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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명

운영기간

주요기능

참가대상

방문객수

2021. 8. 2 [월] ~  9. 30 [목]  _ 2개월

제품 상세 검색기능, 1:1 화상 상담회, 실시간 견적 문의, 웨비나 기능 등

SF+AW 2021 참가사 (업체 당 최대 3개 제품 등록 가능)

약 35,000명 (2019년 사전등록 바이어 약 31,000명)
※ 사전등록 (전시회 무료입장)을 위해 바이어 온라인 전시관 등록 필수

SF +AW 2021 온라인 에디션 개요



◎ Smart Factory + Automation World 2021 온라인 에디션

① 관람객 로그인
- 신규 방문 : 신규 회원가입
- 기 등록자 : 아이디 및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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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nline.automationworld.co.kr/


Step 1. 바이어 클릭

Step 2. 개인정보 및 이용약관 동의



Step 3. 바이어 회원 정보 입력
Step 4.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 및 등록 하기 클릭



주요 메뉴

등록한 내 정보 및 My Page

오프라인 전시회 홈페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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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INAR : 사전 붐업을 위한 SF+AW만의 전문 웨비나 진행 (8월~9월, 총 4회)

SF+AW 2021 웨비나 일정

시간 : 10시 30분 ~ 11시 30분
일정 : 2021.08.11

2021.08.18
2021.08.25
2021.09.01

* 사무국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자료 다운로드 기능은 바이어 회원만 가능합니다. * 예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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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ERENCE: [인더스트리 4.0 로보틱스 컨퍼런스],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컨퍼런스] 등

오프라인 약 200여 세션의 컨퍼런스 소개 및 등록

SF+AW 2021 컨퍼런스 주제 및
상세 일정은 향후 온라인 전시관 내
CONFERENCE 페이지 내에서 확인

해주세요 ! 

※ 유료 컨퍼런스의 경우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결제
※ 무료 컨퍼런스 및 세미나는 오프라인 전시회 종료 후

유투브 VOD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9월 말 예정) 

* 예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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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HIBITORS’ UNBOXING : 참가업체의 신제품/신기술 홍보영상 소개

SF+AW 2021 참가업체 언박싱
영상은 온라인 전시관 내

EXHIBITORS’ UNBOXING 페이지
내에서 확인 해주세요 ! 

* 예시 화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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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HIBITORS: 2021 SF+AW 참가업체 검색

◎ PRODUCTS: 2021 SF+AW 참가업체 제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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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상세 검색

방법 3: 퀵서치 검색

방법 2: ㄱㄴㄷ ~, ABC ~ 검색

더욱 빨리 참가업체와 제품을 검색 하고
싶다면 우측 상단의 퀵서칭을 사용해보세요!

상세 검색 구성 : CATEGORIES   AW SHOWS    COUNTRY       EXHIBITOR MEDIA

Tip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클릭 !

품목별 전시관별 품목 원산지 별 업체 홍보 동영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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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to interest
관심 참가업체 스크랩 기능

◎ Set up meeting
관심 참가업체 스크랩 기능

◎ Send Inquiry
참가업체 문의 하기

◎ Share:
참가업체 디렉토리 카톡/SNS 공
유하기

Add to interest / Set up meeting / 
Send Inquiry

바이어 회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참가업체 디렉토리 페이지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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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to Interest : 관심 참가업체를 스크랩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Add to interest 기능

1. 참가업체 스크랩 기능
2. 참가업체 비즈니스 미팅

신청 대상자 기능
3. 비즈 매칭 메일 대상자

기능
4. 해제 방법 : 

Add to Interest재클릭

Tip

※ 바이어 회원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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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회원만 사용 가능
일반/비회원 사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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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Factory + Automation World 2021은 SF+AW 2021 온라인 에디션을 개관하고,
참가업체 제품 홍보 및 온라인 비즈 매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SF+AW 2021Online Edition> <자율 매칭 시스템>

참가업체 별 제품 동영상, 
제품 사진, 회사소개 및 제
품 소개 자료를 활용한

SF+AW 2021 참가기업의
온라인 상시

홍보 플랫폼 제공

SF+AW 2021 온라인 에디션
홈페이지에 매칭 시스템 탑재,

참가기업과 바이어 간의
자유로운 상담 기회 지원

** 참가업체-바이어 쌍방향
미팅 신청

2

※ Smart Factory + Automation World 2021 비즈매칭은 참가업체와 바이어 간의 온라인 자율 매칭 기능으로
사무국의 개입 없이(통역지원 없음) 상호간의 자율적인 비즈니스 매칭 시스템 입니다. 



◎ BIZ-MATCHING: 참가업체-바이어 간 비즈니스 미팅 진행

◎ BIZ-MATCHING 일정

Online

Offline

온라인 전시기간 (8월 2일 ~ 9월 30일)

오프라인 전시기간(9월 8일 ~ 9월 10일)  

※ 오프라인 비즈매칭 9월 8일 ~ 9월 10일

참가업체-초청 바이어 1:1 비즈 매칭의 경우, 
사전 일정 조율이 있을 예정입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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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MATCHING  신청 방법 (1)
1. 마이페이지-비즈매칭 신청을 클릭하여 전시업체 검색
2. 디렉토리에서 전시업체 검색 후 Set up meeting 클릭

My Page Directory 

※ Smart Factory + Automation World 2021은 참가업체와 바이어 간의 온라인 자율 매칭 기능으로
사무국의 개입 없이(통역지원 없음) 상호간의 자율적인 비즈니스 매칭 시스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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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MATCHING  신청 방법 (2)
미팅을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추가로 제안이나 미팅 방법 등을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단, 미팅 시간은 가능한 여러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상대(참가업체)가
가능한 시간을 하나 선택하면 미팅이 확정됩니다. 

• 비즈매칭은 1타임 당 50분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 추가 상담을 원하실
경우, Zoom / 구글 등 자체적인
화상 상담 도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시 화면



◎ BIZ-MATCHING  미팅가능시간 설정
My Page 에서 시간표 설정을 클릭합니다. 

시간표 설정은 나의 미팅 가능 시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나와 미팅을 희망하는 상대(참가업체)가 내가 설정한
시간에 미팅을 신청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내가 미팅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 합니다.

시간은 복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시간표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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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MATCHING 미팅시간 확인
My Page 에서 매칭 결과 또는 오른쪽 메뉴바에서 Biz-matching를 클릭합니다. 

매칭 결과는 내가 신청한 또는 내가 신청 받은 미팅 시간표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확정된 미팅을 위해 해당 시간에 유프리즘(Uprizm, 온라인 에디션 제공 ) 또는 자체적인 도구(Zoom 등)를 이용해 미팅을 수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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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MATCHING 나의 메일함
My Page 에서 나의 메일함 또는 오른쪽 메뉴바 에서 Mailbox를 클릭합니다

나의 메일함은 참가업체에게 발신 한 Inquiry 나 수신/발신 된 Email 발송 메시지 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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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MATCHING 나의 메일함 확인 (1)
수신 메일 종류는 총 1가지 입니다. 
1. Email 발송 메시지

Email 발송 메시지 수신

※ 메일 제목으로 구분

※ 인콰이어리 수신 메일은 바이어 해당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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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MATCHING 나의 메일함 확인 (2)
발신 메일 종류는 총 2가지 입니다. 
1. 인콰이어리 2. Email 발송 메시지

따라서, 발신 메일 구분은 메일 제목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20

※ 메일 제목으로 구분

인콰이어리 발신

Email 발송 메시지 발신



◎ BIZ-MATCHING 바이어 수신 자동알림 메일 : 상담 신청

참가업체가 미팅요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메일이 발송 됨 21



◎ BIZ-MATCHING 바이어 수신 자동알림 메일 : 상담 신청 수락안내

상대방이 미팅을 수락 하면 다음과 같은 메일이 발송 됨 22



◎ BIZ-MATCHING 바이어 수신 자동알림 메일 : 상담 취소 안내

상대방이 수락했던 미팅을 취소하면 다음과 같은 메일이 발송 됨 23



◎ BIZ-MATCHING 바이어 수신 자동알림 메일 : 상담 신청 취소 안내

상대방이 미팅을 번복(취소) 하면 다음과 같은 메일이 발송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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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MATCHING 바이어 수신 자동알림 메일 : 상담 신청 반려(거절) 안내

상대방이 미팅을 반려(거절) 하면 다음과 같은 메일이 발송 됨
25



◎ BIZ-MATCHING 바이어 수신 자동알림 메일 : Email 발송 메시지

회신은 온라인 에디션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메일함에서 회신

26



32

◎

Meet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에디션 해당 참가업체 개별 디렉토리로 이동

▶ 바이어 비즈 매칭 시, 추천하는 참가업체 리스트

▶ 참가업체 리스트 DB근거 : 바이어가 회원가입 시, 관심 품
목 DB와 참가업체 제품 등록 DB 를 매칭하여 발송

▶ 바이어는 해당 메일 받은 후, 관심 참가업체가 있을 경우, 
참가업체 디렉토리 페이지에서 add to interest를 하면, 참가
업체 비즈 매칭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음

바이어 업체 명 + 
담당자 명

참가업체명

참가업체명

참가업체명

참가업체 대표 전시 품목

출품 품목 : 참가업체 제품 등록의 대분류 카테고리 나열

참가업체 대표 전시 품목

참가업체 대표 전시 품목

출품 품목 : 참가업체 제품 등록의 대분류 카테고리 나열

출품 품목 : 참가업체 제품 등록의 대분류 카테고리 나열

** 1회 메일 , 10개 DB 발송

* 예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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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 : SF+AW 2021 중요 공지사항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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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주제별 일반 안내 사항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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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 업무별 담당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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