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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는 1966년부터 현재까지 오로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매일경제의 역사는 한국경제의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경제의 부흥기와 침체기를 함
께 겪어왔으며, 국가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하기에 힘썼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공해 왔습니다.매일경제는 ‘오피니언 리더가 가장 선호하는
신문’,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문’, ‘발행부수 국내 4위, 세계경제 신문 중 3위’ 등 한국의 4대신문을 넘어 세계최고의 경제신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이제 매일경제는 단
순한 사실의 보도에 그치지 고 독자에게 지식과 지혜까지 전달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지식경제신문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매일경제신문과 매일경제TV, 매경인터넷과 매경이
코노미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종합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한국에서 유일한 미디어 언론으로의 위용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21세기 지식세계를 이끌어 갈 신지식인을 위
해서 매일경제는 ‘비전코리아 캠페인’, ‘세계지식포럼’ 등 국민적 캠페인을 통해 새로운 경제 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를 아는 지식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더 많이 뛰어다니고, 더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식경제신문은 함께 하는 독자 여러분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앞으로도 새로운 지식을 원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최고의 뉴스와 정보만을 제공해 드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21세기 Korea’s No.1 비즈니스 뉴스 그룹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매일경제를 위해
힘찬 성원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매일경제신문 & 매일경제 TV 대표이사 사장 장대환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는 힘, 진실을 보는 눈입니다 -매일경제의 하루 하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기록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움트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IMF 경제위기까지, 한국 경제와 동거동락 해온 신문이 있습니다. 매일경제의 역사는 곧 한국 경
제 발전의 역사였으며, 한국경제의 진실을 기록해온 순간들 이었습니다. 이 것이 오늘날 매일경제를 경제분야에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합 미디어그룹으로 발전시
켜온 원동력 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매일경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지식 미디어그룹, 매일경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언제 어디서나 뉴스를
만날 수 있는 세상, 종합 미디어그룹 매일경제의 소망입니다. 매일경제는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꿔 왔습니다. 대한
민국 No.1 경제 신문에 만족하지 고, 국내 유일의 미디어그룹인 매경미디어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선도자적 시각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고객 모
두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종합 미디어그룹 매일경제는 언제 어디서나 경제 생활의 든든한 파트 가 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경제뉴스전문 매일경제TV(MBN)
로 미디어 언론의 미래를 제시한 매일경제는 명실상부한 종합미디어그룹으로 거듭 난 매일경제는 매일경제TV(MBN)와 No.1 경제 포털 매경인터넷, 매경 이코노미 등 신문
, 방송, 출판, 인터넷 매체를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의 미디어 그룹이며, 매일경제의 신속, 정확한 뉴스와 다양하고 전문적인 경제 정보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을 통해 언
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1.한국의 110만 오피니언 리더들이 매일경제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고있으며, 매일경제가 제공하는 경제 뉴스들이 매일경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
해 세계의 수 많은 독자와 만나고 있습니다.2.매일경제신문은 경제 신문중 발행부수에 있어서 한국 최고이며 세계 3대 신문입니다.1) 한국경제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 지난 40
여년간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전을 제시해 온 매일경제는 한국경제발전을 위해 올바른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는 언제나 문
제의 해답이 있습니다.2) 300여명의 우수한 경제전문 기자들이 함께합니다 - 국내 신문사중 가장 많은 석.박사출신 기자가 일하고 있고 300여명에 이르는 경제 각 분야의 전
문 기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매일경제는 독자들에게 가장 요한 경제문제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경제전문지 입니다.3) 한국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합니다 - 발행부수에 있어
서 한국 1위, 세계 3위의 경제전문지이며 한국의 가장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이라는 사실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전문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국
가의 이슈를 선도하는 신문- 대한민국이 21세기 일류 국가가 되는 그 날 까지 대한민국의 지식경제사회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매일경제는 국가라는 하나의 지식공동체
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국민, 기업의 경제 주체가 모두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때 비로소 21세기 일류 국가가 탄생할 수 있으며, 그 꿈
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IMF 관리 하에 놓인 암담한 현실에서 ‘지식경영’의 기치를 내걸고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밝
히고 2002년에는 ‘한국은 노조공화국인가’라는 시리즈를 통해 한국경제의 최대 걸림돌로 등장한 노조의 이기주의를 고발함으로써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노사관계의 새로
운 관계를 정립하는 단 를 마련하였으며, 2003년에는 ‘소득 2만 달러를 향해 뛰자’는 연재를 통해 한국경제가 가야 할 비전과 소득 배가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명실공히 국가경영
의 길잡이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와 ‘비전 코리아’ 등의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정부, 국민, 기업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지식경제
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일에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매일경제는 경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신문이며, 또한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와 ‘비전 코리아’ 등의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정부, 국민, 기업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지식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일에 매
우 보람을 느낍니다.IMF 관리 하에 놓인 암담한 현실에서 ‘지식경영’의 기치를 내걸고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밝히고 2002년에는 ‘한국은 노조공화국인가’라는 시리즈를 통
해 한국경제의 최대 걸림돌로 등장한 노조의 이기주의를 고발함으로써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노사관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단 를 마련하였으며, 2003년에는 ‘소득 2
만 달러를 향해 뛰자’는 연재를 통해 한국경제가 가야 할 비전과 소득 배가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명실공히 국가경영의 길잡이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매경 `소득2만弗 향해 뛰
자` 취재팀 올 한국신문상 수상 - 2003년09월26일매일경제신문 특별취재팀은 한국신문협로부터 2003년 한국신문상 편집ㆍ보도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특별취재팀
은 지난 6월 10일부터 한 달 넘게 `소득 2만달러 향해 뛰자`를 시리즈로 보도해 1인당 소득 2만달러를 가로막는 한국사회의 병폐를 지적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해 `경제구조 선진 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매일경제 신문 기자라는 것에 자
부심을 느낍니다.” “경제가 모든 가치를 대변하는 시대에 경제전문 기자로서 타 기사와 달리 기사 자체가 정보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까지 독자들에게 제시하기에 그만큼 더
기사 하나 하나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루를 멀다 하고 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의 비
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자로서 가장 큰 보람이며 자랑거리입니다.“매일경제가 오늘 날의 한국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신문이 되기까지에
는 각종 첨단 시스템이나 시설들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 많은 경제 전문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고 생각합니다. 이는 매일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며 자랑거리 입니다.프로가 만드는 신문 매일경제, 정보의 깊이가 다릅니다.-300여명의 경제 전문 기자가 만드는 수
준 높은 기사가 매일경제의 숨은 원동력입니다.미래를 내다보는 매일경제의 인재관은 사람과 비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국내 신문 중 가장 많은 박사출신을 보유한 매일
경제는 인지도 높은 기자들을 보유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경제 전문지 매일경제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은 바로 우수한 인력으로 구성된 300여 명의 경제전문 기자
이며 이들이 불철주야 쏟고 있는 진실을 보도하기 위한 헌신과 열정입니다매일경제신문 기자들의 하루는 시간과 정보의 싸움 그 자체입니다. 독자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 가지 는 곳이 없고, 국경과 시간의 제한이 없는 24시간 무한경쟁 - 촌음을 아껴가며 독자들과 만날 시간을 준비합니다.“국제 기준에
맞는 기사를 쓰고 싶었죠.” -남종원 편집위원“많은 사람들이 외국 금융기관 CEO에서 매일경제 기자로 남다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사실 JP모건, 골드만삭스, 메
릴린치 증권 서울지점 대표로 있을 때부터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이 요하다.“라는 소신이 있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프로페셔널 경제신문 매일경
제라고 생각해서 입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국제금융 전문인답게 국제기준에 맞지 는 보도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편향된 보도관행과 경제사안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관행
을 바꾸고 싶고, 정확한 경제 정보 전달을 위해 오랜 시간 금융기관에서 일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백분 활용할 생각입니다.““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식동향에 탄성과 한숨이 사방
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주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절실히 요할 때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 자신만의 투자전략 즉 노하우를 가지지 못한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로 실
패하는 경우를 보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주식정보가 요하고 내 자신 스스로가 주식투자의 전문가가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과 주식흐름에 대한 한 발 앞선 분석으로 독자를 부자로 만드는 신문을 만들겠습니다.““믿을 수 있는 기사는 기자의 책임감과 비 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마감시간에도 가장 중
요한 건 정보의 신뢰성입니다. 아무리 믿을만한 정보도 기자의 꼼꼼한 체크 없이는 결코 기사화 돼서는 안되며, 특히 경제 관련 기사일 경우 잘못 쓰여진다면 경제에 어떤 파장을
줄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검증된 정보만을 기사화 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정보를 선별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 친척, 이웃이 함께 본
다는 생각으로 모든 기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일경제는 믿을 수 있는 정확한 경제 기사만을 제공합니다.” 매일경제의 기사 책임주의, 수준 높은 기사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매일경제는 경제에 대한 정확한 보도와 진단을 생명같이 생각합니다.매일경제는 경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신문이며, 또한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문입니다. 단순한 경제 현상의 전달에 그치지 고, 경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와 ‘비전 코리아’ 등의 대국민 캠페
인을 통해 정부, 국민, 기업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지식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가 가진 최첨단 시설과 효과적인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진
실과 믿음입니다.매일경제의 기사는 언제나 한 발 앞선 편집기획에서 완성됩니다. - 기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편집은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경제에 관한 다양
한 뉴스와 전문적인 분석은 매일경제만의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가 없었다면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며, 매일경제의 우수한 전문 인력과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기에 가
능한 일이었습니다. 국내 지방신문과의 뉴스 제휴 및 세계 언론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어진 모든 정보를 치밀하고도 깊이 있는 분석에 의한 편집으로 가치 있는 기사를 독자들
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매일경제는 정도 언론을 고집합니다.” “매일경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는 정도 언론을 추구합니다. 국내 최고의 수준을 가진 경제 전문 기자들
의 의견은 수직적 관계를 탈피해서 격의 없이 토론되고 기사화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경제 기사를 찾는 많은 분들이 매일경제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
일경제는 미래를 내다보는 신문으로서 끊임 없는 자기개혁을 통해 미래지향적 신문으로 변모해 가고자 합니다.“가장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매일경제와 함께 아침을 시작합
니다.-한국의 경제 신문 No.1 매일경제, 독자가 선택해 주셨습니다.한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경제지, 가장 많은 기업들이 구독하는 경제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
이 구독하는 경제지, 한국의 20-3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문 등등...한국갤럽의 조사결과와 객관적 지표를 통해 매일경제가 국내 최고 수준의 신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
다.또한 조사결과는 전적으로 독자들이 선택한 것이기에 더 값진 결과였으며, 매일경제에 대한 독자들의 강한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이제 매일경제는 독자들의 지지와
신뢰를 발판 삼아 세계 No.1 신문으로 성장하겠습니다.매일경제신문은 기업들의 성공적인 광고매체로서도 가장 적합한 신문입니다한국갤럽조사에 의하면 매일경제신문은 오피
니언 리더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 뿐 아니라, 구매력이 높은 고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 및 국내 4강 신문 중 30대 열독자 비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Since 1966...

An undisputed Leader in Financial and Business News providing the most comprehensive and in-depth coverage on
Korean economy

Korea’s
No.1
Business
Daily

Since its inception in 1966,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has always been focused on improving Korea’s economic
development. The newspaper has experienced the reconstruction of Korea, as well as its times of economic stagnation, to
the extent that it can practically be called a “living textbook” on the Korean economy. During periods of national economic
crisis,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has endeavored to reveal truth to the people while also offering measures in terms of
policy for overcoming economic hardship.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is known as “the most preferred newspaper of opinion leaders” and “the newspaper most
preferred by business and corporate subscribers.” With the fourth highest circulation among all papers in Korea (No.1
among business dailies), and as the world’s third leading business daily,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has grown to
become not just one of Korea’s top newspapers, but a genuine world-class source of business and economic information.
Rather than be contented with reporting simple facts,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is quickly becoming recognized as a
world-class financial and business newspaper that conveys in-depth knowledge and professional expertise to its readers.
Our Maekyung Media Group is also now prestigiously established in Korea’s media and press industry as an online and
offline multimedia group with operations that include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Maeil Business News TV (
),
(www.mk.co.kr) and the magazine “Maekyung Economy.”
To cultivate leaders for a 21st century knowledge-based global society,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is building a
new and economically stronger Korea through such social campaigns as the “Vision Korea Campaign” and the “World
Knowledge Forum.” As we at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are acute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economic knowledge,
we will continue striving to work harder than our competitors. Of course, as a world-class knowledge-based economic
newspaper, this will not be possible without the support of our readers.
In the future as well,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will continue to meet reader demand for the latest knowledge while
ceaselessly making the utmost effort to provide the highest quality news and information. In this respect, we’ll look forward
to your continued support in making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world’s No.1 business news group in the 21st century.

Dr. Chang Dae-whan
Chairman and Publisher, Maeil Business Newspaper & TV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For a new prosperity, we are in pursuit of the ‘Knowledge Renaissance Movement.’ This
movement aims to build a global trust system based on universal humanism, to be open
to all human beings beyond race, gender, and religion, and to act based on the global
citizenships with the spirit of sharing and the conduct of responsibility.”
-excerpt from opening speech at the World Knowledge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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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the Chairman and Publisher

Overview of
the Maekyung Media Group

- 24hours Integrated Newsroom For Media Matrix

Korea’s representative knowledge media group - this is another name for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The group possesses media businesses in the newspaper industry, broadcasting including DMB, publishing and the
Internet. These include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Maeil Business News TV (
), Korea’s No.1 business and
economic portal site the
(www.mk.co.kr) and the magazine Maekyung Economy.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s timely, precise news as well as a wide variety of other specialized economic information is always accessible whether
through our newspaper, broadcasting, the Internet or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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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ekyung Media Group has always envisioned of a world in which
people can access news and information at anytime and in any place,
through any form of media. The integrated media group has grown to
become one of Korea’s most prestigious media company that provides
the nation’s most reliable financial and business news through its stateof-the-art multimedia complex.

NEWSPAPER

BROADCASTING

INTERNET

PUBLICATIONS

MAGAZINE

PUBLIC SERVICES

매일경제는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미디어 세상을 꿈꿔 왔습니다. 매일경제가
대한민국 제일의 경제신문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 유일의 경제뉴스 전문채널인 매일경제TV(
)와 No.1 경제 포털
,
경제주간지 매경이코노미 등 신문, 방송, 출판, 인터넷 매체를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의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선도자적 시각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합 미디
어그룹 매일경제는 언제 어디서나 경제 생활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Specialist on
Financial and Business News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provides the most diverse array of topic related to
economy, finance, real-estate, stocks and bond with keen insight and professional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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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reliable and desired source of business and economic news in Korea
Maeil

27.2%
15.0%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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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eil Business Newspaper believes that the economy is the foundation that turns a nation into a society of
knowledge. Only when the entities of a nation’s government, people, business and economy fulfill their respective
Maeil

responsibilities and duties can that nation truly become advanced.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is also committed
to the belief that the mission of the press is to provide new vision to make that dream a reality for Korea.

14.6%
8.0%

매일경제신문은 경제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가장 읽고 싶은 신문1위를 차지했습니다.
(A Korea Gallup poll conducted in March 2006)
(2006년 3월 한국갤럽)

Maeil

Maeil

“The reporter’s responsibility is to write articles the reader can trust“
Park Jae-hyun, Industry News Desk
“Even with deadlines, when
every single moment counts, the thing that it is most important
is the
Maeil
37.1%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Without exhaustive checking and verification, even normally dependable
information cannot go into an article. Especially, in case of economy related articles, incorrect
12.2%
information can cause deleterious effects. For this reason, information is always thoroughly
verified
and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spares no effort in determining the accuracy and precision of all
information within the shortest time allowable. Because I approach each article knowing11.3%
that it’s being
read by my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is able to provide only reliable,
accurate business and economic articles.”

Maeil

매일경제는 국가라는 하나의 지식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국민, 기업이라는 경제 주
체가 모두 스스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때 비로소 21세기 초일류 국가가 탄생할 수 있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비전
을 심어주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IMF 관리하에 놓인 암담한 현실에서 ‘지식경영’의 기치를 내걸고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밝힌 바 있는 매일경제는 2002년
‘한국은 노조공화국인가’라는 시리즈를 통해 한국경제성장의 걸림돌로 등장한 노조의 이기주의를 고발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새
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2003년에는 ‘소득 2만 달러를 향해 뛰자’라는 연재를 통해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소득 배가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명실공히 국가경영의 길잡이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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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rapidly developing to advance itself forward as a financial superpower after having
experienced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Foreign fund sales are boosting while CMAs (Cash Management Accounts) for individual’s
general asset management has soared to reach over 10 trillion won.
Maeil Business Newspaper is focusing on such rapid market change. We strive to accurately
and dispassionately deliver information on how to deal with such an ever-changing
environment to the investors. We believe the reporting of accurate information is directly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domestic stock market listed corporations as well as the
Korean capital market. Regarding such ideology as a basic publishing principle, we wish to
strive further ahead. As Samsung’s semiconductors back up Korea’s GDP, Maeil Business
Newspaper will not lose its accuracy and sense of balance to enable the financial industry to
lead Korea into the future.

05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understands economic issues better than any other newspaper. Furthermore,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possesses knowledge, the most powerful element capable of bringing change in a nation’s economy.
Maeil
37.4%
By providing timely, accurate economic news and through campaigns
such as “Vision Korea,” the Maeil
Business
29.3%
Newspaper presents new vision to government, the people and business. In doing so,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is
28.5%
proud to do its part in building the foundation for Korea’s knowledge-based economy.

“We strive to accurately and dispassionately deliver information to the investors”
Lim, Kyoo-Joon, Securities Desk

Standing Behind the Facts
in Objective and Balanced Reporting Tradition in Editing
- Responsibility in the articles of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comes from taking
pride in providing the highest quality information. At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accurate, objective and balanced reporting of the economy has been our tradition
since our inception.
Maeil
37.4%

Maeil Business Newspaper is the most suitable advertising medium for businesses
Maeil

Maeil

37.4%

33.6%

According to a Korea Gallup poll,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is not only the most widely read newspaper among
29.3%
opinion leaders, but it also revealed that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is the nation’s overall 4th in household
28.5%
subscription rate and the most-read newspaper by business and corporate subscribers in Korea. In order to further
28.4%
establish accurate figures on its leading readership status,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submitted readership/
circulation data and supporting materials to ABC (Audit Bureau of Circulations) on September 2003, the first to be
submitted by a Korean business daily and fourth by a Korean Newspaper. These contributes to establish the Maeil
Maeil
Maeil
Business Newspaper is the most suitable partner as an advertising medium for businesses.

25.7%
14.0%
11.7%
8.6%
1.6%

Most-read newspaper by business and corporate subscribers

Korea’s highest quality newspaper by CEOs
Maeil

33.6%

Maeil

37.4%

25.7%
29.3%
28.5%

29.3%

14.0%
11.7%

Maeil

Maeil

8.6%
1.6%

28.4%

Maeil

CEO선정 명품신문

직장 구독률
A Korea Gallup poll conducted in March 2006 (2006년 3월 한국갤럽)

Maeil

World Business Newspaper Top 4

The most preferred business daily by university students
Maeil

Maeil

46.2%

Circulation (thousand of copies)
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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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eil Business Newspaper insists only on

Diverse news and expert analysis on the economy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the
long experience and accumulated know-how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possesses.
Maeil
Furthermore, such reporting only exists because of the Maeil Business Newspaper’s expert
staff and highly effective systems.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also provides readers
with valuable and precisely edited information that is compiled through its affiliation with
other domestic regional newspapers and a partnership network of global media alliances.
매일경제신문의 기사는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앞선 편집에서 시작됩니다.
Maeil인력과 효과적인 시
경제에 관한 다양한 뉴스와 전문적인 분석은 매일경제만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 우수한 전문
스템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국내 지방신문과의 뉴스 제휴 및 세계 언론과의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얻어진 다양
한 정보는 기사의 가치를 더욱 높히고 있습니다.

13.1%

fair press”
Jang Gyung-deok, Editorial Writer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strives
for fair press that show no bias for either
direction. The opinions of our business
and economic specialist reporters, all of
whom possess the highest standards, are
frankly and openly discussed in a manner
that defies typical top-down corporate
management. I believe this is the reason
why so many people who yearn for reliable
economic reporting turn to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Additionally, as a
37.1%
newspaper that looks into the future,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continues to
transform itself in order
to become an
12.2%
even better publication through ceaseless
self-reforms.”

Through a network consisting of some of the world’s leading media bodies, the Maeil

국내 경제의 흐름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올바르게 파악

Business Newspaper simultaneously informs readers of global economic conditions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매일경제는 세계 유수 언론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세

and provides news on the domestic economy to other markets around the world. In

계 경제의 흐름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 경제에 대한 뉴스를 지구촌 곳곳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

connection with Bloomberg, CNN, and the WorldPaper of the US, the UK’s Financial
Times and Reuters, the Nihon Keizai Newspaper and Nikkei Business of Japan, China
’s Xinhua Financial Network and Economic Information Daily,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relays timely and accurate news across the globe. The Financial Times-Asia
Edition in particular is printed and distributed in real time in Korea by the Maekyung
Media Group.

국의 Bloomberg, CNN, the WorldPaper, 영국의 Financial Times와 Reuters, 일본의 니
혼게이자이신문과 닛케이비즈니스, 중국의 경제참고보와 신화중국경제뉴스 (Xinhua Financial
Network) 등 세계 유명 언론사들과 제휴해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이낸셜타임스아시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매일경제에서 실시간으로 인쇄, 공급
하고 있습니다.

Maeil
경제지 세계 4강 (단위:천부)

University News Network conducted in September 2006 (2006년 9월 한국대학신문)

Maeil

920
495

10.7%

Maeil
대학생 선호 경제신문

11.3%

Global Network & Alliances

Maeil

World Press Trends 2005, WAN (세계신문협회)

매일경제신문은 기업들의 성공적인 광고·홍보매체로서도 가장 효율적인 신문입니다. 한국갤럽조사에 의하면 매
Maeil
37.1%
일경제신문은 오피니언 리더 및 구매력이 높은 고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일 뿐만 아니라 국내 4강 신문
중 30대 열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경제지 최초로 신문부수공사 (ABC, Audit
12.2%
Bureau of Circulations) 제도에 참가하여 발행부수 92만부를 공인받음으로써 최고 경제지 위상에 걸맞은 언론
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1.3%

Through strategic partnerships with 10 of the world’s leading media concerns,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is growing as the world’s newspaper.
Overseas Alliances and affiliates

Overseas Correspondents

Financial Times, Reuters (UK)
Bloomberg, CNN (the US)
The WorldPaper (the US)
Nihon Keizai Shimbun (Japan)
Nikkei Business (Japan)
Xinhua Financial Network (China)
Economic Information Daily (China)

Washington, New York (United States)
London (England)
Tokyo (Japan), Beijing (China)
Advertising Representatives
America, UK, Ireland, Japan,
Australia, Hong Kong, Singapore,

Maeil Business Newspaper

Maeil Business Newspaper

28.4%

A monthly magazine ‘The New Management’ conducted
in November 2005 (2005년 11월 월간 현대경영)

M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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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Maeil Business News TV
24 hours of “up-to-the-minute” news another specialist on financial and business news

Since its first airing as an official news channel in 1993,
aim to provide our viewers with
prompt and accurate news with diverse commentaries. Viewers can connect with daily issue
analyses and ‘news within the news’.
is the first broadcasting company in Korea to
introduce ‘scroll news’ and the ‘spot news system’ to provide complete 24-hour coverage and
will continue to accurately cover any area that may be of interest to our viewers.
Currently, the number of viewership that tuned in to
comes to 16 million, comprising
99% of all pay viewers. According to survey by AGB Neilson, out of opinion leaders, 64% said
they preferred
. 50.7% of opinion leaders tune in to it regularly, as opposed to 16.2% of
regular viewers. As shown in the survey,
is the primary choice made by viewers with real
purchasing power.

10

’s goal is to become the main player in the era of ‘Ubiquitous Media’, providing viewers
with news wherever and whenever needed.
provides various content throughout the
nation through satellite and radio DMB and will continue to place utmost importance in
expanding to become the no. 1 ubiquitous contents provider through new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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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strengthen its place as Korea’s no. 1 news channel through service of the highest
quality possible and continue to inspire viewers with substantial viewer content intented for
public interest.

Another Specialist on Financial and Business News

매일경제TV(
)는 경제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생생한 정보를 원하는 독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3년 탄
생하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스크롤뉴스와 스팟뉴스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내내 뉴스가 흐르는 채널을 지향하며, 경제
뉴스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산업, 부동산 등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공익성 프로그램과 일반 시청자를 위한 정보 제공성 프로그램, 그리고 경제이슈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 채널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MBN은 위성방송을 통해 미주지역을 비롯한 세계인들에게 생생한 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국내외 소식을 한눈에 접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 글로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is on the move 24 hours a day to bring you the fastest news in
the world. MBN is different !”
Kim Jong-choel, News Room Vice Director and special anchor for MBN

Interactive “mk.co.kr”
No.1 Business & Economic Portal Site in Korea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ww.mk.co.kr) opens up a new era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a knowledge-driven publisher
Publishing best sellers and weekly magazines related to business and economy
that offers most vital business and economic information.

12

Having integrated with the information from Maeil Business Newspaper and Maeil Business News TV (
mk.co.kr) provides the most comprehensive “real-time” financial and business news on the Net.

),

(www.

As Maekyung Media Group’s commitment to provide integrated services to its broadening viewers and readers and to
become a total multimedia group, its
(www.mk.co.kr) provides up-to-date information including real-time stock news,
finance, e-business and the economy, in addition to a broad range of online social and cultural services which offers our
readers useful information needed in the fast-paced society.
Our portal site is also utilized to obtain feedback from the public. The website allows our readers to voice their views on
“MK Public Forum” and conducts daily polls on the latest issues related to the economy and politics.

매경미디어 그룹은
(www.mk.co.kr)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와 특별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mk.co.kr)의 실시간 ‘증권정보 서비스’는 투자자를 위한 최적의 환경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전략사업인 교육, 금융, e-biz부
문에서도 최상의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유익한 콘텐츠만을 엄선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비즈니스의 선도자
(www.mk.co.kr)는
각종 경제 현상과 경제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Since 1968,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has been publishing a wide range of specialized books on stock market,
economics, management and business that enable readers to better manage their economic lives. Well received for
their quality information and usefulness, our publications have been consistently on the best sellers list. Our Annual
Corporation Report and New Business Terminology Dictionary which compiles new vocabulary in economics, are updated
annually and are becoming indispensable source of information in a more competitive business era.
Our weekly magazine, Maekyung Economy (Korea’s premiere economic weekly magazine first published in 1979),
highlights and captures the current business trends. The magazine offers insight into the trends in global economy and
the latest information on various industries and business sectors. Through these publishing activities,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effectively plays an integral role in building a 21st century knowledge-based society.

매일경제는 1968년부터 경제·경영 관련 전문서적을 출판해 오고 있습니다.
국내 정상의 경제주간지 ‘매경이코노미’와, 경제와 경영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베스트셀러까지, 매일경제가 만든 출판물
들은 항상 소비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경제 지식을 담은 ‘경제신어사전’과 ‘회사연감’을
매년 출간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가 선보이는 경제생활 전문지와 출판물을 통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얻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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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ervices
Making Impact by Taking Initiatives

Forums
-Staging and sponsoring more than 300 domestic and international forums and seminars
Since 2000,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hosted and held the “World Knowledge Forum” every year in Seoul. At the
forum, internationally renowned economic experts from various fields and heads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from
around the world gather to discuss measures for improving the global economy through knowledge-based economic
development. This knowledge summit reveals vision, leadership, and insight that can stimulate to create a viable
and balanced prosperity for the world, and contributes to enhancing Korea’s image as a global center for economic
knowledge.
Moreover, through the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jointly sponsored by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and a
foundation of overseas Koreans,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helps to create opportunities for inter-Korean business.
The convention which connects the overseas Korean business entrepreneurs with the local business leaders provides an
event for exchanging views and establishing international network.

-Through various awards and educ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enhances Korea’s corporate culture
To carry on the mission of Chung Jin-ki, the late founder of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Maeil has established the
“Chung Jin-ki Media and Culture Award.” Every year, it has been awarded to those individuals who make meritorious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economy and industries. The “Jang Young-sil Award,” established in 1991,
has grown to become Korea’s most prestigious award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products using new domestic
technologies.
Through such programs as the “Teens Financial Quotient (FQ)“and other educational activities,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focuses on cultivating talented young economists for the 21st century. Furthermore, to foster a more sound
athletic environment, the “Maekyung Open” golf tournament was started in 1982 and has become a major part of
golfing history in Korea. And, the “Maekyung Junior Open” is now recognized as an important sporting event that helps
to discover and develop talented young Korean golfers.

Campaigns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is an entity that presents new vision and enlightens people
Launched in 1997, the “Vision Korea” campaign has been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activities through which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serves the nation and society. Through this campaign,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has
produced numerous reports that have served to present new vision and management strategies for Korean politics and
business. These reports are highly evaluated for their contribution in bolstering Korea’s knowledge-based industries.

매일경제는 매년 300회 이상의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가경제발전의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을 뿐아니라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지식포럼’(The World Knowledge Forum)은 지식강국의 입지를 높이고 있고, 2002년부터 개최되는 세계한상대
회는 한민족간의 비즈니스 창구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Moreover, through the “Made in Korea Report”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is continuously strengthening the
Korean brand value. To uncover ways of enabling greater economic involvement of women in Korean society,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also puts out the “Woman Korea Report” and the “Economic Freedom Campaign.” These and other
diverse activities, such the “Law and Basic Order Campaign,” are only some of the ways that the MBN is fulfill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media industry to create a better society.

매일경제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계도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출범한 ‘비전코리아 캠페인’은 한국의 정치, 경제 분야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경영 전략을 제시하여 한국의 지식인프라를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
습니다. ‘업그레이드 코리아 운동’은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했고, 여성들의 적극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우먼코리아 캠페인’과 ‘기초질서지키기 범국민
캠페인’ 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Additionally, by establishing the global network of Korean businesses and the inter-Korean women’s network,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strives to fully utilize the economic resources of some 6 million overseas Koreans. Under the slogan
“Let’s Open the $20,000 Per-capita Income Era,”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is providing various analyses and
measures for helping Koreans to achieve higher economic status.

매일경제는 다양한 교육, 문화사업을 통해 올바르고 모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故정진기 창업주의 유지를 계승해 제정된 ‘정진기언론문화상’은 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매년 시상해 오고 있고, ‘장영실상’은 우수 신기술·제품개발에 대
한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청소년 금융교육’(Financial Quotient)과 ‘어린이 경제교실’같은 교육문화사업은 21세기 신지식인 양성에 이바지 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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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Foundations and Education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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