$ 3,500 US$ 3,000 US$ 2,500

Inside Back Cover US$ 2,500 US$ 2,200 US$ 2,000

Back Cover US$ 4,000 US$ 3,500 US$ 3,000

Inside Page 1 US$ 3,000 US$ 2,500 US$ 2,000

Inside Page 2~5 US$ 2,300 US$ 2,000 US$ 1,700

Inside Page 6~10 US$ 2,000 US$ 1,700 US$ 1,500

Inside Page 11~20 US$ 1,700 US$ 1,400 US$ 1,200

Inside Page 21~30 US$ 1,400 US$ 1,200 US$ 1,000

Inside Page 31~50 US$ 1,000 US$ 800 US$ 700

Inside Page 51~60 US$ 800 US$ 700 US$ 600

Inside Page 61~ US$ 600 US$ 550 US$ 500

Interview Articles

Articles Introducing New 
Products

Case Study Articles

Back Cover 
Advertisement

▶ Posting Articles   
Classification Size No of Postings Advertising Rate

Posting Articles Introducing New Products A4 2P Once (posting) US$ 500

Posting Interview Articles A4 2P Once (posting) US$ 700

Posting Press Releases A4 1P Once (posting) US$ 300

Posting Articles Introducing Technology A4 1P Once (posting) US$ 400

Posting Case Study Articles A4 1P Once (posting) US$ 400

Producing Card News/Ad 6P Once (production) US$ 500

Front Cover 
Advertisement

Inside Page 
Advertisement

❶

❸

❺

❷

❹

❻

Card News

Car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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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ize (Pixel) Cost/Month
Banner Advertisement-1 (Upper Banner) 300(W)×81(H) US$ 3,000
Banner Advertisement-2 (Wing Banner) 120(W)×250(H) US$ 3,000
Banner Advertisement-3 (Top of Main Page) 372(W)×100(H) US$ 2,500
Banner Advertisement-4 (Center of Main Page) 372(W)×100(H) US$ 2,500
Banner Advertisement-5 (Bottom of Main Page) 372(W)×100(H) US$ 2,200
Banner Advertisement-6 (Center of Main Page) 335(W)×188(H) US$ 2,200
PowerBiz Logo Banner 121(W)×50(H) US$ 1,000

EDM Service Rate 
• 1Time : US$1,500   • 2Times : US$2,700

▶ Banner by Industry
(Autonomous Manufacturing·Automation or SME·Venture or Tech)

▶ Weekly Newsletter Banner

*Two or more individual online Advertising/PR items receive 10% discount from regular price

Classification Size (Pixel) Cost/Month
Weekly Newsletter Banner Ad Top (Left) 250(W)×60(H) US$ 2,500
Weekly Newsletter Banner Ad Top (Right) 250(W)×60(H) US$ 2,500
Weekly Newsletter Banner Ad Top 760(W)×100(H) US$ 2,000
Weekly Newsletter Banner Ad Center 745(W)×100(H) US$ 1,500
Weekly Newsletter Banner Ad Bottom 745(W)×100(H) US$ 1,500

Classification Size (Pixel) Cost/Month
Banner Advertisement_Sub1(Large) 300(W)×180(H) US$ 2,500

▶ Banner within Industry Article
(Autonomous Manufacturing·Automation or SME·Venture or Tech)

*Two or more individual online Advertising/PR items receive 10% discount from regular price

Classification Size (Pixel) Cost/Month
Banner Advertisement 250(W)×200(H) US$ 2,000

▶ Main Page Banner

➑

➒

*Two or more individual online Advertising/PR items receive 10% discount from regular price

➊
➋
➌
➍
➎
➏
➐

8

9

*Two or more individual online Advertising/PR items receive 10% discount from regular price

Weekly Newsletter Banner

Main Page Banner

Banner by Industry
(Autonomous Manufacturing·Automation or SME·Venture or Tech)

Banner within Industry Article 
(Autonomous Manufacturing·automation or SME·venture or Tech)

13

14

12

10

10
11
12
13
14

Online Advertisement Rate
1 1

3

4

6

5

7

2 2

11



What is the Outlook for 
Korea's Solar Industry that 
will Change in 2023?

Experience Makes Perfect! 
Inverter Selection Guide 
from a Power Producer

Agriculture and Power 
Generation at the Same Time! 
The Future of Agricultural Solar 
Power as seen through the 
Demonstration Complex

The Key to the Future 
Power Market, Once you 
know about ESS, you 
can see Growth Potential.

2023 Solar Power 
Prospects from the 
Industry!

The Second Demonstration for 
Floating Photovoltaic Power is 
Completed! Will it Overcome 
the Issue of Stability?

What are the Survival 
Strategies and Directions 
of EPC Companies?

BIPV, Which has been Reborn as 
a Building Exterior Material, Will 
it become a New Growth Engine 
for the Korean Solar Industry?

‘Exchange the old for New’ 
Remodeling Guide for old 
Solar Power Plants

Changes in the Power 
Market Identified by Third-
party PPAs! New Profit 
Models for Solar Energy

The Craze for Korean-type 
RE100! From CF100 to 
RE100, View the Roadmaps 
of Demanding Companies

The First Year of 
Implementation of the EPR 
System, How is the Module 
Industry Changing?

January, 2023

May, 2023

September, 2023 October, 2023 December, 2023November, 2023

June, 2023 July, 2023 August, 2023

February, 2023 March, 2023 April, 2023

Solar Today, Korea's first and only magazine specializing in solar energy, has been involved 
in various renewable energy sources including solar energy, since its first issue in 2008.
In the era of global energy conversion, where the economic base is changing to low-carbon 
and eco-friendly, Solar Today represents the voices of the industry with the main themes of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solar power, wind power, and hydrogen energy, carbon 
reducti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nd carbonization.

Media Information
 First Issue : 2008

 Publishing Period : Monthly

 Language : Korean

  Date of Publication :  
First Day of Every Month

 Circulation : 30,000 Copies/Month

 Size : 208(W)×282(H)mm

  Subscription Fee :  
100,000 KRW/1year |  
10,000 KRW/Copy

Editorial Calend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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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Mission



Readership & Circulation

Construction·Building·Supervision  19.7%

Manufacturing·Production  16.7%

Distribution·Sales  16.5%System·Management·Service  12.9%

Government·Institution·Local Government  11.0%

Production·Equipment·Supply  10.6%

Finance·Consulting  8.1%

Carbon Reduction  3.2%

Others  1.3%

Subscribers Status

Personnel in Charge of 
Building Solar and Carbon-
Neutral Related Systems

22.0%

7.0%

16.0%

6.0%

15.0%

5.0%

13.0%

4.0%

10.0%

2.0%

Facilities·Management  9.2%
Production·Quality·Management  17.5%

CEO·CFO·CTO  13.7%

Manufacturing and R&D  12.5%

Personnel in Charge of Purchasing  22.2%Sales  6.5%

Engineering  5.3%

Marketing, PR  8.2%

Planning·Management Support  4.9%

By Business 
Status

By Occupation

Energy Conversion 
Production·Manufacturing 

Company Personnel

Public Institution Energy 
Operation·Maintenance 

Personnel

Solar Energy·Carbon Zero 
Design·Manufacture·Construction 

Personnel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Local Energy 

Policy Planner and Executive

Finance and Venture 
Capital·Investment Personnel

Electric and Power System 
Company Personnel

CEO·CFO·CTO

Architecture·Construction·Plant 
Facility Design·Operation· 
Maintenance Personnel

Others



Classification 1 Contract / 1 Issue 6 Contract / 1 Issue 12 Contract / 1 Issue

Front Cover US$ 5,000 - -

Inside Front Cover US$ 4,500 US$ 4,300 US$ 4,000

Inside Back Cover US$ 3,500 US$ 3,300 US$ 3,000

Back Cover US$ 5,000 US$ 4,800 US$ 4,500

Inside Page 1 US$ 4,000 US$ 3,800 US$ 3,500

Inside Page 2~5 US$ 3,500 US$ 3,200 US$ 3,000

Inside Page 6~10 US$ 3,000 US$ 2,800 US$ 2,500

Inside Page 11~20 US$ 2,500 US$ 2,300 US$ 2,000

Inside Page 21~30 US$ 2,000 US$ 1,800 US$ 1,500

Inside Page 31~ US$ 1,500 US$ 1,300 US$ 1,000

Classification 1 Contract / 1 Issue 6 Contract / 1 Issue 12 Contract / 1 Issue
 B  Page 1~5 US$ 1,500 US$ 1,200 US$ 1,000

 B  Page 6~10 US$ 1,200 US$ 1,000 US$ 900

 B  Page 10~ US$ 1,000 US$ 900 US$ 800

※  The price above is a monthly fee. If fees for 12 months are paid in advance, 10% discount will be 
offered.

※  Fees for advertisements through agency will be increased by 15% from the amount listed above 
for agency commission.

▶ Print Advertisement Rate                                                                       

SOLAR TODAY(Full Page)

BATTERY SECTION(Rear Page Location: Between Contents and Inside Back Cover)

CARD 
NEWS

ⓒ
 E

d
ito

r 
by

 임
준

성

▶ Posting Articles
Classification Size No of Postings Advertising Rate

Posting Articles Introducing New Products A4 2p Once (posting) US$ 500

Posting Interview Articles A4 2p Once (posting) US$ 700

Posting Press Releases A4 1p Once (posting) US$ 300

Posting Articles Introducing Technology A4 1p Once (posting) US$ 400

Press Releases A4 1p Once (posting) US$ 400

Producing Card News/Ad 6p Once (production) US$ 500

S

 B

대건소프트(대표 이재명)가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

(ESS) 시장에서의 활약을 예고했다. 대건소프트는 에너

지 서비스 플랫폼 기업 누리플렉스 베트남 법인(NURI 

FLEX VIETNAM, 김진영 법인장)과 지난 7월 누리플렉

스 베트남지사에서 에너지저장장치 분야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지난 9월 7일 밝혔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를 이용한 ESS 

운영 소프트웨어 공급 및 구축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플랫폼 개발 및 구축 등 상호 교류 및 협력 필요 분야

에서 유기적 사업체계를 구축한다.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분야 시스템 구축 및 개발기업

인 대건소프트는 에너지 솔루션 관련 핵심 기술 역량 

및 업력을 보유한 EMS/PMS 전문기업이다. 신재생에

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주파수조정(FR) 사업, 자동화 시

스템 및 전력중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건소프트 이재명 대표는 “이번 협

업을 통해 베트남 및 신남방 지역으로 

시장 확장의 기회를 가지게 돼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 형성을 기대한다”며, 

“양사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발전을 

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누리플렉스는 전력 사용량을 검침하

는 지능형 검침 인프라(AMI) 솔루션 개

발 전문기업이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바 

있으며, 에너지 서비스 플랫폼 사업도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시스

템 설계 기술력과 다양한 에너지 솔루

션 구축 및 개발 노하우 결합으로 시

너지를 내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

획이다.

누리플렉스 베트남 김진영 법인장은 

“사용 후 배터리 및 마이크로그리드 

분야와 관련해 국내외 공동 프로젝트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 선도에 역점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대건소프트

와 누리플렉스의 기술·사업 역량의 결합은 빠른 성장

과 혁신적 솔루션 제공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이 증가

하며,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산업이 각광받는 추세다. 신

재생에너지원과 ESS가 융·복합된 차세대 전력 체계

인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 역시 탄소중립의 해법으

로 중요성이 높아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MOU)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사용 후 

배터리를 이용한 ESS 운영 소프트웨어 △마이크로그

리드 운영 플랫폼 개발 등의 업무 분야에 대해 상호 협

력해 기술 제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사업 

진행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 후 배터리 활용한 ESS 및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협력사용 후 배터리 활용한 ESS 및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협력

대건소프트, ESS 경쟁력 강화…  대건소프트, ESS 경쟁력 강화…  
누리플렉스 베트남과 업무제휴누리플렉스 베트남과 업무제휴

글 정 한 교 기자

대건소프트는 에너지 서비스 

플랫폼 기업 누리플렉스 

베트남 법인과 지난 7월 

누리플렉스 베트남지사에서 

에너지저장장치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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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line Magazine Advertisement Rate



Classification Size (Pixel) Cost/Month
Banner Advertisement-1 (Upper Banner) 300(W)×81(H) US$ 3,000
Banner Advertisement-2 (Wing Banner) 120(W)×250(H) US$ 3,000
Banner Advertisement-3 (Top of Main Page) 372(W)×100(H) US$ 2,500
Banner Advertisement-4 (Center of Main Page) 372(W)×100(H) US$ 2,500
Banner Advertisement-5 (Bottom of Main Page) 372(W)×100(H) US$ 2,200
Banner Advertisement-6 (Center of Main Page) 335(W)×188(H) US$ 2,200
PowerBiz Logo Banner 121(W)×50(H) US$ 1,000

▶ Weekly Newsletter Banner

*Two or more individual online Advertising/PR items receive 10% discount from regular price

Classification Size (Pixel) Cost/Month
Weekly Newsletter Banner Ad Top (Left) 250(W)×60(H) US$ 2,500
Weekly Newsletter Banner Ad Top (Right) 250(W)×60(H) US$ 2,500
Weekly Newsletter Banner Ad Top 760(W)×100(H) US$ 2,000
Weekly Newsletter Banner Ad Center 745(W)×100(H) US$ 1,500
Weekly Newsletter Banner Ad Bottom 745(W)×100(H) US$ 1,500

Classification Size (Pixel) Cost/Month
Banner Advertisement_Sub1(Large) 300(W)×180(H) US$ 2,500

*Two or more individual online Advertising/PR items receive 10% discount from regular price

Classification Size (Pixel) Cost/Month
Banner Advertisement 250(W)×200(H) US$ 2,000

▶ Main Page Banner

*Two or more individual online Advertising/PR items receive 10% discount from regular price

*Two or more individual online Advertising/PR items receive 10% discount from regular price

▶ Banner by Industry
(Solar Energy·Renewable Energy or Carbon Neutrality·ESG or Battery·Charging Infrastructure)

▶ Banner within Industry Article
(Solar Energy·Renewable Energy or Carbon Neutrality·ESG or Battery·Charging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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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 Service Rate 
• 1Time : US$1,500   • 2Times : US$2,700

Main Page Banner

Banner by Industry
(Solar Energy·Renewable Energy or Carbon Neutrality·ESG or Battery·Charging Infrastructure)

Banner within Industry Article 
(Solar Energy·Renewable Energy or Carbon Neutrality·ESG or Battery·Charging Infrastructure)



June 27(Tue.) ~ 29(Thu.), 2023
KINTEX, SEOUL, KOREA

[EXPO SOLAR] [GREEN NEW DEAL EXPO][ESS EXPO]

June 27(Tue.) ~ 29(Thu.), 2023
KINTEX, SEOUL, KOREA

June 27(Tue.) ~ 29(Thu.), 2023
KINTEX, SEOUL, KOREA

June 27(Tue.) ~ 29(Thu.), 2023
KINTEX, SEOUL, KOREA

[BATTERY&CHARGING INFRA EXPO]

Korea's leading photovoltaic exhibition, 
providing an opportunity to develop new 
markets in Korea and discover overseas 
buyers through solar energy-related 
theme planning and constituting a value 
chain including the latest solutions and 
technologies related to photovoltaic 
energy, as well as solar cells, 
photovoltaic modules and structures, 
photovoltaic system installation, EPC, 
design, O&M services, re-powering, and 
financial support services.

Korea’s only Energy Saving System-
specialized exhibition that illuminates 
the latest ESS technology for residential, 
industrial ESS and small, mid, large-
capacity ESS systems, as well as the 
latest trends across the value chain 
from parts and equipment to battery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devices

An exhibition specializing in various new 
energy industries and converg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hydrogen economy, 
low-carbon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system, and demonstration 
of industrial complex microgrid, 
suggesting a direction for establishing 
a low-carbon, integrated energy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linkage 
of dispersed energy including hydrogen 
energy, wind and fuel cells, hydrogen 
cells, high polymer industry, photovoltaic 
and ESS, electric cars, etc.

Korea's only exhibition specializing 
in battery and charging infrastructure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technology, providing a place for 
business opportunities by value chain, 
such as materials, parts and systems 
for electric vehicle batteries, rapid 
slowdown, and wired and wireless 
charging infrastructure industry

Exhi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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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s

[Autonomous Manufacturing World Congress] [Carbon Neutral Industry Forum][BATTERY KOREA]

June 20(Tue.) ~ 21(Wed.), 2023
Grand Ballroom(1F), COEX, SEOUL, KOREA

June 27(Tue.) ~ 28(Wed.), 2023
KINTEX, SEOUL, KOREA

November 28(Mon.), 2022
Grand Ballroom(1F), COEX, SEOUL, KOREA

A professional conference & expo for the 
final stage of smart manufacturing and the 
establishment of autonomous production 
plants, providing about 45 courses in 6 topics 
for over 50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including smart manufacturing s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module production system, autonomous 
production robot system, digital twin, 
modeling, etc.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o establish 
a strategy and vision for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to achieve the goal of 2050 
carbon neutrality in response to the global 
climate crisis.
The conference covers the latest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the new 
energy ecosystem, as well as investment 
strategies including opportunities to create 
new industries, and provides a venue for 
sharing industry-specific carbon reduction 
measures and excellent R&D status for the 
realization of carbon neutrality.

Professional conference on battery and EV 
charging infrastructure for sharing information 
on global battery R&D strategy, design/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application 
know-hows to secure battery production 
cost reduction and safety, pursue high 
energy density, and information on the latest 
technology trends, market forecasts, and 
investment strategies in connection with EVs



Steps in Progress Internal Duties Promotion and External Duties

①  Application Contract Registration, 
Webpage Production  (D-30)

•  Contract Application and Receipt, Inspection and 
Discussion on Seminar Themes and Progress

•  Prepares Emails for Webpage and 
Recruiting Attendees

②  Participant Recruit, Lecture Video 
Recording  (D-21)

• Lecture Video Recording
• Q&A Page Test Inspection

•  Sends 1st EDM to Recruit 
Participants(Option) 

③  Video Editing, Participant Selection 
(D-5) • Lecture Video Editing

•  Sends 2nd-3rd EDM to Recruit 
Participants(Option)

•  Selective Accreditation of  
Pre-registrations and Notifications

④  Webinar Final Test and Inspection  
(D-1) • Webinar Solution Final Functional Test •  Sends Reminder Emails and Text 

Messages to Participants

⑤ Event Progress (D-day) •  Final Rehearsal 1 Hour Prior to Lecture 
•  Hosting and Broadcasting of Lecture

⑥ Post-report (D+7)

•  VOD file provision(Prohibition of unauthorized 
use related to copyright)

•  Attendee DB provision, survey data 
preparation and submission

•  Online and offline article preparation and 
upload(Option)

• Announces Prize Winners

Supports Webinar Hosting and Video Recording Services
The optimal proposal for successful business promotion!
From video recording and editing to securing video contents...
“Provides real-time target marketing for corporate PR”

<Exclusive video recording studio within Media Group Infothe>

 Supports the Hosting and Running of Various Online and Offline Events

 Securing a Dedicated Studio for Successful Webinar Services

 Provides One-stop Solution from Planning, Proceeding, and Results analysis

Customized detailing service according to event type
New product & service presentation / Investment briefing session / Linkage 
with online and offline seminar / Remote multilateral conference / Press 
conference / In-house training, partner and customer training seminars

- Hosted in ‘NewsRoom’, a studio dedicated to Webinar
-  Professional personnel such as Webinar operators and  

resident monitoring are always on standby
-  Provides customer satisfaction by building optimized equipment and 

systems for Webinar

Application 
Contract 

Registration

Participant 
Recruit, 

Lecture Video 
Recording

Video Editing, 
Participant 
Selection

Webinar 
Final 

Test and 
Inspection

Event 
Progress Post-report

WEB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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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Contents

EXPO SOLAR

BATTERY&CHARGING INFRA EXPO AUTONOMOUS MANUFACTURING 
WORLD CONGRESS

CARBON NEUTRAL INDUSTRY FORUM
Provides an introduction and conference video for 
exhibitors in the solar power industry that allows you 
to understand the solar power industry at the center 
of Korea's energy transition policy at a glance

Presents the trend of the cutting-edge battery 
industry emerging as the second semiconductor 
industry, presents a vision for the future battery 
market, introduces exhibitors, and provides 
conference videos.

Exhibits autonomous production trends and 
practical lectures and solution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and 
provides conference videos on various topics

Seeks government-level support measures to achieve 
carbon-neutral goals, presents strategies and visions 
for the great transformation of carbon-neutral industries, 
introduces exhibitors, and provides conference videos

bntv, the Business Network Video Channel
bntv would like to become a media that leads digital life by producing video contents for issues across the industry 
in an easy and kind manner.
bntv is a media that contributes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domestic and foreign industries, and the 
vitalization of business networks. We aim to serve public interest through creative thinking and fair broadcasting, 
and to take a leap forward as a global media by reflecting the needs of diverse audiences from a balanced 
perspective.

bntv

Autonomous Manufacturing  
World Congress 2023



Infothe Media Group 
13F Shinhan DM bldg., 25, Mapo-
Daero, Mapo-Gu, Seoul, 04167, Korea  
Tel : +82-2-719-6933  
Fax : +82-2-715-8245
Email : info@infothe.com  
www.infothe.com

Overseas Sales Office
China Office
E-mail : eileen@honorgroups.com

Media Group Infothe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by cultivating industry through publication of 
trade magazine and organization of trade shows.

Solar & Renewable EnergyAutonomous Manufacturing

Publishing Magazines

Security Industry

Internet Daily News Services

Industry Internet Newspaper Security Internet Newspaper

Organizing Expos

KINTEX | KOREA

EXPO SOLAR 2023
KINTEX | KOREA

GREEN NEW DEAL EXPO 2023
KINTEX | KOREA

ESS EXPO 2023

KINTEX | KOREA

BATTERY & CHARGING INFRA EXPO 2023

Organizing Conferences

COEX | SEOUL, KOREACOEX | SEOUL, KOREAKINTEX | KOREAKINTEX | KOREA

PV WORLD FORUM

COEX | SEOUL, KOREA

Autonomous Manufacturing  
World Congress

KINTEX | KOREA

BATTERY & CHARGING 
TECH FORUM 2023

KINTEX | KOREA

2023
COEX | SEOUL, KOREA

2023

COEX | SEOUL, KOREA

Autonomous Manufacturing 
World Congress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