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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Who we are
신뢰와 믿음으로 제공하는 고품격 IT정보

글로벌 경쟁 시대의 성공파트너
회 사 명: ㈜전자신문인터넷
대 표 자: 심 규 호
창 립 일: 2000년 3월 16일 (1996년 4월 웹서비스 개시)
자 본 금: 1,200,000,000원
임 직 원: 30명 (2018년 12월 기준)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7층 (우면동, 호반 파크 1관)
서 비 스: ETNEWS, RPM9, Conference, 올쇼TV
주 사 업: 콘텐츠 유통 판매, 온라인 종합광고, 콘퍼런스/교육, 유통,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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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Scope
파워엘리트들의 정보파트너

IT지식경영 뉴스포털
㈜전자신문인터넷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전문 뉴스포털 ETNEWS(www.etnews.com)와
자동차 미디어 RPM9(www.rpm9.com)등을 서비스하는 국내 최고의 IT전문 종합 온라인 미디어입니다.
지난 1996년부터 국내외 파워엘리트를 위한 IT 지식경영 뉴스포털로서 ETNEWS는
디지털 정보 전문가들이 만드는 전자신문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가전산업, 컴퓨터, 부품산업 등
관련 산업이 세계 초일류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하고,
파워엘리트들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주요사업내역
▪ IT뉴스·영문뉴스·영상 콘텐츠 개발 유통

또한 IT 각계각층의 리더들에게 보다 빠르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의 경쟁에서
우리의 IT 기업들이 승리할 수 비전과 함께 국가 미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혜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전자신문인터넷은 한 발 앞선 창의력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뉴미디어의 새 역사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온라인 미디어입니다. 다양한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
IT 특화 콘텐츠 생성 및 서비스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전자신문인터넷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제일의 IT전문 글로벌 미디어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미디어 RPM9 통한 자동차 DB 판매
▪ 온라인 종합광고/온·오프라인 광고대행

▪ 통합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 사업
▪ IT지식방송 U-TV 서비스 운영·관리
▪ PDF·통계·리포트채널 운영·관리
▪ 콘퍼런스·박람회·교육센터 운영·관리
▪ IT전문 기술교육 및 DB 마케팅 사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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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자기혁신과 고객가치를 추구하는

디지털 정보전문가 조직체계
서비스 운영
제휴 사업

⚫ 미디어 사이트 운영관리
⚫ 교육, 콘퍼런스 사업 추진
⚫ CP 개발판매·유통제휴
⚫ 신사업 기획, 분석 및 추진
⚫ DB·UI 인터페이스 기획
⚫ 신규 서비스 기획 및 개발
⚫ IT전문속보 생성
⚫ 기획기사 프로모션

자동차미디어
‘RPM9’

⚫ 자동차 특화 콘텐츠 생성
⚫ 자동차 DB 제휴 및 판매
⚫ 기업 대상 프로모션 기획

⚫ 미디어 서비스 유지보수
⚫ DB 및 서버 운영관리
⚫ UI 개발 및 유지보수
⚫ 혁신 솔루션 개발

서비스
개발
유지보수
임원진

디지털밸리
산업미디어
온라인
종합마케팅

⚫ 온라인 IMC 컨설팅 지원
⚫ 시장분석 및 신상품 기획
⚫ 광고홍보 및 전략적 제휴
⚫ 온·오프라인 종합광고 대행

임직원 (총 29명)
▪ 서비스 운영/제휴

4명

▪ 서비스 개발/유지보수

6명

▪ 온라인 종합마케팅

4명

▪ 온라인 편집국
⚫ 디지털밸리 특화 콘텐츠 생성
⚫ 중소기업 지원 프로모션 기획
⚫ 창업육성 프로그램 기획

경영지원

⚫ 경영지원 전반
⚫ 인사·조직관리

10명

▪ 경영지원

1명

▪ CEO & 이사

4명

5

Chief Executive Officer
e비즈니스 분야의 차별화된 리더쉽

신뢰성 있는 전문경영진 확보
㈜전자신문인터넷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강의 IT포털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2003년 3월 사업 부문별로 전문가를 발족해 전담시키는 조직개편을 단행함과 동시에
사명을 전 이타임즈인터넷에서 현재의 전자신문인터넷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선기 대표이사는 전자신문인터넷과 넥스트데일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IT 부문의 전문지식 및 실무역량을 토대로 전자신문인터넷의 국내외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자신문인터넷 임원현황
심규호

대표이사 (상근)

등기임원

김철희

이

사 (비상근)

등기임원

김영락

이

사 (비상근)

등기임원

안동범

감

사 (비상근)

등기임원
심 규 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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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ummary

온라인 미디어로의 빠른 성장세

연도별 재무제표 요약
연도별 요약 재무제표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7년도

매 출 액

4,354,027

4,048,826

4,513,596

영업 이익

544,421

527,324

105,956

당기 순이익

450,937

448,822

118,203

2013년도 실적요약

2016년도

인력대비 경쟁력 지표증감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2018년도

2,405,668

2,422,894

온라인 콘텐츠

696,650

727,587

온라인 사업

550,839

451,028

온라인 상품

21,153

829

기타 실적

679,716

446,488

온라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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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구 분

인당부가가치

2018년도

124,749

2017년도

110,874

2016년도

10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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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Valuation

국내 최고의 IT전문 정보 제공 사이트

충성도 높은 고급 방문자 확보
ETNEWS 사이트 개요

IT 분야에 특화된 고급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전자신문인터넷의 온라인 미디어 사이트는
20대부터 30~40대에 이르는 고학력 화이트컬러 정보소비자를 주방문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IT산업에서 마케팅 및 영업을 비롯해 홍보, 사무관리, 교육연구, 엔지니어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충성도 높은 네티즌은 물론, 현직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을 발휘하는 CxO 레벨의 상위 관리자와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는 중간관리자 등 타깃화된 고급 정보소비자를 두루 아우르고 있어
IT 종합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 스페이스로서 확고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 전체 웹사이트 순위: 104위 (2014.11 랭키닷컴 기준)
▪ 일 평균 방문자수: 500,000 / 페이지뷰: 3,000,000
▪ 사이트 가입 회원수: 510,000명
▪ 이메일 수신 회원수: 194,386명
▪ 가입자 특징: 방문자의 75%가 IT 종사자

전자신문인터넷 방문자 분포도
전라 2.2%
경상 10%

40대 17.2%

여성
21%

성별분포

남성
79%

30대
48.6%

연령분포

50대 7.3%
10대 1.3%

20대 25.6%

충청 3.5%
서울
45.9%

기타 12.3%

지역분포
경기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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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1990
11월
PC통신 천리안 서비스 개시

2004
04월
잡코리아 취업채널 런칭

1996
04월
ETNEWS 사이트 런칭

05월
국내 미디어 최초 P4P 검색 런칭

2000
03월
㈜이타임즈인터넷 설립
11월
쇼핑몰 ETI Shopping 런칭

12월
웹 기술 연구소 설립
IT전문 헤드헌팅 서비스 IT Good
Job 런칭
2001
04월
Korea IT News 영문서비스 런칭
IT기업 홍보 디렉터리 서비스 IT
PLAZA 런칭
2002
03월
IT전문 온․오프라인 교육채널 ETI
Learning 런칭
2003
05월
㈜전자신문인터넷으로 사명 변경
구원모 대표이사 취임
06월
IT전문 취업정보 서비스
ET인크루트 확대 개편
07월
리포트몰/Biz센터/ET블로그런칭

06월
IT전문 영상뉴스 런칭
2005
08월
전자제품 종합쇼핑몰 런칭
09월
쇼핑저널Buzz 창간/게임채널런칭
2006
01월
책 읽는IT 캠페인 진행
03월
2006 Web biz 콘퍼런스 개최
12월
제1회 글로벌IT기업대상 개최
2006 대한민국 모바일 어워드 개
최
2007
07월
IT지식방송 U-TV 서비스 런칭
08월
전자신문인터넷 교육센터 오프라
인 교육장 개설
10월
주요 증권사 대상 IT속보 서비스
12월
제2회 글로벌IT기업대상 개최

2008
02월
국내 최초 WPF 기반 뉴스리더런칭
전자신문공동연중기획그린IT 캠페인
04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CT 용어
사전 공동개발 및 서비스 개시
10월
IT 지식정보채널 ET리포트 런칭
12월
페이퍼 리더서비스 오픈

2009
02월
국내 언론사 최초 아이폰용
모바일 앱 런칭
03월
금기현 대표이사 취임
09월
자동차 전문 포털 RPM9 런칭
10월
IPTV/웹 취업포털 i커리어 런칭
2010
01월
IT 콘퍼런스 포털 런칭
05월
모바일 뉴스 포털 온뉴스 참여
08월
스마트폰용모바일 웹 서비스 런칭
10월
전자신문 스마트 검색 서비스 런칭

2011
02월
아이패드용 모바일 앱 런칭
03월
구원모 대표이사 취임
07월
etnews.com으로 도메인 변경
2012
02월
콘텐츠통합관리위한최신CMS 도입
04월
한국HD방송채널IT와 전략적 제휴

2015
01월
핀테크코리아2015, 금융 혁명의 시
작 개회
07월
VR 임팩트 코리아 2015 개최
10월
2015 드론 핵심 기술 및 시장 전망 세
미나 개최
11월
‘쿠차슬라이드’와공식 파트너 계약 체
결

2013
05월
Flipboard와 파트너 계약 체결

2016
04월
이선기대표 온라인신문협회 회장
취임

06월
캐시슬라이드와파트너 계약 체결

05월
AI 로봇뉴스 서비스개시

12월
RPM9 네이버와 뉴스검색공급 계약

11월
전자신문중국어 사이트 서비스 개시

2014
02월
다중미디어관리를 위한 통합 CMS 솔
루션 자체 개발

2017
04월
(주)해피래빗ET굿잡업무협약

03월
이선기 대표이사취임

12월
allshowTV 웨비나 서비스개시

09월
카카오토픽콘텐츠 제휴

2018
01월
네이버 스토어(쇼핑몰) 입점

09월
구글 뉴스스탠드콘텐츠 제휴

11월
표절검사시스템도입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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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Vision

신뢰와 믿음으로 제공하는 고품격 IT정보

글로벌 경쟁 시대의 성공파트너
Watching your future
열정과 도전정신, 창의력을 갖춘 전자신문인터넷의 디지털 정보 전문가들이
전자신문인터넷에 접속하는 여러분에게 장밋빛 디지털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Powers your information
커뮤니케이션 이상의 휴머니즘을 지향하고 실현하는 전자신문인터넷은 함께
참여하고 서로 공유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강력한 ICT 전문지식을 제공합니다.

Innovating your creativity
혁신적인 뉴미디어에 도전하는 전자신문인터넷이 보유한 창의적인 통찰력이
고객의 궁극적 가치현실과 보다 성공적인 온라인 비즈니스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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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Business

차별화된 타깃 선택과 네트워크 집중을 통한

콘텐츠 개발·판매·유통망 구축
양질의 콘텐츠를 자랑하는 IT 미디어

Innova
-tion

전자신문인터넷은 각종 온라인 미디어 지표에서 확고한 선두지위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IT분야의 NO.1 온라인 미디
어입니다. IT KOREA의 역사를 이끌어 온 27년 전통의 지식경영 정론지 전자신문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산업
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 IT 산업의 첨단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국
내 주요 증권사 대상의 속보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도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부응하는 서비스 기술 혁신
전자신문인터넷은 단순한 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고객과 시장이 요구하는 첨
단 서비스로 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블로그 및 WPF 기반의 뉴스리
더 서비스, 맞춤형 정보검색, 올쇼TV 웹세미나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신문인터넷
은 방대한 IT 콘텐츠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최적의 솔루션과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Professional
Teamwork

Media
Leader

Custom
Satisfaction

국내 최강 IT 미디어에서 세계 최강의 IT 포털로!
국내 제일의 IT 전문지 전자신문, 자동차 매거진 RPM9 등의 다양한 미디어를 기반으로 분야별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
는 IT 콘텐츠 업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전자신문인터넷은 네티즌에게 사랑 받는 IT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
습니다. 콘텐츠 융합에 이어 플랫폼 융합을 리드함과 동시에 세계에서도 경쟁력 있는 미디어 브랜드를 갖추기 위한 노
력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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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ompetitiveness

정보의 품격을 높이는 3대 경쟁력

콘텐츠·서비스·마케팅
차별화된 콘텐츠 생산력 확보
전자신문인터넷은 IT산업 각 분야에 대한 동향기사, 분석기사, 기획기사, 속보기사, 제품리뷰, 오피니언 칼럼 등의 콘텐
츠 생산 능력을 갖춘 온라인 미디어입니다. 디지털 정보전문가인 전자신문 전문기자 100여 명, 온라인 언론을 선도하는
ETNEWS 기자 10여 명, 100여 명의 파워엘리트 외부필진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콘텐츠와 IT관련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뉴미디어 기술 투자
전자신문인터넷은 풍부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생성 및 유통 기술력을 확보한 온라인 미디어로서 국내 최초로 블로그 서
비스 및 마이크로소프트 실버라이트 기술 기반의 WPF 뉴스리더, 아이폰용 뉴스앱을 서비스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
다. 뿐만 아니라 기사 작성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분류를 지원하는 기사편집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다
양한 콘텐츠를 고객의 성향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실시간 분석하여 재가공하는 등 콘텐
츠 생성 및 유통의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경쟁력

콘텐츠
경쟁력

마케팅
경쟁력

통합 온라인 마케팅 솔루션 지원
전자신문인터넷 브랜드와 미디어를 활용한 통합 온라인 마케팅은 IT산업과 디지털경제에 타깃화된 최고의 효과를 창출
합니다. 강력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함은 물론, 업계
스탠더드로 자리매김하는 차세대 마케팅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객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드리고 있습니
다. 자동화된 광고 솔루션, 전략적 이메일 마케팅, 타깃화된 문맥(CM)/키워드(PM) 신디케이션, 미디어 기반의 공동 캠
페인과 프로모션, 신뢰할 수 있는 광고대행 서비스, 온라인 바이럴, 버즈 마케팅, SNS 마케팅, 파트너 제휴를 통한 V클
럽 등은 온라인 마케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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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Service 1

전자신문인터넷 주요뉴스 서비스

ETNEWS·RPM9
IT 뉴스포털 ETNEWS
1996년 4월 온라인 전문뉴스 시대를 활짝 열며 등장한 ETNEWS는 국내 최강의 IT뉴스 미디어이자 IT전문 지식경영 네
트워크입니다. ETNEWS는 국내외 IT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플랫폼상에 열정과 창의력, 지적 분석능력을 갖춘 최고의 기
자들이 만든 뉴스 및 인터넷 오피니언 리더들에 의해 생성된 정보, 고객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조
화시킨 온라인 미디어로서, 변화무쌍한 뉴미디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정보 제공을 지향합니다.

자동차매거진 RPM9
국내 미디어 최초로 시도하는 Adobe Flex AIR 기반의 설치형 뉴스리더 서비스는 기존 WPF 기반보다 더욱 가볍고 빠른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독성 높은 신문편집 디자인을 유지한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자신문 뉴스를 구독할 수 있으며 사
용자 환경에 따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표현이 가능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모니터 스
크린 크기에도 구애 받지 않고 번거로운 마우스 스크롤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전자신문 페이퍼리더 서비스로 생생한 IT
뉴스를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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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Service 2

전자신문인터넷 부가정보 서비스

프리미엄·allshowTV·ICT용어사전
회원전용 프리미엄 서비스
전자신문인터넷 회원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전자신문 지면 그대로의 편집 상태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PDF 서비
스와 IT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하기 쉬운 통계 서비스,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IT 영문뉴스 서비스를 이용해 여러분의 정보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키십시오. 다양한 부가 서비스로 보다 신나고 유익한 IT 정보 서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IT 지식방송 allshowTV
생생한 IT지식을 전달하는 맞춤형 지식파트너 allshowTV는 화제가 되고 있는 IT 산업동향, 기술, 기업, 인물, 전문서적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가 직접 출연하여 집중분석하고 토론하는 개방형 온라인 세미나 서비스입니다. 매월 테마를 정해
진행하는 전자신문인터넷 allshowTV를 통해 국내외 IT시장의 트렌드를 조망하고 부상하는 신기술 동향을 섭렵해 보십
시오.

ICT 용어사전
미래창조과학 시대를 준비하면서 ICT 전문지식과 시사상식을 함께 배우도록 최신 ICT 용어를 알기 쉽게 해설과 함께 제
공하는 용어사전 서비스입니다. ‘게임 셧다운 제도’ ‘망 중립성’과 ‘웹하드 등록제’ 처럼 논쟁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용
어는 물론, ‘담달폰’과 ‘인증샷’처럼 시대적이거나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 용어,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빅 데이터’ 등 선
진적인 ICT에 담긴 시사성을 풀어내 시장이 어찌 변할지를 가늠해 보게 구성 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유관 용어를
묶어 냄으로써, 사전처럼 쉽고 빨리 필요한 용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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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Service 3

전자신문인터넷 인포그래픽 정보 서비스

인포그래픽·이슈분석
인포그래픽
정보와 그래픽의 만남, 다양한 수치를 포함한 비교 등의 수식을 그래픽화 하여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만든 인포그래
픽 콘텐츠로 보다 쉽게 ICT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정보를 빠르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ICT 분야의 특성
상 인포그래픽을 통한 정보 전달은 텍스트와 사진 기반의 기사보다 월등한 전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슈분석
발 빠르게 변화하는 ICT 환경, 최신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들을 이슈분석 코너를 통해 제공합니다.
이슈분석은 특정 이슈에 대한 분석 및 해설, 인터뷰, 전망 등의 정보를 인포그래픽 콘텐츠와 연계하여 독자들이 보다 빠
르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이슈분석 코너를 통해 ICT 산업에 최적화된 정보를 손쉽고 발빠르게 섭렵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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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신뢰와 믿음으로 제공하는 고품격 IT정보

글로벌 경쟁 시대의 성공파트너
At present
(주)전자신문인터넷은 디지털 지식경영을 가이드하는 천리안입니다.
ICT 산업의 혜안을 제시하고 파워엘리트들의 여론을 소중히 모으는
전자신문 인터넷의 하루하루가 곧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역사입니다.

In the future
전자신문인터넷은 성공적인 e비즈니스를 약속하는 나침반입니다.
창의적 통찰력과 풍부한 경험으로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전자신문인터넷의 도전과 노력이 곧 인터넷 비즈니스의 미래입니다.

On and on
전자신문인터넷이 진두 지휘하는 콘텐츠 비즈니스·마케팅 비즈니스
IT기술 교육사업·유통 및 쇼핑사업과 함께 고객가치를 실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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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Business

차별화된 타깃 선택과 네트워크 집중을 통한

콘텐츠 개발·판매·유통
18년 전통의 편집 서비스 기술 통해 풍부한 전문 콘텐츠 확보
㈜전자신문인터넷이 운영하는 ETNEWS는 1982년 전자신문 창간 때부터 축적해 놓은 방대한 IT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네티즌이 요구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IT 전문지 가운데 가장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
을 갖춘 전자신문 뉴스기사를 토대로 18년 전통의 콘텐츠 편집 노하우와 서비스 기술을 접목, 국내 주요 포털과 기업,
기관 및 협회로 다양한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전문정보를 제공하고자 지식 네트워크 제휴
및 확장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웹 3.0 기반의 자생 콘텐츠 유통
전자신문인터넷은 75% 이상이 IT산업의 종사자인 사이트 방문자를 위해 통신방송, 컴퓨팅, 디지털문화, 디지털경제,
디지털산업, 디지털가전 등 국내외 산업동향 및 트렌드 분석기사를 전달하고 있으며, 고도의 디지털 편집 기술로 재가
공한 PDF, 통계, 영문뉴스, 영상뉴스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을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유통망의 활로를 개척하고 있
습니다.

쇼핑몰

검색포털

Contents
Network
판매·유통망
IT관련 기업

오피니언리더

IT관련 협회·기관

커뮤니티 포털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모듈과 오피니언리더 기반의 웹 3.0 플랫폼
전자신문인터넷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지원함으로써 네티즌 개개인의 취향에 맞춘 콘텐츠를 서비스합니다. 또
한 RSS, 메타블로그, 트랙백 서비스, 빅데이터, 소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웹 3.0 플랫폼을 지원하여 네티즌들이 생산하
는 IT관련 콘텐츠를 공유 및 확대시킴과 동시에 디지털 프로슈머를 대변하는 100여 명의 전문가들의 독점적인 콘텐츠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 포털, IT관련 커뮤니티 등으로 광범위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9

Marketing Business

업계 표준이자 차세대 인프라까지 대응하는

온라인 통합 마케팅 솔루션
V클럽 개요

강력한 인프라 기반의 온라인 통합 마케팅 솔루션 확보
㈜전자신문인터넷의 온라인 마케팅 비즈니스는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고객의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기적
으로 대응하는 혁신 마인드에서 출발합니다. 기업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IT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온라인 통합 마케팅 솔
루션(IMC)을 구축, 수많은 기업들과 제휴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IT 의사결정
권자에게 노출되는 전문화 및 타깃화, 정보 제공형 광고에 대한 빠른 효과 등은 전자신문인터넷만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대외적으로 신뢰받고 있는 마케팅 전문인력들의 철저한 시장조사와 차별화된 컨설팅, 창의적인 온라인 마케팅 모델을
통해 성공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배너광고, 키워드광고, 텍스트광고, 특수광고, MPR, 온
라인 바이럴, 블로그 마케팅, 온라인 프로모션, DB 마케
팅, eDM 등 회원사에 필요한 마케팅 상품을 선별해 고객
층에 따라 DB 타깃팅을 지원하는 온라인 통합 마케팅 솔
루션

특수광고

배너광고

이메일
광고

특수광고

텍스트
광고

마케팅
대행

배너광고
마케팅대행→
이메일광고

⚫ 배너광고 컨설팅
⚫ 일반배너광고
⚫ 특수배너광고
⚫ 기사연동 자동
노출 배너광고

⚫ eDM 컨설팅
⚫ 비정기 광고메일
⚫ 정기 뉴스레터
⚫ 주기적 리포트
통한 컨설팅

⚫ 특수광고 컨설팅
⚫ 프로모션 특수광고
⚫ 마이크로사이트
기업홍보 마케팅
⚫ 블로그/바이럴 마케팅

⚫ 키워드 노출광고
⚫ 텍스트 노출광고
⚫ 기사 연동 MPR
⚫ DB마케팅
⚫ 컨설팅 및 리포팅

⚫ 마케팅 툴 Mixing
⚫ 제휴 미디어
Mixing 컨설팅
⚫ 광고집행 및 대행

텍스트광고

컨설팅
리포팅

온라인 통합 마케팅 솔루션

V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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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Business

최신 ICT 트렌드를 콕 집어내는

콘퍼런스·세미나·교육
주요 콘퍼런스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대비한 IT전문 기술교육
전자신문인터넷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 핵심동력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 및 업체 종사자들의 정보교류의 장으로 매월 콘퍼런스 및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산업과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문인력의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자 경쟁력 높은 교육 시스템을 도입, 차세대 산
업인력 양성 및 고급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금융 혁명의 시작 '핀테크'의 현재와 미래
▪ 2015 전략 기술과 비즈니스 활용 방안
▪ 사례로 보는 빅데이터 열전 2014
▪ 모바일 뉴 트렌드 'O2O' 사례와 전망
▪ 인포그래픽 제작 및 활용 노하우

최신 ICT 트렌드를 반영한 콘퍼런스/세미나

▪ 전자신문인터넷 SNS파티 'ET Party'

전자신문인터넷은 IT산업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직무 과정을 병행함과 동시에 트
렌드에 맞춘 세미나와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자신문인터넷 콘퍼런스는 핀테크/IoT/O2O/웨어러블디바이스와 같은 최신 트렌드 이슈, 빅데이터/SNS/UX/웹표준
등의 ICT 기술, 시장트렌드/해외 동향과 같은 마케팅 노하우 등의 다양한 주제로 운영됩니다.

▪ LTE 레볼루션-LTE 상용화와 비즈니스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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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ng Agency

중소기업 매출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대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유통전문 에이전시
㈜전자신문인터넷은 온라인 혁신사업팀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도 마케팅 및 유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유통 및 마케팅 에이전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한 시장조
사 및 경쟁자 분석을 비롯해 전자신문인터넷이 확보한 콘텐츠 및 마케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유통 비즈니스의 성공
모델을 구현해 드립니다. 차별화된 시장접근 전략, 고객 중심의 가치운영(Value Operation) 서비스, 변화에 대한 발빠
른 대응 가이드라인 등이 보장되는 전자신문인터넷의 유통 에이전시 사업을 통해 기업 목표를 앞당겨 실현하시기 바랍
니다.

· 중소기업 매출 향상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온·오프라인 통합 툴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지원
전자신문인터넷은 일 평균 방문자 50만명 대상의 온라인 마케팅, 20만여 타깃 회원 대상의 이메일 마케팅, 기업 내 의
사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DB 마케팅, e리더스클럽 통합 온라인 마케팅, 전자신문 지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주요 검색포털을 통한 실시간 기사 제공 등 각종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툴을
지원합니다.

· 온·오프라인 유통라인 구축
· 오픈마켓 등 제품 판촉 전개

유통 및 판매촉진
· 온·오프라인 홍보전략 수립
· 50만 방문자 등 타깃 마케팅 전개

홍보·마케팅 지원
· 제휴업체 제품 경쟁력 분석
· 경쟁제품 차별화 전략 기획

시장조사 및 전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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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our Interest *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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