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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문고 유일의 영상광고 매체

- 전국 34개 교보문고 매장에 설치된 180대의

디스플레이에서 송출

교보문고 영상광고 ( 디앱스TV ) 란?

- 운영구좌 : 최대 40개 구좌 ( 1구좌 당 15초 )

- 운영시간 : 9:30 ~ 22:00 ( 매장별 상이 )

- 송출형식 : 이미지 및 동영상

- 메체스팩 : 49인치 세로형 DID

(영상,음성 지원)



교보문고 방문자 분석

일 평균 방문자 320,000명

매장 월평균 방문자수
비중
(%)

광화문 1,538,789 16

은평 114,958 1.2

동대문 124,723 1.3

청량리 181,985 1.9

수유 143,975 1.5

합정 249,274 2.6

강남 939,574 9.8

영등포 527,312 5.5

디큐브시티 144,812 1.5

잠실 651,949 6.8

목동 364,324 3.8

천호 240,012 2.5

가든파이브 134,224 1.4

천안 373,912 3.9

세종 67,112 0.7

대전 172,574 1.8

매장 월평균 방문자수
비중
(%)

전주 134,372 1.4

일산 258,924 2.7

부천 134,512 1.4

분당 124,637 1.3

판교 220,512 2.3

평촌 210,924 2.2

광교 105,462 1.1

인천 143,924 1.5

송도 134,098 1.4

대구 920,399 9.6

반월당 143,812 1.5

울산 239,687 2.5

부산 306,799 3.2

센텀시티 134,198 1.4

해운대 144,273 1.5

창원 268,449 2.8



- 교보문고는 대한민국 서점 대표 브랜드로

월방문자 960만명을 보유

-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른다는 서점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다른 매체에 비해 노출효과가 뛰어남

- 영상과 음성을 함께 지원하여 주목도가 높음

교보문고 영상광고 ( 디앱스TV ) 의 가치



- 상품 / 브랜드 홍보

- 이미지 홍보

- 이벤트 / 프로모션 홍보

교보문고 영상광고 ( 디앱스TV ) 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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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례



진행사례



진행사례



매장시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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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패키지

전국 34개 매장
179대

송출기간 :
1개월

계약구좌 : 
15초 1구좌

일 송출횟수 :
10,800회

매장목록 : 
광화문점 12, 은평점 5, 동대문점 5,

청량리점 1, 천호점 6, 합정점 8, 수유점 2, 
일산점 7, 인천점 5, 송도점 5, 부천점 5, 

대구점 8, 반월당점 2, 천안점 6,
세종점 4, 대전점 5, 이화여대점 2,

가천대점1
강남점 12, 영등포점 8, 신도림점 3, 
잠실점 9, 목동점 7, 가든파이브점 2, 

분당점 5, 판교점 3, 평촌점 4, 광교점 5, 
부산점 6, 창원점 5, 센텀시티점 5, 

해운대점 7, 울산점 7, 전주점 2

8,000,000원(VAT별도)

※ 진행사항 협의가능



강남 패키지

강남점을 포함한 16개 매장
90대

송출기간 :
1개월

계약구좌 :
15초 1구좌

일 송출횟수 :
5,400회

매장목록 : 
강남점 12, 영등포점 8, 신도림점 3, 
잠실점 9, 목동점 7, 가든파이브점 2, 

분당점 5, 판교점 3, 평촌점 4, 광교점 5, 
부산점 6, 창원점 5, 센텀시티점 5, 

해운대점 7, 울산점 7, 전주점 2

4,000,000원(VAT별도)

※ 진행사항 협의가능



광화문 패키지

광화문점을 포함한 18개 매장
89대

송출기간 :
1개월

계약구좌 : 
15초 1구좌

일 송출횟수 :
5,400회

매장목록 :
광화문점 12, 은평점 5, 동대문점 5,

청량리점 1, 천호점 6, 합정점 8, 수유점 2, 
일산점 7, 인천점 5, 송도점 5, 부천점 5, 

대구점 8, 반월당점 2, 천안점 6,
세종점 4, 대전점 5, 이화여대점 2,

가천대점1

4,000,000원(VAT별도)

※ 진행사항 협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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