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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서울 도심 주요지역에  광고 집행이 가능한 매체 

서울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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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대입구사거리 LED 전광판 

2 명동 레드아이 LED 전광판 

3 신촌로터리 LED 전광판 

4 도산대로 BMW빌딩 LED 전광판 

5 시청역 LED 전광판 

6 강남대로 국전빌딩 LED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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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광판 | 홍대입구 사거리 LED전광판 

▶ 홍대입구역 사거리에 위치, 2방향 가시권 

홍대입구역 

매체명  홍대입구역 사거리 스파오 LED 전광판 

매체위치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36 

매체규격  11m×7m 

운영시간  06시~24시, 20구좌 

노출횟수  20초 기준, 100회 이상/일 

월광고료  5,500,000 / 월, VAT 포함 

매체 개요 홍대입구 상권의 중심 
홍대입구 상권과 새로 부상하는 합정역 상권의 중심에 위치 

젊은 거리, 새로운 문화와 소비의 중심 
새로운 문화와 소비중심으로 유동인구 평균연령이 가장 어린 지역 

대학밀집 지역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인접지역으로 대학생, 고등학생 등 
젊은 층 유동인구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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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광판 | 명동 레드아이 LED전광판 

▶ 명동 입구 명동지하보도 앞에 위치 

문화, 쇼핑의 중심 
롯데백화점, 롯데영플라자, 눈스퀘어, 명동 CGV,  명동지하쇼핑센터, 
명동예술극장, 명동 상권 

차량, 보행자 가시권 
차량 : 남대문로(을지로입구역 방향) 
보행자 : 명동길(명동상권의 입구)  

서울 최대 번화가 (중국, 일본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코스) 
서울 보행량 TOP10 중 상위 7곳이 명동 

매체명  명동 레드아이 LED 전광판 

매체위치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74 

매체규격  2.2m×8m 

운영시간  06시~24시, 20구좌 

노출횟수  20초 기준, 100회 이상/일 

월광고료  4,400,000 / 월, VAT 포함 

명동상권 

을지로입구역 시청역 

보행자 운전자 

매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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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광판 | 신촌로터리 LED전광판 

▶ 신촌로터리 신촌역 6번 출구 앞에 위치 

매체명  신촌로터리 LED 전광판 

매체위치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04 

매체규격  12m×9m 

운영시간  06시~24시, 20구좌 

노출횟수  20초 기준, 100회 이상/일 

월광고료  5,500,000 / 월, VAT 포함 

서강대 방향 서강대교 방향 

시청 방향 

연세대 방향 

홍대입구역 방향 

신촌역 주변환경 개선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 
연세로 확장 및 문화거리 조성 (현대백화점,  스파오 등) 

대학밀집 지역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인접지역으로 대학생, 고등학생 등  
젊은 층 유동인구 최대 

서울 서부지역 교통환승 중심지역 

매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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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광판 | 도산대로 BMW빌딩 LED전광판 

▶ 도산공원 사거리에 위치 

매체명  도산대로 BMW빌딩 LED 전광판 

매체위치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01 

매체규격  10m×8m 

운영시간  06시~24시, 20구좌 

노출횟수  20초 기준, 100회 이상/일 

월광고료  6,600,000 / 월, VAT 포함 

학동, 청담사거리 방향 

압구정동, 성수대교 방향 

교통 핵심지, 두 방향 가시권 
도산대로와 언주로가 만나는 강남 핵심 교차로 
교차로에 사선형 설치, 1개 광고 면으로 2방향 가시권 노출 

상습 정체지역 
신호대기 시 광고 강제노출효과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이동경로에 위치 

매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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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광판 | 시청역 LED전광판 

시청역 1번 출구 앞에 위치 

매체명  시청역 LED 전광판 

매체위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1 

매체규격  12m×7m 

운영시간  06시~24시, 20구좌 

노출횟수  20초 기준, 100회 이상/일 

월광고료  5,500,000 / 월, VAT 포함 

시청에서 광화문 방향 

서울의 중심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 시청 
인근에 주요 국가기관, 호텔, 서울역, 명동, 주요언론기관 등 위치 

세종대로,  서소문로 2방향 가시권 

매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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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광판 | 강남대로 국전빌딩 LED전광판 

강남대로 논현역 5번 출구 앞에 위치 

매체명  강남대로 국전빌딩 LED 전광판 

매체위치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43 

매체규격  12m×8m 

운영시간  06시~24시, 40구좌(각 20구좌 씩, 총 40구좌) 

노출횟수  20초 기준, 100회 이상/일 

월광고료  5,500,000 / 월, VAT 포함(1/2구좌 양방향 집행 가능) 

강남역 방향 

신사역, 한남대교 방향 

강남의 중심축 
신사동, 영동사거리, 강남역을 남북으로 잇는 강남대로에 위치 

양방향 노출 가능 
양면 LED 전광판을 통한 양방향 노출 (양방향 노출 시 2구좌)  

오피스타운, 고급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매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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