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온라인 에디션 개요

3. 온라인 에디션 주요 구성

2. 홈페이지 접속

4. PROGRAM

5. DIRECTORY / 세부 기능 (1) ~ (2)

6.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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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online.automation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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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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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