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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벡스코 소개         

2. 욲영 광고매체 소개     

│멀티비전 │와이드컬러 │LED광고판│키오스크               

3. 광고 매체별 규격 및 단가표 



해마다 행사개최 기록을 갱신해가며 매머드급 국제 전시회와 국제회
의, 중소 규모 회의와 기업행사 등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
와 성격의 전시 컨벤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G 스타 (2016. 11) 

ITU전권회의 (2016. 10) 국제 관광전(2016) 

부산 국제 모터쇼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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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고명소이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쇼핑몰 등  
으로 유동인구와 벡스코 컨벤션 방문객이 높은 지역 편의시설 밀집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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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DID 4단X16열 (총
64개) 

사이즈 (mm) 2,560 X 16,680 

매체수량 1개 

매체 구좌 수 15구좌 

구좌당 노출 시간 20초 

구좌당 1일 노출빈
도 

100회 이상 보장 

판매단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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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VIEW 

▲ 중앙 
VIEW 

▲ 우측 
VIEW 

규격 DID 4단X16열 (총64개) 

사이즈 (mm) 2,560 X 16,680 

매체수량 1개 

매체 구좌 수 15구좌 

구좌당 노출 시간 20초 

구좌당 1일 노출빈도 100회 이상 보장 

판매단가 600만원 

• Media 특징 

세로 4단, 가로 16열 총 64개의 LED패널의 초대형 스크린으로  
제 1전시장 주 출입구와 2홀 출입구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광
고  
주목도를 기대할 수 있는 광고판입니다. 
 
- 보유 멀티비전 
  1) 대형 멀티비전 DID  4단X16열 (2,560 X 16,680)   1개 

• 인구가 많은 벡스코 내 동영상 구동으로 높은 광고 노출 
•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크기로 영상 구동 가능 
  - 분할 또는 전체 화면으로 DISPLAY 가능 
  - 대형 멀티비전의 경우,  DID 4X4로 4분할 가능 
•   맞춤형 광고로 기업의 높은 광고 효과 
  -  매체 연속성을 활용한 시리즈 광고 가능 
  -  5분 단위 반복으로 높은 오픈성 
• 행사 실시간 중계 가능 

• 대형 멀티비전 • 대형멀티비전 위치 



규격 DID 4단X8열 (총32
개) 

사이즈 (mm) 2,560 X 8,440 

매체수량 2개(중형 A, 중형B) 

매체 구좌 수 각 15구좌 (총 30구
좌) 

구좌당 노출 시간 20초 

구좌당 1일 노출빈도 100회 이상 보장 

1구좌 판매단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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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DID 4단X8열 (총32개) 

사이즈 (mm) 2,560 X 8,440 

매체수량 2개(중형 A, 중형B) 

매체 구좌 수 각 15구좌 (총 30구좌) 

구좌당 노출 시간 20초 

구좌당 1일 노출빈도 100회 이상 보장 

1구좌 판매단가 300만원 ▲ 좌측 
VIEW 

▲ 중앙 
VIEW 

▲ 우측 
VIEW 

• Media 특징 

세로 4단, 가로 8열 총 32개의 LED패널로 제 1전시장 1홀과 3홀 
출입구 상단에 각각 위치하고 있어 광고 노출도가 높은 광고판입니
다. 
 
- 보유 멀티비전 
  1) 중형 멀티비전 DID  4단X8열  (2,560 X 8,440)     2개 

• 인구가 많은 벡스코 내 동영상 구동으로 높은 광고 노출 
•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크기로 영상 구동 가능 
  - 분할 또는 전체 화면으로 DISPLAY 가능 
  - 중형의 경우,  DID 4X4로 2분할, DID 4X2-4X4-4X2 3분할 가능 
•   맞춤형 광고로 기업의 높은 광고 효과 
  -  매체 연속성을 활용한 시리즈 광고 가능 
  -  5분 단위 반복으로 높은 오픈성 
• 행사 실시간 중계 가능 

• 중형 멀티비전 •  중형멀티비전 위치 



규격 DID 4단X4열 (총
16개) 

사이즈 (mm) 2,560 X 4,320 

매체수량 6개 (소형A~F) 

매체 구좌 수 각 15구좌 (총 90구
좌) 

구좌당 노출 시간 20초 

구좌당 1일 노출빈도 100회 이상 보장 

1구좌 판매단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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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DID 4단X4열 (총16개) 

사이즈 (mm) 2,560 X 4,320 

매체수량 6개 (소형A~F) 

매체 구좌 수 각 15구좌 (총 90구좌) 

구좌당 노출 시간 20초 

구좌당 1일 노출빈도 100회 이상 보장 

1구좌 판매단가 150만원 ▲ 좌측 
VIEW 

▲ 중앙 
VIEW 

▲ 우측 
VIEW 

• Media 특징 

세로 4단, 가로 4열 총 16개의 LED패널로 각 홀의 출입구와 편의
시설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보유 멀티비전 
  1) 소형 멀티비전 DID  4단X4열  (2,560 X 4,320)     6개  

• 인구가 많은 벡스코 내 동영상 구동으로 높은 광고 노출 
•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크기로 영상 구동 가능 
  - 분할 또는 전체 화면으로 DISPLAY 가능 
•   맞춤형 광고로 기업의 높은 광고 효과 
  -  매체 연속성을 활용한 시리즈 광고 가능 
  -  5분 단위 반복으로 높은 오픈성 
• 행사 실시간 중계 가능 

• 소형 멀티비전 •  소형멀티비전 위치 



사이즈 (mm) 2,560 X 4,500 

매체수량 6개 (와이드컬러
A~F) 

매체 구좌 수 6구좌 

구좌당 1일 노출빈도 100회 이상 보장 

1구좌 판매단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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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드컬러 위치 

사이즈 (mm) 2,560 X 4,500 

매체수량 6개 (와이드컬러A~F) 

매체 구좌 수 6구좌 

구좌당 1일 노출빈도 100회 이상 보장 

1구좌 판매단가 150만원 

초대형으로 확대된 투명 컬러필름의 DISPLAY로 공항이나  
지하도 등 눈에 많이 띄는 곳 벽면에 게시되는 대형 광고판입
니다. 
 
-보유 와이드컬러 
  1) 와이드컬러  2,560 X 4,500  총 6개 

 • 유동인구가 많은 벡스코 내 주요지점 설치로 높은 광고 노출 
- 대형스크린으로 1층, 2층 다각도 관망 가능 
- 박람회 성향에 따른 타겟 마케팅 가능 
 
 • 비주얼 광고에 효과적 매체 
- 넓은 광고면과 조명 광고로 높은 주목률 
- 선명한 사진과 컬러 표현이 자유로워 다양한 디자인 가능 
 

• 와이드컬러 

• Media 특
징 

▲ 좌측 
VIEW 

▲ 중앙 
VIEW 

▲ 우측 
VIEW 



규격 LED 16X30 

사이즈 (mm) 1,546 X 2,890 

매체수량 1개 

매체 구좌 수 15구좌 

구좌당 노출 시간 20초 

구좌당 1일 노출빈도 100회 이상 보장 

1구좌 판매단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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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주요 도로나 교통 요충지에 설치하여 광고 구조물 내부에 형
광등, 네온사인 등을 설치하여 비주얼 및 그래픽을 구형하는 방식으
로 보행자와 방문객에게 전방위로 노출되는 광고매체입니다. 
 
-보유 LED전광판 
  1) LED전광판  LED 16X30 (1,546 X 2,890)   1개 

•  인구가 많은 벡스코 광장에 설치하여 높은 광고 노출 가능 
   - 박람회 성향에 따른 타겟 마케팅 가능 
•  맞춤형 광고로 기업의 높은 광고 효과 
  - 매체 연속성을 활용한 시리즈 광고 가능 
  - 5분 단위 반복으로 높은 오픈성 
• 주요상권에 위치 
  - 구매력이 높은 상권의 도보자와 관람객들에게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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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전광판 

• Media 특징 

규격 LED 16X30 

사이즈 (mm) 1,546 X 2,890 

매체수량 1개 

매체 구좌 수 15구좌 

구좌당 노출 시간 20초 

구좌당 1일 노출빈도 100회 이상 보장 

1구좌 판매단가 300만원 
▲ 좌측 
VIEW 

▲ 중앙 
VIEW 

▲ 우측 
VIEW 

•  LED 전광판 위치 



규격 47인치 

사이즈 47인치 

매체수량 1개 

매체 구좌 수 15구좌 

구좌당 노출 시간 20초 

구좌당 1일 노출빈도 100회 이상 보장 

1구좌 판매단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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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음향시스템 등 여러 가지의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
용하여소리나 동영상 같은, 사용자에게 효과적인 정보 제공의 
무인의 종합정보 안내 시스템입니다. 
 
-보유 키오스크 
 1) 키오스크 47인치(옥외LED전광판 하단)    1개 

• 유동인구가 많은 벡스코 광장에 동영상 구동으로 높은 광고 노출 
  - 박람회 성향에 따른 타겟 마케팅 가능 
•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다양한 컨텐츠 제공 가능 
  - 실시간 서비스 가능, 다양한 표현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 가능 
  - 직접 반응하는 터치로 Interactive 가능 
  - 다양한 구성 및 다양한 수요자 확보 
  - 단계별 광고 차별화로 광고 수익 차별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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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오스크 •  키오스크  위치 

• Media 특
징 

규격 47인치 

사이즈 47인치 

매체수량 1개 

매체 구좌 수 15구좌 

구좌당 노출 시간 20초 

구좌당 1일 노출빈도 100회 이상 보장 

판매단가 50만원 

▲ 좌측 
VIEW 

▲ 중앙 
VIEW 

▲ 우측 
VIEW 



(월 기준) 

매체명 대형 멀티비전 중형 멀티비전 소형 멀티비전 와이드 컬러 LED전광판 키오스크 

규격 DID 4단 X 16열 DID 4단 X 8열 DID 4단 X 4열 입간판 LED 16 X 30 47인치 

사이즈  2,560 X 16,680 2,560 X 8,440 2,560 X 4,320 2,560 X 4,500 1,546 X 2,890 47인치 

매체수량 1개 2개 6개 6개 1개 1개 

위치 
벡스코 제1전시관   
주출입구 중앙 정면
(2A홀,2B홀 상단) 

A. 1홀 출입구 상단 
 

B. 3B홀 출입구상단 

A. 1홀 출입구 좌측  
(하나투어) 상단 
 

B. 1홀 출입구 우측 
(스타벅스)상단 
 

C. 2A홀 출입구 좌측
(렌탈샵, 벡스코카
드발급센터 중앙) 
상단 
 

D. 2B홀 출입구 우측 
(벡스코지원센터) 
상단 
 

E. 3A홀 출입구 좌측
(GS25) 상단 
 

F. 3B홀 출입구 상단 

A. 1홀 VIP룸 상단
(컨벤션홀 통로길 
좌측) 
 

B. 1홀 락커룸 상단 
 

C. 1홀 편의점 상단 
 

D. 2A홀 출입구 좌
측(렌탈샵) 상단 
 

E. 2B홀 출입구    
우측(부산은행) 
상단 
 

F. 3A홀 (부산명품
수산물) 상단 

벡스코 야외 전시장 
중앙 입구 쪽  

안내표지판에 위치 

벡스코 야외 전시장 
중앙 입구           

(LED 전광판 하단) 

제공내역 20초 영상  1구좌 20초 영상  1구좌 20초 영상  1구좌 이미지 20초 영상  1구좌 20초 영상  1구좌 

매체별 단가 
(1구좌당) 

600만원 300만원 150만원 150만원 300만원 50만원 

1구좌당 1일 
노출 빈도 

100회 이상 100회 이상 100회 이상 - 100회 이상 100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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