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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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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과 광화문을 잇는 교통중심지 



전광판 특징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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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설비로 재정비하여 더욱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눈에 쏙 들어오는 화면으로 거듭난 전광판. 가시거리가 1km에 달합니다.   

서울광장-서울시청-청계천-광화문광장 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변에 위치. 

서울의 중심지로 도보 유동인구와 관광객,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눈 앞에 아름다운 서울마당이 펼쳐집니다.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핫 플레이스 서울마당에 서울신문 전광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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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서울시청)에서 광화문 방향, 광화문에서 숭례문(서울시청) 방향,  

양방향으로 표출되는 국내 유일한 전광판입니다. 일거양득! 효과 두 배!!!   

시청 인근 교통체계 및 신호체계 개편에 따라 전광판 앞이 일방통행로로 지정되

고 횡단보도가 신설되어 광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프레스센터 특성상 오피니언 리더의 방문이 빈번합니다. 

정,관계 인사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에게 노출효과가 뛰어납니다.  



전광판 개요 (제원 및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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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가로 12.8m X 세로 7.2m X 양면 (화면비율 16:9) 

모듈 : 200mm X 200mm (해상도 1024*576 Pixel)  

표출 방식 RGB LED Full Color HD 방식 (가시거리 1km) 

운영 시간 06:00~24:00 (일일 18시간) 

특징 

최신형 고화질 LED 모듈 설치로 국내 최상급 표현력 갖춤 

전문 보수요원 운영으로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보수 가능  

국가 행사(축구, 문화행사) 시 행사용 전광판으로 활용 가능 



광고 단가 및 소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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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횟수 
일일 

1)20초 영상 기준: 48분, 144회(72회x2면) 
2)30초 영상 기준: 48분,   96회(48회x2면) 

월간 24시간, 4,320회(20초), 2,880회(30초)  

공식광고단가 월 15,000,000원(부가세 별도) 

총 운영구좌수  24구좌 편성 (공기업, 공익광고 등) 

표출 영상 형식 mp4, wmv, avi 파일 등 

※서울신문 전광판은 정부,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익광고에 특화된 전광판 입니다. 



광고 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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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주변 자동차 통행속도 (단위 : Km) 차량운행중 광고접속 사람수 (평균 64%) 

세종로 태평로 일일 월간 

16.7km 10.0km 305,997명 9,179,910명 

평균 10km의 낮은 속도, 신호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차량 탑승자의 전광판 노출빈도가  높아짐 

출처 : 1. 서울특별시 교통량 조사 (2011년) 

         2.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역별 수송현황 자료 (2011년) 

         3. 중구청 유동인구 조사 현황 (2011년) 



광고 효과 (2) 

8 

주변 대중교통 이용 인구 현황 

시청  광화문 

버스 약 110,000명 약 150,000명 

지하철 
1호선 약 45,471명 

2호선 약 48,950명 
5호선 평균 61,930명 

도보 
청계천 평일 약 150,000명 

          주말 약 300,000명 
서울광장 약 35,000명 

∙ 광화문, 서울시청 인근 정류장의  노선버스 평균 배차 간격이  

  4분이며, 도심지의 특성상 버스 이용 승객이 많음 

∙ 광화문 및 서울시청 로터리의 신호체계가 1싸이클당 약 70초  

  진행에 70초 대기로 일일 양방향 통행량이 321,840대임을  

  감안하면 정지 신호 시 대기신호 시간 약 70여초가 추가되어  

  광고효과가 높음 

∙ 시청 앞-프레스센터 사이의 신호체계 개편에 따른 신호 추가로  

  광고 효과 배가 

출처 : 1. 서울특별시 교통량 조사 (2011년) 

         2.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역별 수송현황 자료 (2011년) 

         3. 중구청 유동인구 조사 현황 (2011년) 



전광판 전경(사진)  

<광화문 방향> <서울시청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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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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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사 사업국 전략사업부 
 

TEL : 02-2000-9733 

E-mail : lsj2448@seoul.co.kr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서울신문사빌딩 1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