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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스마트 미디어 그룹



깊이 있는 시장·기술 분석
머신비전(카메라, 렌즈, 조명, 3D, 소프트웨어) 및 자동인식(바코드엔진, 스캐너, 모

바일컴퓨터, 산업용프린터, 모바일프린터), RFID, NFC 등 스마트제조, 스마트리테일, 

스마트병원, 스마트물류 구현을 위한 머신비전 및 자동인식기술 트렌드와 적용사례

타 산업과의 융합 선도
제조, 유통, 물류, 병원 등 이종 산업과 머신비전 및 자동인식 기술의 결합을 통한 다

양한 애플리케이션 소개로 관련 시장 파이의 확대, 타 산업과의 적극적인 융합 유도

심층 인터뷰, 현장 취재
머신비전과 자동인식기술 분야를 리딩하는 기업은 물론, 적용 기업들의 인터뷰 기

획 취재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취재를 통한 심층적인 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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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배포 현황

B2B 산업전문 뉴스 
헬로티 앱 설치하기
(Google Play 스토어용)

B2B 산업전문 마켓플레이스 
첨단마켓
(포털사이트에서 첨단마켓 검색)

 서울     경기     인천     경상(대구)

 부산     충청(대전)    전라     기타(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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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독률 1위
대한민국 자동인식 대표 전문지
창간               년

월 특집 이달의 주요 행사

1월 2023년도 각 산업별 전망 -

2월 자동인식/머신비전 대표기업 인터뷰
스마트물류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온라인, 2.15~16)

3월 2023 스마트물류 대전망 Korea Vision Show (코엑스, 3.8~10)

4월
제11회 한국머신비전산업전 주요 참

가기업
-

5월 물류로봇 시장 이슈와 트렌드 -

6월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 -

7월 물류/유통의 디지털전환 -

8월 제3회 SCM Fair가 주목하는 기업 SCM Fair (킨텍스, 8.30~9.1)

9월
SCM Summit로 살펴보는 2023년도 

이슈
-

10월 머신비전 테크 어워드 2023 머신비전 어워드&컨퍼런스(코엑스, 10월 중)

11월 의료산업의 디지털전환 -

12월
전문가와 함께 하는 2023년 자동인

식/머신비전 리뷰
-

* 위 내용은 본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편집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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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www.hellot.net 헬로티

주요 광고 게재 분야

머신비전 관련 제품

•  머신비전 부품

•산업용카메라, 열화상카메라

•렌즈, 조명, 소프트웨어

•AI, 딥러닝, 솔루션

•3D비전, 3D로봇비전, 3D센서

자동인식 관련 제품

•  바코드 프린터, 바코드 리본

•바코드 라벨, 핸디 터미널

•PDA, 스캐너, 카드 프린터 

•RFID/태그, 리더, 프린터

•카드리더/라이터, POS단말기

•유통, 물류, 접촉/비접촉식 카드

•출입통제 시스템, 주차관리 시스템

•IC카드, PVC 카드 제조장비 

•근태관리 시스템

잡지 사용 비율(12,000부)

 정기구독

 기업체(무료) 증정

 도서관 및 공공시설(관공서) 제공

 전시회(무료배포) 및 홍보용

 광고업체 제공

 서점 배포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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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업종별 배포 현황

 물류 및 유통

 각종 관공서 

 각종 체인스토어 및 백화점

 자동화 라인 설비

 전자/전기 기기

 기타(유관기관 및 협단체)

31%

25%

20%

15%

5%
4%

12,000부에서 월별로 증감이 있으므로 %로 표시합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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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월간 자동인식ㆍ비전 광고 요금

표지 표지 1 표지 2 표지 3 표지 4 홀더

요금 4,000 2,500 2,000 3,000 2,500

내지 페이지 1 P
2~
5 P

6~
9 P

10~
15 P

16~
21 P

22~
31 P

32~
41 P

42 P 
이후

1Page 2,000 1,600 1,400 1,200 1,000 900 800 650

패키지

A 매체+매체 10%

B 매체+edm 20%

C 매체+배너 20%

D 매체+edm+배너 30%

※ 단, 특정 페이지 요구 시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음

온·오프라인 패키지 광고 요금 할인 서비스

서울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서교동)

파주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서패동) 첨단 R&D 센터 

TEL (02)3142-4151 / FAX (02)338-3453

| 부산·울산·경남 지사 : TEL (051)811-1557

| 대구·경북 지사 : TEL (053)353-0345

| 대전·충청 지사 : TEL (042)716-3350  

Chomdan Building, 127 Yanghwa-ro, Mapo-gu, Seoul, Korea
10, Simhaksan-ro, Pa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EL 82-2-3142-4151 / FAX 82-2-338-3453

| Busan·Ulsan·Gyeongnam branch : TEL 82-51-811-1557
| Daegu·Gyeongbuk branch : TEL 82-53-353-0345
| Daejeon·Chungcheong branch : TEL 82-42-716-3350 

문의 : kkt1@hello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