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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소개
LED뉴스코리아는 LED 업계의 국내 및 글로벌 뉴스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전달해드리는 온라인
신문입니다.
실리콘 밸리의 지국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관련업체 신제품, 신기술, 특허, 정책 등 각종
뉴스와 정보를 한국 업계의 시각으로 빠르게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LED뉴스코리아를 통해 귀사의 정보력을 배가 시켜 드리겠습니다.

매체 구성
News

국내/외 LED 관련 특허, 비즈니스, 정책, 신제품, 신기술, 시장 동향 및 행사(세미나/
컨퍼런스/전시회)소식을 전해드립니다.

In-depth Report
LED 관련 국/내외 업계의 기술 동향과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기술
리포트로 구성된 메뉴로서 귀사의 제품 기획 및 설계 뿐 아니라 마케팅 정책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Company Profile
글로벌 선도 업체에서부터 신기술로 떠오르는 신생업체에 이르기까지 LED 분야의
관심 업체를 한국의 시작에 맞추어 집중 취재, 소개합니다.
Interview
전문 리서치 기관의 애널리스트로부터 관련 업체의 CXO에 이르는 다양한 전문가들
을 인터뷰하여 업계 동향과 시장 전망 및 신기술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Technology
LED 업계 종사자들에게 최근의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내외 LED 분야의 혁신
적인 기술 리포트, 기술 기고, 기술 백서 및 해외 유수의 세미나/ 컨퍼런스의 발표
자료를 제공합니다.
Show round-up
국/내외 전시회, 세미나, 컨퍼런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LED 이벤트소식을 통해서 한발 앞선 업계 트랜드 소식을 현장감있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실리콘 밸리 이야기
실리콘 밸리 지국에서 전하는 역동적인 개발 소식, 핫 이슈 및 실리콘 밸리 뒷이야
기 등 한국의 타언론에서 접하기 힘든 실리콘 밸리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제공해 드
립니다.
발광하자

LED 조명 기술로 인하여 에너지 절감, 조명 기술의 진보 등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지 에디터의 날카로운 관점으로 LED 조명 시장을 바라본 내
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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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배포
LED News Korea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관련 행사에 프린트판을 통해 배포됩니다.
2011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격월로 발행되어 온라인에 게재되지 않은 컨텐트를 지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업계 전문가들에게 직접 현장에서 배포되는 격월판은 높은 가독성으로 인해 좋은 광
고 효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후원 매체로 참여하는 해외 전시회에는 한국의 뉴스를 영문으로 소
개하므로 국내의 업체들을 외국의 관련업계에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독자 분석
•산업별

Lighting 17.2%

Mobile Handsets 16.1%
LED Manufacturing 15.3%
Display Systems 13.9%
Home Electronics 12.2%
Automotive 10.4%
Home Network Systems 7.1%
Industrial Equipment 4.2%
Others 3.6%

•업무별

R&D 34.1%
Manufacturing 15.4%
Others 13.7%
System Designing 13.1%
Marketing 8.7%
Sales 7.6%
Product Planning 7.4%

•직급별

Engineers 31.2%
General Managers 17.3%
Managers 14.3%
Designers 12.1%
CXOs 11.3%
Clerks 6.3%
Executive Directors 3.8%
R&D Managers 3.5%

2014년 3월 31일 기준 총 32,182명의 독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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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rate

Ad rate

- Offline

C1 (Front cover)

US $4,000

C2 (Inside front cover)

US $2,800

C3 (Inside back cover)

US $2,500

C4 (Back cover)

US $3,000

One-page insertion

US $1,500

Spread insertion (two pages)

US $2,500

Half-page insertion

US $1,200

Junior-page insertion

US $1,000

- e-newsletter
N-①

US $1,200 / month
(Size: 250 x 100 pixels)

eDM

US $1,500 / One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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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rate

- Online
①

US $2,000 / month
(Size: 530 x 75 pixels)

②

US $1,500 / month
(Size: 250 x 200 pixels)

③

US $1,200 / month
(Size: 390 x 100 pixels)

④

US $1,000 / month
(Size: 250 x 100 pixels)

⑤

US $1,000 / month
(Size: 250 x 100 pixels)

⑥

US $1,000 / month
(Size: 390 x 100 pixels)

A-①

US $1,200 / month
(Size: 650 x 80 pixels)

A-②

US $1,000 / month
(Size: 250 x 200 pixels)

Contact
김하늬 과장
02-3473-6368
hnkim@le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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