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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징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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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전광판 

19M 

9M 

구  분 내  역 비  고 

위치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52 일민미
술관 옥상 

규격 
정면: 19m x 9m (16:9 HD) 
측면: 3m x 9m  

*2면 사용 

사양 LED (13.06mm OVAL type) 

1일  
표출횟수 

20초 광고 100회 보장 

월  
광고료 

15,000,000원 *부가세 별도 



2. 장점 

광화문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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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스크롤 뉴스 
   
  - 메인 화면 하단 뉴스 티커 실시간 표출 

 

◎ 측면 위젯 
   
  - 측면 위젯 스크린으로 날씨, 시간 등 실시간 정보제공 
    (광고주 로고로 교체 가능) 
 

 

- 실시간 정보제공과  문자스크린 뉴스를 통해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도를 높임 
- 단순 옥외광고 매체가 아닌 광화문 지역의 상징적인 매체라는 인식을 심어줌 

*실제 표출 된 뉴스티커 홍보 사진 

광고주 
로고  
및  

홍보 
동영상 



광화문 전광판 

3. 광고 효과 분석 

1) 유동인구: 300,000 (1일) 
2) 유동차량: 300,000 (1일) 
3) 매체주목도: 48.3% 
4) 효과 증감지수: 1.3 
※ 효과 증감지수 1 이상 효과 매우 높음 

◎효과 증감지수 평가내역 

평가요소 가중치 1.3 1.15 1.0 0.85 0.7 환산점수 

상징성 0.1 매우 높음 높음 양호 부족 미흡 0.13 

목표부합성 0.25 매우 높음 높음 양호 부족 미흡 0.325 

타겟접점성 0.25 매우 높음 높음 양호 부족 미흡 0.325 

가시각(상하) 0.04 눈높이 +_5도 미만 +_5-10도 미만 +_10-15도 미만 +_15-20도 미만 0.052 

가시방형(좌우) 0.04 정면 - 정측면 - 측면 0.052 

독립성 0.04 단독 1개 2개 3개 3개초과 0.052 

화질 0.09 매우 높음 높음 양호 부족 미흡 0.117 

노출(접촉)시간 0.1 상습정체지역 - 출퇴근정체 - 항시소통원할 0.13 

광고물(면)크기 0.09 120㎡이상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0.117 

효과 증감지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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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전광판 

4. 주요 위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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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전광판 

5. 위치도 및 주변환경 

◎ 전광판 위치도 ◎ 주변환경 

- 광고주가 제일 선호하는 위치  
  서울시내 중심지로 광고효과가 최대 
 
- 서대문에서 종로 방면의 교통분기점으로 
  상습 교통 정체 지역  
  <유동차량 약 300,000/ 1일> 
 
- 가시거리 2km 이상으로 시야 우수 
 
- 언론사, 대기업 등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 최대로 광고 효과 탁월  
  <유동인구 약 300,000/1일> 
 

- 월드컵생중계로 대중들의 인식, 호응이 높음 
 
- 구매력이 높은 30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전략상품 광고효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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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징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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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위젯 전광판 

구  분 내  역 비  고 

위치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52번지  
일민미술관 옥상 

*광화문 
광장 방면 

규격 
3m x 9m 

(*표출 영상 사이즈: 704 x 224 픽셀) 
*동영상은  

광고주 제공 

사양 LED (13.06mm OVAL type) 

1일  
표출횟수 

20초 광고 100회 보장 

월  
광고료 

3,000,000원 *부가세 별도 

▶ 위젯 표출과 함께 진행되어 광고 집중도 높음 
▶ 교통, 행정, 관광, 경제의 중심지로 광고 효과 탁월 

광고주 
로고  
및  

홍보 
동영상 



2. 장점 

광화문 위젯 전광판 

▶ 매체 집중도 좋아 광고 효과 높음 (기업 로고, 동영상CF 및 행사 홍보에 탁월) 
 
▶ 2012년 신규 설치되어 최고급 화질 보유 
 
▶ 광화문 광장 유동인구 및 국내-외 관광객이 많은 경복궁 내에서도 가시확보 (연간 1000만 명 이상 방문)  
 
▶ 경복궁,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한 문화의 중심지로서 각종 문화행사 및 집회 등으로 유동인구 최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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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실제 광고 진행 사진> 



3. 광고 효과 분석(광화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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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위젯 전광판 

◎효과 증감지수 평가내역 

평가요소 가중치 1.3 1.15 1.0 0.85 0.7 환산점수 

상징성 0.1 매우 높음 높음 양호 부족 미흡 0.13 

목표부합성 0.25 매우 높음 높음 양호 부족 미흡 0.325 

타겟접점성 0.25 매우 높음 높음 양호 부족 미흡 0.325 

가시각(상하) 0.04 눈높이 +_5도 미만 +_5-10도 미만 +_10-15도 미만 +_15-20도 미만 0.052 

가시방형(좌우) 0.04 정면 - 정측면 - 측면 0.052 

독립성 0.04 단독 1개 2개 3개 3개초과 0.052 

화질 0.09 매우 높음 높음 양호 부족 미흡 0.117 

노출(접촉)시간 0.1 상습정체지역 - 출퇴근정체 - 항시소통원할 0.13 

광고물(면)크기 0.09 120㎡이상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0.117 

효과 증감지수: 1.25 

1) 유동인구: 300,000 (1일) 
2) 유동차량: 300,000 (1일) 
3) 매체주목도: 48.3% 
4) 효과 증감지수: 1.25 
※ 효과 증감지수 1 이상 효과 매우 높음 



4. 주요 위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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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위젯 전광판 



<2014년 브라질월드컵 당시 전광판 생중계> 

<매년 서울마라톤대회 생중계> <2014년 광화문 차 없는 거리 행사> 

5. 광화문광장 행사 진행 사진 

광화문 위젯 전광판 

<2014년 한글날 행사> 

<2014년 프란체스코 교황 시복식 전광판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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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전광판 

1. 특징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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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역 비  고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7  
신한은행 옥상 

규격 13.4m x 8.3m (16:9 HD) 

사양 LED (13.06mm OVAL type) 

1일  
표출횟수 

20초 광고 100회 보장 

월  
광고료 

10,000,000원 *부가세 별도 

※ 2016년 1월 1일 신규 운영 



서대문 전광판 

2. 광고 효과 분석 

1) 유동인구: 200,000 (1일) 
2) 유동차량: 200,000 (1일) 
3) 매체주목도: 55% 
4) 효과 증감지수: 1.28 
※ 효과 증감지수 1 이상 효과 매우 높음 

◎효과 증감지수 평가내역 

평가요소 가중치 1.3 1.15 1.0 0.85 0.7 환산점수 

상징성 0.1 매우높음 높음 양호 부족 미흡 0.13 

목표부합성 0.25 매우높음 높음 양호 부족 미흡 0.325 

타겟접점성 0.25 매우높음 높음 양호 부족 미흡 0.325 

가시각(상하) 0.04 눈높이 +_5도 미만 +_5-10도 미만 +_10-15도 미만 +_15-20도 미만 0.046 

가시방형(좌우) 0.04 정면 - 정측면 - 측면 0.052 

독립성 0.04 단독 1개 2개 3개 3개초과 0.052 

화질 0.09 매우높음 높음 양호 부족 미흡 0.117 

노출(접촉)시간 0.1 상습정체지역 - 출퇴근정체 - 항시소통원할 0.13 

광고물(면)크기 0.09 120㎡이상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0.1035 

효과 증감지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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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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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위치 사진 

<광화문 → 마포,신촌방향> <서울역 → 독립문 방향 > 



서대문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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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치도 및 주변환경 

◎ 전광판 위치도 ◎ 주변환경 

1. 광화문에서 마포,신촌방향과 서울역에서  
   독립문 방향의 교통분기점에 위치,  
   상습교통정체 지역 (유동차량 200,000/ 1일) 
 
2. 여의도 및 신촌방향으로의 주 통행로 
   금융기관,오피스텔,언론기관 등이 혼재한  
   지역이며 지하철 서대문역 개통 이후  
   유동인구가 급증 (유동인구 200,000/1일) 
 
3. 신라호텔 서대문역점 신규 건설 및 입점으로  
   내-외국 관광객 및 유동인구 증가 
 
4. 구매력이 높은 30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전략상품 광고효과 최대 
 
5. 2015년 고가도로를 철거 함으로써 전광판의 
   다양한 시야확보  



LED전광판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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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적 주목도 

개인 또는 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옥외의 특정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이미지 형성이나 제고에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2. 높은 노출 빈도수 

대중들에게 매우 광범위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미디어로서 인지와, 순간적인 가시도를 효율적으로  
불러일으킨다. 

3. 지속적인 반복 노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한달 내내 비슷하며, 그 일과를 위한 이동 또한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교통인구를 포함하는 유동인구에 지속적으로 노출 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노출율이 탁월
하고 원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강하게 반복적 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 관심유발에 유리
하다. 

4. 브랜드 이미지 강화 

사람들의 무의식에 은밀하게 작용하면서 계속적인 흥미와 친근감 조성하는 동기화를 통한 판매 촉진
수단으로 이용한다. 



감사합니다. 
 
 
 

영상마케팅팀  
 
정영석 팀장 : 010-3211-9594 (02-2020-2216) / sunny@donga.com  
오제영 과장 : 010-5632-3201 (02-2020-2218) / mes@donga.com 
조은경 과장 : 010-6486-5398 (02-2020-2214) / rina1020@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