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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태양광 비즈니스 전문지

The Magazine for the Global PV Market. 
글로벌 태양광 비즈니스 전문지 InterPV는 세계 태양광 관련 담당자들에게 글로벌 태양
광 시장의 트렌드와 최신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기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태
양광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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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에너지 만을 생각하는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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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ing-edge editorial ㅣ편집구성ㅣ

 WHY
 INTERPV?
• 통찰력있는 분석과 보도

•시장트렌드 집중조명

•다양한 기술 주제

•최신 각 국가 정책 정보

•국제화된 시각

The Trusted Resource
for Photovoltaic Professionals
글로벌 태양광 비즈니스 전문지인 InterPV(영문)는 

글로벌 태양광 관련 시장 트렌드와 기술동향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전세계 태양광 관련 담당자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환경에서 경쟁우위를 점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The Guiding Light for 
the Photovoltaic Industry
태양광산업을 미리 예측하고 전망하는 분석기사는 

태양광 관련기업 경영자는 물론 기술개발 담당자, 

마케팅 기획 담당자들에게 경영 및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e Direct Way to Reach 
the Global Photovoltaic Market
매월 25,000명 이상의 독자들과 함께 하는 

글로벌 매거진 InterPV는 유럽은 물론 아태지역, 

북미와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지역에 폭넓게 

배포되고 있으며, 구독층 또한 경영자는 물론 영업 

및 구매의사 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까지 

다양합니다.

INTERPV는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을 

모두 아우르는 기사를 

선보입니다.

Editorial: Complete,
Insightful, To-The-Point
글로벌 매거진 InterPV는 명망 있는 태양광 전문가와 

다양한 필진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제조기업 및 유통, 설치, SI, 프로젝트 및 정책 개발  

담당자, 엔드유저까지 다양한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구축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폭넓은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재와 부품, 셀, 모듈, 솔라 생산장비에서부터 인버터, 

축전기, 태양광 저장시스템과 발전시스템까지 

전 범위에 걸친 기사는 월간 InterPV만이 자랑하는 

또 다른 경쟁력입니다.

태양광 비즈니스,

이제 더 큰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의 무대는 

글로벌 태양광 시장입니다.

PV MARKET
• INTERPV는 특정국가/지역 및 전세계 PV시장

에 관한 핵심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장의 동력, 

시장규모, 트렌드, 수치, 시장구조, 시장점유율, 

앤드유저 특징, 향후전망, 사회경제적 데이터 

등 차별화된 시장정보를 전합니다.

• INTERPV는 전문가 필진을 통해 PV시장의 이

슈와 동향을 깊고 폭넓게 다루고 전반적인 업

계 전망을 제시합니다.

INTERPV promises 
the direct way to reach 
the dynamic PV market 
through its worldwide 
reader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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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st-Read 
                        PV Journal

귀사의 글로벌 시장진출과 

마케팅 전략을 위한 최고의 선택!
글로벌 매거진 InterPV가 함께 합니다.

PV TECHNOLOGY
• INTERPV는 태양광 산업의 핵심분야인 ‘태양전

지 & 모듈’ 기술의 중요한 기술적 진보와 최신 

동향을 소개합니다.

• INTERPV는 ‘태양광 생산 및’ 검사’ 기술에 대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고 고효율, 저비용 태양 전지

개발의 방향을 모색합니다.

• INTERPV는 태양광산업 밸류체인의 최전방에 

위치한 핵심 기초재료 분야의 기술혁신과 동향

을 소개하고, 태양광 파워시스템의 기술적 진보

와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PV POLICY
• INTERPV는 세계 각 국 정부의 태양광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정책과 PV 업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합니다.

• INTERPV는 전세계의 태양광 파이낸싱과 지

원책을 심도있게 전하며 투자기회를 소개합

니다. 성공적인 해외의 태양광 프로젝트 파이

낸싱 사례를 함께 소개합니다.

PV INSTALLATION
• 태양광발전의 성공적인 구축 노하우와 적

용사례가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적용기술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제공됩니다. 

• 태양광 주택 및 태양광 발전소 등을 시공하

고 구축하기 위한 기관, 기업, 일반인들을 

위해 도입비용, 설계, 진행기간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contact the editors:

•

pved@infothe.com, 

+82-2-719-6931

기ㅣ사ㅣ문ㅣ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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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calendar 2012 ㅣ2012 편집계획ㅣ

글로벌 매거진 INTERPV는 

태양광 기업 및 기관의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고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요구되는 

전문 정보만 엄선해서 

제공합니다.

INTERPV를 통해 태양광 

기술 및 업계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01

04

08

03

02

05

09

January
인도 태양광 시장

그리스 태양광 시장

실리콘 Photovoltaics

박막 모듈 제조

PV 테스팅

PV 설치

기사마감: 2011년 11월 25일

광고신청마감: 2011년 12월 2일

광고자료마감: 2011년 12월 7일

march
일본 태양광 시장

프랑스 태양광 시장

CPV

결정형 PV

BIPV 설치

그리드 커넥션

기사마감: 2012년 1월 27일

광고신청마감: 2012년 2월 3일

광고자료마감: 2012년 2월 7일

February
한국 태양광 시장

북미 태양광 시장

다결정 태양전지

PV 제조기술 혁신

인버터

루프탑 PV

기사마감: 2011년 12월 23일

광고신청마감: 2011년 12월 30일

광고자료마감: 2012년 1월 4일

april
스페인 태양광 시장

중동 태양광 시장

생산장비

마운팅 시스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규모 PV 발전

기사마감: 2012년 2월 24일

광고신청마감: 2012년 3월 2일

광고자료마감: 2012년 3월 7일

august
대만 태양광 시장

체코 태양광 시장

BoS 기술

유기 태양광

태양광 공급체인

태양광 발전소

기사마감: 2012년 6월 27일

광고신청마감: 2012년 7월 4일

광고자료마감: 2012년 7월 6일

may
중국 태양광 시장

아태 태양광 시장

CIS/CIGS

결정형 태양전지 생산기술

추적 시스템

오프그리드 PV

기사마감: 2012년 3월 23일

광고신청마감: 2012년 4월 4일

광고자료마감: 2012년 4월 6일

september
글로벌 PV 시장

독일 태양광 시장

동유럽 태양광 시장

파워시스템

다중접합 직렬 태양전지

프로젝트 개발

기사마감: 2012년 7월 27일

광고신청마감: 2012년 8월 3일

광고자료마감: 2012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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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0

07

11 12

해외전시회 참가 및 배포 계획 글로벌 매거진 INTERPV는 해외 유명 태양광 

전문 전시회와 컨퍼런스에 대량으로 배포됩니다.

※상기 배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월

• WFES 2012    
UAE 아부다비 

1월 16-19, 2012

• 2nd Inverter and PV System 
Technology Forum   
독일 베를린 

1월 23-24, 2012

 
2월

•EXPO Solar / PV Korea 2012
대한민국 서울 

2월 15-17, 2012

• CIPV EXPO 2012 
중국 베이징 

2월 23-25, 2012 

•CIS-IT 2012  
이탈리아 로마  

2월 23-24, 2012 

•PV Expo 2012  
일본 도쿄
2월 29-3월 2, 2012

3월

• SolarTech Bangladesh  
방글라데시 다카  

3월 8-10, 2012 

• SOLARCON China 2012  
중국 상해  

3월 20-22, 2012 

• AsiaSolar 2012   
중국 상해

3월 21-23, 2012 

•  GREEN ENERGY EXPO
Korea 2012 
대한민국 대구  

3월 28-30, 2012 

• 8th SEE Congress & 
Exhibition on EE and RE  
불가리아 소피아  
3월 28-30, 2012

4월

• Thin Film Industry 
Forum 2012 
독일 베를린  

4월 19-20, 2012

•SWEET 2012 
대한민국 광주  

4월 25-27, 2012

5월 
•Solarexpo 2012

이탈리아 베르나  

5월 9-11, 2012 

• SNEC PV POWER  
EXPO 2012 
중국 상해  

5월 16-18, 2012

6월  
•Intersolar 2012

독일 뮌헨
6월 13-15, 2012

7월

• Intersolar NA 2012
미국 샌프란시스코

7월 10-12, 2012

• Enersolar+Brasil 2012   
브라질 상파올로

7월 11-13, 2012 

9월   
• Solar Power  

International 2012 
미국 플로리다 

9월 10-13, 2012

• 27th EU PVSEC   
독일 프랑크푸르트 

9월 24-28, 2012

•본 EDITORIAL CALENDAR는 사전에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June
독일 태양광 시장

남유럽 태양광 시장

집광형 기술

턴키 생산 솔루션

배터리

태양광 지원책

기사마감: 2012년 4월 27일

광고신청마감: 2012년 5월 4일

광고자료마감: 2012년 5월 7일

october
미국 태양광 시장

호주 태양광 시장

에너지 저장기술

마이크로인버터

실리콘 기술

유틸리티 PV

기사마감: 2012년 8월 27일

광고신청마감: 2012년 9월 3일

광고자료마감: 2012년 9월 5일

July
이탈리아 태양광 시장

남미 태양광 시장

단결정 태양전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소재 과학

태양광 정책

기사마감: 2012년 5월 25일

광고신청마감: 2012년 6월 1일

광고자료마감: 2012년 6월 6일

november
영국 태양광 시장

아프리카 태양광 시장

태양전지/모듈

레이저 기술

태양광 트랙커

태양광 재활용

기사마감: 2012년 9월 28일

광고신청마감: 2012년 10월 5일

광고자료마감: 2012년 10월 8일

december
캐나다 태양광 시장

글로벌 태양광 시장

BIPV

그리드 패리티

LCOE

주거용 태양광

기사마감: 2012년 10월 26일

광고신청마감: 2012년 11월 2일

광고자료마감: 2012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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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readership ㅣ배포현황ㅣ

중동

1.1 %
UAE  45.7%

Saudi Arabia  29.8%
Israel  11.0%

Kuwait  5.8%
Etc  7.7%

아시아

28.7 %
China  31.8%

Japan  14.3%
Taiwan  11.4%

Korea  10.8%

India  9.2%
Hong Kong  8.6%

Singapore  8.0%
Thailand  1.6%

Malaysia  1.5%
Indonesia  0.7%

Etc  2.1%

유럽

34.8 %
Germany  27.1%

Spain  16.5%
Italy  14.1%

France  8.4%

UK  7.1%
Switzerland  6.9%

Netherlands  3.8%
Austria  2.9%

Greece  2.4%
Sweden  2.2%

Russia  1.4%
Etc  7.2%

직종별 배포현황 Purchasing  23.5%
Marketing & Planning  22.2%

CEO & Management  17.6%
Sales  11.5%

Production  9.6%
Engineering  8.1%

etc  7.5%

산업별 배포현황 Solar Cell Company  20.8%
Production Equipment company  16.3%

Installer  16.1%
Distribution and Sales  15.8%

Semiconductor company  12.0%
Construction  5.6%

Government  4.3%
Export, Import, & Trading  3.8%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  1.6%
Financial Sector  1.6%

etc  2.1%

남미

2.3 %
Brazil  54.6%

Mexico  28.1%
Argentina  7.2%

Chile  5.3%
Etc  4.8%

오세아니아

2.1%

New Zealand  28.6%
Australia  71.4%

유럽  34.8%

북미  30.3%

아시아  28.7%

남미  2.3%

오세아니아  2.1%

중동  1.1%

기타  0.7%

매체 정보

•발행주기 : 월간

•사 이 즈  : 210(W)x278(H)mm

•페이지수 : 100 페이지 이상, 표지 4대 

•발 행 일  : 전월 15일 

•광고마감 : 전월 5일

•발행부수 : 25,000부 이상

•배 포 처  :  전세계 40개국 이상, 전세계 태양광 전시회, 

               정부기관, 공공기관, 연구소, 금융기관 등

북미

30.3 %
Canada  20.8%

USA  79.2%

원고를 모집합니다

글로벌 매거진 InterPV는 본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술기사, 시장기사, 칼럼, 설치사례, 뉴스 등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보내실 곳: pved@infothe.com

지역별 배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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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의처 : 글로벌 매거진 InterPV 마케팅 사업부 • tel 02-719-6931 • interpv@infothe.com

분류
1회 계약 시

(회 당)

3회 계약 시

(회 당)

6회 계약 시

(회 당)

9회 계약 시

(회 당)

12회 계약 시

(회 당)

양면 7,000,000 6,000,000 5,500,000 5,300,000 5,000,000

표지 2 5,600,000 5,400,000 4,800,000 4,400,000 4,000,000

표지 3 4,800,000 4,500,000 4,200,000 4,000,000 3,800,000

표지 4 6,000,000 5,500,000 5,000,000 4,800,000 4,500,000

내지 1 페이지 3,800,000 3,500,000 3,200,000 3,100,000 3,000,000

2/3 페이지 2,400,000 2,200,000 2,100,000 2,000,000 1,900,000

1/2 페이지 2,000,000 1,900,000 1,800,000 1,700,000 1,600,000

1/3 페이지 1,600,000 1,500,000 1,400,000 1,300,000 1,200,000

 * 패키지 광고 1 : 단독 회사소개 1 페이지 + 1/2 페이지 광고, 책자 100부 증정 : 6,000,000  

** 패키지 광고 2 : 단독 회사소개 2 페이지 + 1 페이지 광고, 책자 100부 증정 : 6,500,000     

(단위 : 원)



8  iNTErpV MEdiA KiT 2012

Online marketing ㅣ온라인 마케팅ㅣ

당신의 믿을 수 있는 마케팅 파트너!

WWW.inTerPv.neT
가장 효과적이고 다양한 온라인 광고와 홍보!
글로벌 태양광 비즈니스 매거진 InterPV의 공식 웹사이트 www.interpv.net을 통해 무료로 귀사와 제품을 홍보하십시오. 매달 꾸준히 늘어가는 방문자수를 볼 때, 

www.interpv.net은 귀사가 주 타겟층을 공략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InterPV는 전세계에 있는 PV업계 종사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에게 귀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 배너 광고

귀사의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끌어줄 태양광 분야의 숙련된 항해사!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 설치업자, SI 업체, 그리고 전세계의 태양광업계 종사자들이 귀사와 제품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www.interpv.net에 배너를 게재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많은 실시간 구매 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뉴스레터 서비스(eDM)

InterPV를 통해서 귀사만의 뉴스레터를 보내십시오!
스폰서십 비용과 횟수 등을 포함한 뉴스레터 서비스(EDM)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interpv@infothe.com으로 문의하십시오. 

배너 사이즈 : (W)×(H), 픽셀(72dpi)

① 

② ④ 

② 카테고리 배너 : 700(W)×163(H)  
                       \1,000,000/월

③ 우측 사이드 배너 : 160(W)×275(H)
                           \600,000/월

④ 텍스트 배너 : 230(W)×50(H)
                    \300,000/월

① 메인 배너 : 655(W)×220(H)
                  \2,000,000/월

⑤ 

⑥ 

⑤ 뉴스레터 배너  : 680(W)×100(H)
                         \800,000/1 회

⑥ 뉴스레터 배너 (우측 사이드)
   160(W)×275(H)  \400,000/1 회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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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 solar Pv Korea 
inTernaTional solar energy eXPo & conFerence

글로벌 태양광 업계를 아시아에서 만나다
글로벌 매거진 InterPV가 주최하는 eXPO SOlar / PV KOrea

태양광 업계 최대의 만남과 
비즈니스 성공 기회 보장

EXPO Solar는 아시아와 전세계에 기업을 홍보하고 

비즈니스 성공을 추구하는 태양광 기업들을 위한 최

적의 전시회입니다. 아시아, 유럽, 북미의 주요 국가에

서 내방한 다양한 태양광 종사자들의 참여 그리고 고

도의 기술 혁신, 숙련된 인재, 비즈니스 친화적인 인

프라, 그리고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는 한국의 태양광 산업 그 중심에 위치한 이유

로, EXPO Solar는 참가업체에게는 시장 점유율을 높

이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

양광 셀/모듈, 장비 생산, 파워 시스템, 재료 및 부품 

등을 위한 세계 정상의 전시회로서의 EXPO Solar의 

명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PO SOLAR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

1
2 3 4

EXPO Solar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장 큰 전시회 중 

하나입니다.

국제 전시회와 컨퍼런스 

행사는 귀사의 태양광 

사업을 위한 국제적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유럽, 미주, 

아시아에서 많은 

컨퍼런스 강연자들과 전시회 

참가자들이 참관합니다.

태양광 밸류체인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본 행사는 태양광 

업계의 실종사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수요 중심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5 풍부한 네트워킹과 

비즈니스 구매 

상담을 위한 활발한 

장입니다.

귀사의 태양광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고

성장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전시현장에서 B2B 실 구매 

상담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exposolar.org에서 확인하십시오.

지금 귀사의 

부스를 

예약하십시오!

2012 세계 태양 에너지 엑스포  
FEB. 15(WED.)~17(FRI.), 2012   |   KINTEX   |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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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ad에서 
글로벌 매거진

 interPv를 만나십시오!

글로벌 매거진 InterPV 는 아이패드를 위한 매거진 App (앱)을 출시했습니다. 

InterPV 앱은 최신 태양광 트랜드와 정보를 오직 디지털 앱만이 줄 수 있는 쌍방향 기능과 

멀티미디어 기능으로 구현함으로써 여러분을 글로벌 태양광 시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m A g A z i n e

Available on the 

App Store

• 쌍방향 참여 : 스크린을 터치하면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기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줌, 360도 회전뷰, 애니메이션 등)

• 멀티미디어 : 귀사의 광고나 기사 위에 홍보 
   동영상이나 사운드를 가미할 수 있습니다.

• 라이브러리 : 최신 혹은 과월호 기사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커버 :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최신호의 표지로   
곧장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다이렉트 커넥션 : 기사와 광고를 읽는 도중에도 
  직접 연결된 링크로 웹사이트 혹은 앱스토어의 
  원하는 앱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이메일 : 기사를 읽는 동안에 궁금한 점이나 

  구매 문의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특징

아이패드2를 가지고 계신다면 

좌측의 QR 코드를 찍어 

애플 앱스토어의 InterPV 앱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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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R’S BENEFITS

보이스
귀사의 홍보내용을 직접 

목소리로 전달하십시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으로 귀사의 기술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귀사의 광고 위에 홍보 동영상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360도 회전뷰
독자들이 귀사의 제품을 전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줌
사진들을 움직이거나 확대 혹은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독자들은 귀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링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매거진

Inter
PV 

무료 

아이패드 

광고

글로벌 매거

진 InterPV에 

광고를 게재하시

면 전세계 수백만명

의 아이패드 유저들에

게도 동시에 홍보가 됩니

다. 디지털 형식의 광고를 게재

하시고 장착된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놀라

운 혜택과 즐거움을 체험하십시오!

글로벌 매거진 InterPV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소

비자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로 그런 즐거움

을 주고, 귀사의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는 획

기적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ㅣ광고주 혜택ㅣ



AsiA-PAcific Office
Tel.: +65-9616-8080
Email: yfyee@singnet.com.sg

chinA Office
Tel.: +86-10-8460-0576
E-mail. xuyan@ciec.com.cn

chinA Office (shenzhen)
Tel.: +86-137-2880-9303
Email: eddy@teccomedia.com

TAiWAn Office (TAiPei)
Tel.: +886-2-2642-3208
Fax: +886-2-8642-3566 
Email: hiramlai@gmail.com

hOngKOng Office
Tel.: +852-9383-2123
Email: eddy@teccomedia.com

Us Office
Tel.: +1-310-545-1811
Email: bobbie@globetrottermedia.com

jAPAn Office 
Tel.: +81-3-3944-1181
Email: info@nikko-pb.co.jp

germAny, sWiss, AUsTriA Office 
Tel.: +49-228-2499860
Email: info@eisenacher-medien.de

nOrTh eUrOPe Office (sWeden)
Email: joens.lundmark@novartis.com

OVERSEAS SALES OFFICE

AbouT   
MEdiA Group
INFOTHE
미디어그룹 인포더는 전문매체 발행 및 전문

전시회 개최를 통한 산업육성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현재 총 5종의 전

문지와 1종의 인터넷 데일리 신문을 발행, 운

영하고 있습니다. 

AFFiliATEd MAGAZ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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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태양 에너지 엑스포
KINTEX | 대한민국

국제보안기기 및 정보보호전
COEX | 대한민국

세계 에너지 절약 엑스포
KINTEX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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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그룹 인포더   (121-708)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3-1 신한디엠빌딩 13F   

Tel : 02-719-6931  Fax : 02-715-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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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onference on Energy Saving Technology

energy saving World Forum 2012 

 

World Conference on Photovoltaic Energy Technology

PV WORLD FORUM 2012

INTER PV_International Ver.(English)

글로벌 태양광 비즈니스 매거진

월간 솔라투데이

태양광 전문 매거진

월간 세이브에너지

토털 에너지절약 매거진

월간 시큐리티월드

산업보안 실무 매거진

보안뉴스 (인터넷 신문)

보안전문 포털사이트 

www.boannews.com

월간 FA저널

산업자동화 종합 매거진

세계 에너지 절약 컨퍼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