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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1일 6시간 교통량(07:00∼09:00, 12:00∼14:00, 17:00∼19:00)
 범어네거리,두류네거리,죽전네거리 등 교통량이 많음
 참조 :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 자료제공(2010년 10월 기준)

1. 대구의 강남! 범어네거리에 위치

2. 대구 최고 사양의 전광판

3. 다양한 유동인구 밀집지역

광고주가 원하는
최상의 조건!

대구 최대 크기, 최고 사양의 조명으로 최상의 선명도 제공

달구벌대로의 중심!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예정지역이 맞물리는 유동인구 밀집 구간

관공서, 방송사, 금융회사 밀집.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와
인근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에 광고노출의 기회가 높음

범어네거리LED전광판



표출색상 FULL COLOR (687억 color 이상)

밝기 12,000 Nits (Cd/㎡)

외관크기 W13.72m X H8.28m X D2.43m

표시면 크기 W13.12m X H7.68 = 100.76㎡

해상도 1312 x 768 Pixels

용량 Pc기반의 모든 영상 구동가능

표시물 형식 영상 :  avi / wmv / mp4 / swf 이미지 :  bmp / jpg

범어네거리LED전광판

매체소개



■ 운영시간 : 06시~24시(총 18시간/1일)         ■ 상영비율 : 상업광고 80%, 공익광고 20% 

시급 구좌수

노출시간
월광고료

(VAT별도)
비고

출근시간대 (오전) 퇴근시간대 (오후)

A
(타임보드)

8
구좌

08:00~10:00 18:00 ~20:00 600만/구좌

표출시간 : 20초
일 노출횟수 : 100회 이상

 오전 /오후 각 1타임 편성 : 출근1타임 (2시간)+퇴근1타임(2시간)

 최대 8개 구좌 로테이션 노출 방식

B
(일반구좌)

21
구좌

 타임보드를 제외한 나머지 타임 (총 14시간)
로테이션 노출

400만/구좌

범어네거리LED전광판

운영방식및광고단가



범어네거리LED전광판

집행사례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환승방향 안내

 대구 유일의 환승역인 ‘반월당’ 역사내 환승 통로에 위치한 매체

 환승 통로내 이용객의 동선을 따라 설치된 매체로 노출효과 극대화(강제 노출)

 광고면 사이즈가 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높은 광고효과 기대

 선명한 색체와 밝은 조명이 이용객의 시선을 사로잡아 가독성이 뛰어난 매체(높은 주목도)

 역사내 벽면에 위치한 와이드칼라와 달리 디자인적 요소가 추가된 조형미를 갖춘 매체

매체소개및특장점



매체사진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환승방향 안내



환승방향안내 광고대구지하철 반월당역 환승방향 안내

매체위치도(방향및위치)



구 분 내 용 비 고

설 치 장 소 반월당 1〮2호선 환승 공간

설 치 규 격 광고면 – 가로 1.5m X 세로 1.8m

수 량
1기 – 광고면 2면

(총 4기 – 광고면 8면)

조 명 EEFL 형광 조명(색체의 선명도 보장)

월 광 고 료 ￦3,500,000(VAT별도)
1년 이상 계약시

제작비 무료

운영방식및광고단가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환승방향 안내



 지하철 통행객 및 탑승객에게 쉬운 도달

 이동상의 반복 접촉과 반복 소구로 구매행동 연결력 우수

 각 역사의 대합실 및 승강장 벽면에 설치 매체로,

매체 이용객의 자연스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매체

 광고사이즈가 크고 내부조명으로 표출,

밝고, 선명하여 광고 내용 Impact 강함

 각 역사별 이용승객을 파악하여 Target 설정이 용이

매체소개

지하철2호선와이드칼라



A급역사 : 일이용객 7천명이상

B급역사 : 일이용객 5천명이상

C급역사 : 일이용객 5천명이하

문양
다사

대실
강창

계명대 성서산업단지
이곡

용산

반월당 범어
연호
대공원

고산

구분 규격 제작비
월 광고료

비고
A급지 B급지 C급지

대형 400x220cm 450,000 1,500,000 1,200,000 1,000,000 프레임(frame)
알루미늄 금형 압축, 외부 테두리 3cm, 8cm

광고면(screen)
조명용 울트라플렉스,솔벤트 fullcolor 실사인쇄(uv코팅)

조명(light)
EEFL(외부전극 형광램프), 조도:2,000 LUX이상

중형 300x180cm 350,000 1,200,000 1,000,000 800,000

소형 220x130cm 250,000 1,000,000 800,000 600,000

■ 1년 이상 계약시 제작비 무료 ■ 단위 : 원 / VAT별도가

지하철2호선와이드칼라

매체소개



집행사례

지하철2호선와이드칼라



매체소개

지하철1호선 폴사인

 지하철 출입구의 역명 & 출구번호 안내사인 / 중앙부 3면에 광고 게시가 되는 조명용 옥외 광고

 모든 지상 교통수단과 유동인구, 지하 이용객 모두에게 노출되는 유일한 매체

 지하철, 버스, 택시, 오토바이, 자가용 및 도보 유동인구에 최근접 노출!

[ VAT별도 ]

구 분 내 용 비 고

매체명 폴사인 조명광고

광고면

조명용 와이드칼라 3면

610mm X 1000mm X 2면

420mm x 1000mm x 1면

구좌 수 총 4구좌 ( 각 31기 )

설치위치 1호선 전체 지상 출입구

기당 월광고료 50만원

1년 이상 계약시

제작비 무료구좌당 월광고료
구좌 당

각 31기
1,550만원



지하철1호선 폴사인

매체소개



집행사례

지하철1호선 폴사인



매체소개

옥상광고탑_동대구역 원빌딩

 대구경북 교통의 핵심 동대구역앞 특 A급 위치 광고매체.  동대구역 광장 및 대합실에서 강제노출!! 높은 주목률!! 

 방송사/관공서/금융/일반기업 등 주요 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광범위한 노출 장점 매체

 KTX동대구역사/대구지하철 동대구역/고속버스터미널/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요충지에 위치! 포항,경주,구미 등

위성도시 잠재고객에게까지 노출 장점 매체

 광고물 규격 및 표출방법 &  광고료

■ VAT 별도가 ■ 1년이상계약시제작비무료

위 치 규격(M) 표출형태 월광고료

A 면 18.5 M x 8M 파나플렉스 / 내부조명 10,000,000



집행사례

옥상광고탑_동대구역 원빌딩



매체소개

옥상광고탑_대구크리스탈호텔

대구광역시의 경제, 문화생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상권에 위치

구마 고속도로 성서I.C에서 대구 중심부로 연결, 
대구를 동-서로 연결하는가장 큰 주요도로인 대서로상에 위치

대구 광역시의 가장 많은 차량통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층 호텔에 설치하여, 가시거리가 600M 이상으로 인지도 및 주목율이 뛰어남

도로와 접하는 광고물의 3면을 내부조명 처리하여

주, 야간에 뛰어난 광고표출 가능



매체소개

옥상광고탑_대구크리스탈호텔

설치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달구벌대로 1910(대구 크리스탈호텔)

설치 규격 및 형태

- 16m X 9m 2면 (내부조명)

- 12.6m X 9m 2면 (내부조명, 화공)

광고료

- 월 광고료 : 15,000,000원

- 3년 계약, 3개월 선수 (VAT별도)



현장사진

옥상광고탑_대구크리스탈호텔

[남부터미널 – 성서 I.C 방향] [성서 I.C – 남부터미널방향]

[성서 I.C – 남부터미널방향] [남부터미널 – 성서 I.C 방향]



대구스타디움몰(칼라스퀘어) 광고

대구스타디움몰(칼라스퀘어) 소개

[ 대구스타디움몰 전경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40

 다양함을 체험하고 즐기는 도심속 복합공간 !

- 도심형 컨셉의 고품격 LANDMARK적 복합공간

- 휴식과 쇼핑, 대형마트,CGV, 아트홀, 키즈카페 등

최고급커뮤니티 복합 시설로 다양한 인프라 구축

 70여 개의 브랜드 쇼핑몰 입점 !

- 다양한 브랜드의 쇼핑몰 입점

- 원스톱 쇼핑이 가능! 유동인구 집결지



매체소개 _매장내부 와이드칼라

구분 규격 수량 단가 비 고

홈플러스 출입구 정면 3450 x 1500 1기 1,000,000

엔제리너스 입구 4600 x 1200 1기 1,000,000

[ 엔제리너스 입구][ 홈플러스 출입구 정면]

*1개월 기준 광고비 / 부가세별도가
* 1년이상 집행시 제작비 매체 부담

대구스타디움몰(칼라스퀘어)



매체소개 _매장내부 와이드칼라

구분 규격 수량 단가 비 고

나이키매장 입구 3500 x 2800 1기 1,000,000

게스매장 입구 3500 x 2300 1기 1,000,000

[ 게스매장 입구][ 르꼬끄매장 입구]

*1개월 기준 광고비 / 부가세별도가
* 1년이상 집행시 제작비 매체 부담

대구스타디움몰(칼라스퀘어)



매체소개 _매장내부 조명광고

구분 규격 수량 단가 비 고

천정걸이 조명광고 1400x 420 1구좌 500,000 1구좌 10기

사각기둥 조명광고
상 905 x  495
하 905  x  2000 외

1기 4면 2,000,000
홈플러스,CGV

무빙워크

[ 사각기둥 조명광고][ 천정걸이 조명광고]

*1개월 기준 광고비 / 부가세별도가
* 1년이상 집행시 제작비 매체 부담

대구스타디움몰(칼라스퀘어)



매체소개 _매장외부 와이드칼라

구분 규격 수량 단가 비 고

주차장 입구 3700 x 2000 1기 1,500,000

홈플러스 출입구 6000 x 1200 1기 500,000

[ 홈플러스 출입구][ 주차장 입구]

*1개월 기준 광고비 / 부가세별도가
* 1년이상 집행시 제작비 매체 부담

대구스타디움몰(칼라스퀘어)



매체소개 _매장외부 와이드칼라

구분 규격 수량 단가 비 고

주차장 환풍기2 4140 x 1500 1기 500,000

주차장 환풍기3 6135 x 1500 1기 500,000

[ 주차장 환풍기3][ 주차장 환풍기2]

*1개월 기준 광고비 / 부가세별도가
* 1년이상 집행시 제작비 매체 부담

대구스타디움몰(칼라스퀘어)



대구광역시중구동덕로 167, KT빌딩 10층
Tel: 053-254-0911 / Fax:053-254-0910

Web : www.applea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