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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쉘터 광고매체 소개 

01.매체개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핚 
타깃 맞춤형 광고매체 

- 광고주 특성에 맞는 타깃 광고 

- 지역 타깃을 대상으로 핚 

  최 접점 마케팅 

타깃 눈높이에 위치해 
최적의 노출도 제공 

- 타깃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눈높이에서 노출 

지역 유동인구에게 
반복적으로 노출 

- 버스의 이동에 따라, 보행자의 

 동선에 따라 연속적으로 광고표출 

- 지역 타깃으로 지속적 노출 보장 

주•야간 24시간 동안 
지속적인 노출 보장 

-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거의 

  유일핚 지상 광고 매체 

2 



01.매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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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버스쉘터 특장점 

01 강남구 전 지역을 커버하는 생홗 밀착형 광고 
강남구 중심 상업지역 및 Business town부터 인구밀집 거주지역까지 강남구 전 지역을 커버하는 생활 밀착형 광고 

02 국내 최대/최고의 상권인 강남 지역을 타겟으로 핚 홍보매체 
일일 매출 200억이 넘는 강남역 일대 상권부터 전국 평균에 8배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갖춘 대표적인 High-Life 지역 

03 Art Shelter 등 매체 인지도 확보를 위핚 싞형 버스쉘터 운영 
갤러리아 백화점, 강남역 11번 출구 등 메인 위치에 Art Shelter를 설치해 매체에 대핚 인지도 확보 

04 랩핑, 설치형 이벤트 등 다양핚 형태의 광고 집행 
일반적인 매체 형태에서 벗어나 역사/차량 내부 랩핑, 프로모션 존, 기둥 배너 등 다양핚 형태의 크리에이티브 구현 가능 



01.매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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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핚 표현기법을 홗용핚 
Creative, Interactive Communication 



광고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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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개요 

광고기간 

광고규격 

광고면 재질 

조명 

광고면 제작비용 

SA+ 1,500,000원(면당)  

 SA-V 1,000,000원(면당) / SA 800,000원(면당) 

A 500,000원(면당) /  L 150,000원(면당)  

 (제작비 면당 4만원) 

1개월 이상 

위치별 규격 확인 
기본 970*1700 (텐션 없음 / 액자형 부착 방식) 

WIDE COLOR BACKLIT FILM, 실사출력 

COOL, WHITE 형광조명, 365일 광고효과 

6개월 1회 부담 (단, 계약기간 내에 원고 교체 시 광고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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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ID 등급 조명상태 정류소명 상세주소  내경  외경 제작 방식 

1 23-112 SA+ 조명 싞사동고개 논현동 279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2 23-156 SA+ 조명 압구정핚양아파트 압구정동 483 1115*1820 1150*1850 텐션없음 

3 23-158(1) SA+ 조명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1 압구정동494  920*1650 960*1690 텐션없음 

4 23-158(2) SA+ 조명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2 압구정동494  920*1650 960*1690 텐션없음 

5 23-158(3) SA+ 조명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3 압구정동494  920*1650 960*1690 텐션없음 

6 23-158(4) SA+ 조명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4 압구정동494  920*1650 960*1690 텐션없음 

7 23-164 SA+ 조명 압구정현대아파트 압구정동 482 950*1540 1000*1600 고무줄텐션 

8 23-181 SA 조명 청담일지아트홀 청담동 85-5 1180*1870 1200*1890 고무줄텐션 

9 23-199(1) SA+ 조명 코엑스 현대백화점 삼성동 159-1(6번출구)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10 23-199(2) SA+ 조명 코엑스 현대백화점 삼성동 159-1(6번출구)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11 23-203 SA 조명 삼성중앙역 삼성동 151-1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12 23-236 SA 조명 대치동은마아파트 대치동 994-8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13 23-244(1) SA+ 조명 삼성역 대치동 946-12(3번출구)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14 23-244(2) SA+ 조명 삼성역 대치동 946-12(3번출구)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15 23-285(1) SA+ 조명 강남역 역삼동816-3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16 23-285(2) SA+ 조명 강남역 역삼동816-3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17 23-296 SA 조명 대림역삼아파트 역삼동 761-10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18 23-307 SA 조명 진선여고앞 역삼동 716 1150*1830 1170*1850 텐션없음 

19 23-353 SA 조명 개포주공5단지경기여고 개포동 187-1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20 23-354 A 조명 개포동역 개포동 186-1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번호 ID 등급 조명상태 정류소명 상세주소  내경  외경 제작 방식 

21 23-400 A 조명 일원1동사무소 일원동 644-1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22 23-422 A 조명 세곡동사거리 세곡동 97-3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23 23-504 A 조명 도곡핚싞아파트 도곡동 산110 912*1642 977*1707 텐션없음 

24 23-509 A 비조명 총회회관 대치동 1007-3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25 23-511 A 비조명 오뚜기센터 대치동 1009-1 1050*2000 1110*2050 고무줄텐션 

26 23-514(1) SA+ 조명 포스코사거리 삼성동 157-38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27 23-514(2) SA+ 조명 포스코사거리 삼성동 157-38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28 23-523 SA+ 조명 포스코사거리 대치동943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29 23-530 A 조명 강남더샵라르고오피스텔 자곡동 597 912*1642 977*1707 텐션없음 

30 23-536 SA-V 조명 학동역 논현동 279-37 912*1642 977*1707 텐션없음 

31 23-538 A 조명 강남힐스테이트에코 자곡동 658 912*1642 977*1707 텐션없음 

32 23-541 A 조명 상록수아파트 수서동 734번지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33 23-544 A 비조명 수서역5번출구.이마트앞 수서동 724-4 912*1642 977*1707 텐션없음 

34 23-546 A 조명 일원역  일원동 717-1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35 23-552 A 조명 삼성서울병원정문 일원동 715-1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36 23-575 SA 조명 삼성동 강남교육청 삼성동 44-9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37 23-578 A 조명 도곡2동주민센터대치중학교 도곡동 524 912*1642 977*1707 텐션없음 

38 23-579 A 조명 현대아파트 일원동 684-7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39 23-584 L 조명 방죽마을 율현동 254-3 912*1642 977*1707 텐션없음 

40 23-586 A 조명 대청역(영희초등학교)  일원동 705-3 912*1642 977*1707 고무줄텐션 



번호 ID 등급 조명상태 정류소명 상세주소  내경  외경 제작 방식 

41 23-597 A 조명 강남우체국 개포동14-4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42 23-695 SA 조명 매봉역 도곡동 411-18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43 23-697 SA 조명 동영문화센터 역삼동 772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44 23-738 SA-V 조명 강남세브란스병원 역삼동 785-15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45 23-741 SA+ 조명 삼성역 대치동 995(2번출구)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46 23-818(1) SA+ 조명 코엑스 삼성동160-29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47 23-818(2) SA+ 조명 코엑스 삼성동160-29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48 23-832 A 조명 개포주공아파트 개포동 185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49 23-855 A 비조명 봉은사역 노블발렌티 삼성동 109-6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50 23-856 SA-V 조명 KT양재지점 도곡동 907-41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51 23-857 A 조명 우레옥 대치동 984-5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52 23-858 A 비조명 봉은사역 삼성래미안아파트 봉은사로 613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53 23-860 L 조명 개포시영아파트 개포동656번지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54 23-866 A 조명 도곡동로데오거리 도곡동 552-4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55 23-869 A 조명 삼성서울병원후문 일원동 50-1 912*1642 977*1707 텐션없음 

56 23-871 A 비조명 수서역 수서동 735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57 23-872 A 조명 일원1동주민센터 일원동 712-3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58 23-875 A 조명 현대아파트 일원동 705-4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59 23-876 A 조명 동영문화센터 역삼동 754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60 23-880 A 조명 일원역  일원동 718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번호 ID 등급 조명상태 정류소명 상세주소  내경  외경 제작 방식 

61 23-884 A 조명 세곡동사거리 세곡동 120-9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62 23-911 A 비조명 대청역 일원동705-2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63 23-917 L 조명 영희초등학교 일원동 615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64 23-918(1) SA-V 조명 양재역 도곡동 956-3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65 23-918(2) SA-V 조명 양재역 도곡동 956-1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66 23-922 SA+ 조명 삼성7번출구 삼성동 111-8 912*1642 977*1707 텐션없음 

67 23-923(1) SA+ 조명 삼성역 현대자동차글로벌 센터 삼성동168(7번출구)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68 23-923(2) SA+ 조명 삼성역 현대자동차글로벌 센터 삼성동168(7번출구)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69 23-924 SA-V 조명 강남세브란스병원 도곡동 541번지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70 23-925 SA-V 조명 레미안그레이튺아파트  역삼동762-1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71 23-941 A 비조명 강남세곡E편핚세상  세곡동 405-6  950*1820 980*1850 텐션없음 

72 23-942 L 비조명 리엒파크아파트  세곡동 587  950*1820 980*1850 텐션없음 

73 23-946 L 조명 LH푸르지오 세곡동 603 912*1642 977*1707 텐션없음 

74 23-948 A 비조명 강남세곡E편핚세상  세곡동 379-2 950*1820 980*1850 텐션없음 

75 23-949 A 비조명 LH푸르지오아파트 세곡동 407-6 950*1820 980*1850 텐션없음 

76 23-964 A 조명 강남데시앙포래후문  세곡동 379-2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77 23-993 L 비조명 리엒파크2단지 세곡동 279-2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78 23-995 L 비조명 리엒파크4.5단지 세곡동 244 920*1650 970*1700 텐션없음 



<1> 강남구/논현동 싞사동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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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112 / Y 

 정류소명 / 등급 싞사동고개 / SA+ 

 세부주소 논현동 279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가로수길 

 메인 위치 싞사역 

 주변홖경 

싞사동가로수길 
싞사동화랑거리 

싞사역 
학동공원 
사거리 

1번 2번 



<2> 강남구/압구정동 압구정핚양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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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6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156 / Y 

 정류소명 / 등급 압구정핚양아파트 / SA+ 

 세부주소 압구정동 483 

규격(mm) 
912*1642(내경) 
977*1707(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아파트/로데오 

 메인 위치 로데오거리/아파트 

 주변홖경 

압구정로데오거리 
압구정로데오역 

교차로 
압구정핚양아파트 

1번 2번 



<3> 강남구/압구정동 압구정갤러리아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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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158 / Y 

 정류소명 / 등급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 SA+ 

 세부주소 압구정동494 

규격(mm) 
920*1650(내경) 
960*169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1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학교/아파트/백화점 

 메인 위치 갤러리아백화점 

 주변홖경 

갤러리아백화점명품관 
압구정핚양아파트 
압구정로데오역 
압구정로데오거리 

1번 2번 

23-158(1) 



<4> 강남구/압구정동 압구정갤러리아백화점 

14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158 / Y 

 정류소명 / 등급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 SA+ 

 세부주소 압구정동494 

규격(mm) 
920*1650(내경) 
960*169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1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학교/아파트/백화점 

 메인 위치 갤러리아백화점 

 주변홖경 

갤러리아백화점명품관 
압구정핚양아파트 
압구정로데오역 
압구정로데오거리 

3번 4번 

23-158(2) 



<5> 강남구/압구정동 압구정갤러리아백화점 

15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158 / Y 

 정류소명 / 등급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 SA+ 

 세부주소 압구정동494 

규격(mm) 
920*1650(내경) 
960*169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1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학교/아파트/백화점 

 메인 위치 갤러리아백화점 

 주변홖경 

갤러리아백화점명품관 
압구정핚양아파트 
압구정로데오역 
압구정로데오거리 

1번 2번 

23-158(3) 



<6> 강남구/압구정동 압구정갤러리아백화점 

16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158 / Y 

 정류소명 / 등급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 SA+ 

 세부주소 압구정동494 

규격(mm) 
920*1650(내경) 
960*169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1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학교/아파트/백화점 

 메인 위치 갤러리아백화점 

 주변홖경 

갤러리아백화점명품관 
압구정핚양아파트 
압구정로데오역 
압구정로데오거리 

3번 4번 

23-158(4) 



<7> 강남구/압구정동 압구정현대아파트 

17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164 / Y 

 정류소명 / 등급 압구정현대아파트 / SA+ 

 세부주소 압구정동482 

규격(mm) 
912*1642(내경) 
977*1707(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교차로/아파트/학교 

 메인 위치 압구정현대아파트 

 주변홖경 
교차로 

아파트밀집지역 
고등학교 및 중학교 

1번 2번 

23-164 



<8> 강남구/청담동 청담일지아트홀 

18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181 / Y 

 정류소명 / 등급 청담일지아트홀(명품거리) / SA 

 세부주소 청담동 85-5 

규격(mm) 
912*1642(내경) 
977*1707(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사거리/지하철/상가 

 메인 위치 일지아트홀 

 주변홖경 

상가 
공원 

압구정로데오역 
명품거리 

 

1번 2번 

23-181 



<9> 강남구/삼성동 코엑스 현대백화점  

19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199 / Y 

 정류소명 / 등급 코엑스현대백화점 / SA+ 

 세부주소 삼성동159-1(6번출구)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1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코엑스/지하철/은행 

 메인 위치 코엑스 

 주변홖경 

삼성역 
현대백화점 코엑스 

캐논코리아 
은행 

유동인구많음 

1번 2번 

23-199(1) 



<10> 강남구/삼성동 코엑스 현대백화점  

20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199 / Y 

 정류소명 / 등급 코엑스현대백화점 / SA+ 

 세부주소 삼성동159-1(6번출구)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1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코엑스/지하철/은행 

 메인 위치 코엑스 

 주변홖경 

삼성역 
현대백화점 코엑스 

캐논코리아 
은행 

유동인구많음 

3번 4번 

23-199(2) 



<11> 강남구/삼성동 삼성중앙역 

21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203 / Y 

 정류소명 / 등급 삼성중앙역 / SA 

 세부주소 삼성동 151-1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정릉/아파트 

 메인 위치 삼성중앙역 

 주변홖경 

삼성중앙역 
서울선릉과정릉 

아파트 
현대백화점 코엑스 도보 10분 

1번 2번 

23-203 



<12> 강남구/대치동 대치동은마아파트 

22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236 / Y 

 정류소명 / 등급 대치동은마아파트 / SA 

 세부주소 대치동 994-8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사거리/지하철/아파트 

 메인 위치 은마아파트 

 주변홖경 

아파트밀집지역 
은행 

학여울역 
사거리 

 

1번 2번 

23-236 



<13> 강남구/대치동 삼성역 

23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244 / Y 

 정류소명 / 등급 삼성역/ SA+ 

 세부주소 대치동 946-12(3번출구)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1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백화점/학교/은행 

 메인 위치 삼성역 

 주변홖경 

삼성역3번출구 
현대백화점 코엑스 건너편 

휘문 중,고등학교 
사거리 

1번 2번 

23-244(1) 



<14> 강남구/대치동 삼성역 

24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244 / Y 

 정류소명 / 등급 삼성역/ SA+ 

 세부주소 대치동 946-12(3번출구)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1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백화점/학교/은행 

 메인 위치 삼성역 

 주변홖경 

삼성역3번출구 
현대백화점 코엑스 건너편 

휘문 중,고등학교 
사거리 

3번 4번 

23-244(2) 



<15> 강남구/역삼동 강남역 

25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285 / N 

 정류소명 / 등급 강남역 / SA+ 

 세부주소 역삼동 816-3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1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학교/아파트 

 메인 위치 강남역 

 주변홖경 

강남역 도보1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아파트 
강남역거리 

공원 

1번 2번 

23-285(1) 



<16> 강남구/역삼동 강남역 

26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285 / N 

 정류소명 / 등급 강남역 / SA+ 

 세부주소 역삼동 816-3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1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학교/아파트 

 메인 위치 강남역 

 주변홖경 

강남역 도보1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아파트 
강남역거리 

공원 

3번 4번 

23-285(2) 



<17> 강남구/역삼동 대림역삼아파트 

27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296 / Y 

 정류소명 / 등급 대림역삼아파트 / SA 

 세부주소 역삼동 761-10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은행/학교/이마트 

 메인 위치 역삼푸르지오 

 주변홖경 

아파트밀집지역 
이마트 
공원 
사거리 

강남세브란스병원 도보5분 

1번 2번 

23-296 



<18> 강남구/역삼동 진선여고앞 

28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307 / Y 

 정류소명 / 등급 진선여고앞 / SA 

 세부주소 역삼동 716 

규격(mm) 
1150*1830(내경) 
1170*185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아파트/사거리/학교 

 메인 위치 진선여고 

 주변홖경 

진선여중,고등학교 
선릉역 도보3분 

아파트 
상가 

1번 2번 

23-307 



<19> 강남구/개포동 개포주공5단지경기여고 

29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353 / Y 

 정류소명 / 등급 개포주공5단지경기여고 / SA 

 세부주소 개포동 187-1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지하철/학교 

 메인 위치 개포주공단지아파트 

 주변홖경 

아파트밀집지역 
고등학교 및 초등학교 

핚국외국인학교 
공원 
상가 

1번 2번 

23-353 



<20> 강남구/개포동 개포동역 

30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354 / Y 

 정류소명 / 등급 개포동역 / A 

 세부주소 개포동 186-1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지하철/학교/은행 

 메인 위치 개포동역 

 주변홖경 

개포동역6번출구 
은행 

아파트밀집지역 
고등학교 및 초등학교 

외국인학교 

1번 2번 

23-354 



<21> 강남구/일원동 일원1동사무소 

31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400 / Y 

 정류소명 / 등급 일원1동사무소 / A 

 세부주소 일원동 644-1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공원/아파트/주민센터 

 메인 위치 주민센터 

 주변홖경 

주민센터 
공원 
아파트 
빌라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1번 2번 

23-400 



<22> 강남구/세곡동 세곡동사거리 

32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422 / Y 

 정류소명 / 등급 
세곡동사거리(농협하나로마트) 

/ A 

 세부주소 세곡동 97-3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사거리/공원/아파트 

 메인 위치 세곡사거리 

 주변홖경 

공원 
아파트 

세곡사거리 
대왕파출소 

1번 2번 

23-422 



<23> 강남구/도곡동 도곡핚싞아파트 

33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504 / Y 

 정류소명 / 등급 도곡핚싞아파트/ A 

 세부주소 도곡동 산110 

규격(mm) 
912*1642(내경) 
977*1707(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사거리 

 메인 위치 도곡 아파트 

 주변홖경 

경남아파트 
핚싞아파트 
대림아파트 
전화국사거리 

 

23-504 

1번 2번 



<24> 강남구/대치동 총회회관 

34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509 / N 

 정류소명 / 등급 총회회관 / A 

 세부주소 대치동 1007-3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사거리/학교/총회회관 

 메인 위치 메르세데스벤츠삼성전시장 

 주변홖경 

메르세데스벤츠삼성전시장 
장로회 총회회관 

아파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사거리 

1번 2번 

23-509 



<25> 강남구/대치동 오뚜기센터 

35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511 / N 

 정류소명 / 등급 오뚜기센터 / A 

 세부주소 대치동 1009-1 

규격(mm) 
1050*2000(내경) 
1110*205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사거리/공원/아파트 

 메인 위치 오뚜기센터 

 주변홖경 

체육공원 
아파트 

오뚜기센터 
아파트사거리 

1번 2번 

23-511 



<26> 강남구/삼성동 포스코사거리 

36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514 / Y 

 정류소명 / 등급 포스코사거리 / SA+ 

 세부주소 삼성동 157-38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1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사거리/상가/백화점 

 메인 위치 포스코사거리 

 주변홖경 

포스코사거리 
현대백화점 도보3분 
휘문 중고등학교 

삼성역 
은행 

1번 2번 

23-514(1) 



<27> 강남구/삼성동 포스코사거리 

37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514 / Y 

 정류소명 / 등급 포스코사거리 / SA+ 

 세부주소 삼성동 157-38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1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사거리/상가/백화점 

 메인 위치 포스코사거리 

 주변홖경 

포스코사거리 
현대백화점 도보3분 
휘문 중고등학교 

삼성역 
은행 

3번 4번 

23-514(2) 



<28> 강남구/대치동 포스코사거리 

38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523 / Y 

 정류소명 / 등급 포스코사거리 / SA+ 

 세부주소 대치동 943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사거리/상가/백화점 

 메인 위치 포스코사거리 

 주변홖경 

포스코사거리 
현대백화점 도보3분 
휘문 중고등학교 

삼성역 
은행 

1번 2번 

23-523 



<29> 강남구/자곡동 강남더샵라르고오피스텔 

39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530 / Y 

 정류소명 / 등급 강남더샵라르고오피스텔 / A 

 세부주소 자곡동 597 

규격(mm) 
912*1642(내경) 
977*1707(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사거리/아파트/은행 

 메인 위치 강남더샵라르고 

 주변홖경 

자곡사거리 
율현초등학교 
LH강남아파트 

강남푸르지오시티 

23-530 

1번 2번 



<30> 강남구/논현동 학동역 

40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526 / Y 

 정류소명 / 등급 학동역 / SA-V 

 세부주소 논현동 279-37 

규격(mm) 
912*1642(내경) 
977*1707(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공원/빌딩/상가 

 메인 위치 학동역 

 주변홖경 

학동역 
우리은행 

논현 가구거리 
더조은병원 

23-536 

1번 2번 



<31> 강남구/자곡동 강남힐스테이트에코 

41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538 / Y 

 정류소명 / 등급 강남힐스테이트에코 / A 

 세부주소 자곡동 658 

규격(mm) 
912*1642(내경) 
977*1707(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사거리/아파트/은행 

 메인 위치 힐스테이트에코 

 주변홖경 

자곡사거리 
율현초등학교 
LH강남아파트 

강남푸르지오시티 

23-538 

1번 2번 



<32> 강남구/수서동 상록수아파트 

42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541 / Y 

 정류소명 / 등급 상록수아파트 / A 

 세부주소 수서동 734번지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지하철/학교 

 메인 위치 상록수아파트 

 주변홖경 

아파트밀집지역 
초,중,고등학교 
일원역 도보3분 

사거리 

1번 2번 

23-541 



<33> 강남구/수서동 수서역5번출구,이마트앞 

43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544 / N 

 정류소명 / 등급 수서역5번출구,이마트앞 / A 

 세부주소 수서동 724-4 

규격(mm) 
912*1642(내경) 
977*1707(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아파트/이마트 

 메인 위치 수서역 

 주변홖경 

수서역 
이마트 

싞동아아파트 
수서6단지아파트 
수서역삼거리 

23-544 

1번 2번 



<34> 강남구/일원동 일원역 

44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546 / Y 

 정류소명 / 등급 일원역 / A 

 세부주소 일원동 717-1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지하철/학교 

 메인 위치 일원역 

 주변홖경 

아파트밀집지역 
초,중,고등학교 
일원역 1번출구 

사거리 

1번 2번 

23-546 



<35> 강남구/일원동 삼성서울병원정문 

45 45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552 / Y 

 정류소명 / 등급 삼성서울병원정문 / A 

 세부주소 일원동 715-1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지하철/학교/병원 

 메인 위치 삼성서울병원 

 주변홖경 

삼성서울병원 
교차로 
고등학교 

일원역 도보4분 
초등학교,고등학교 

1번 2번 

23-552 



<36> 강남구/삼성동 삼성동강남교육청  

46 46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575 / Y 

 정류소명 / 등급 삼성동강남교육청 / SA 

 세부주소 삼성동 44-9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학교/왕릉 

 메인 위치 강남교육청 

 주변홖경 

선정릉역 
삼성중앙역 
아파트 
중학교 

강남교육지원청 

1번 2번 

23-575 



<37> 강남구/도곡동 도곡2동주민센터대치중학교 

47 47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578 / Y 

 정류소명 / 등급 
도곡2동주민센터대치중학교 / 

A 

 세부주소 도곡동 524 

규격(mm) 
912*1642(내경) 
977*1707(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아파트/중학교 

 메인 위치 대치중학교 

 주변홖경 

대치중학교 
매봉역 

개포럭키아파트 
개포핚싞/우성아파트 
도곡2동주민센터 

23-578 

1번 2번 



<38> 강남구/일원동 현대아파트 

48 48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579 / Y 

 정류소명 / 등급 현대아파트 / A 

 세부주소 일원동 684-7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학교/병원 

 메인 위치 현대아파트 

 주변홖경 

아파트밀집지역 
초,중,고등학교 
삼성서울병원 

공원 

1번 2번 

23-579 



<39> 강남구/율현동 방죽마을 

49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584 / Y 

 정류소명 / 등급 방죽마을 / L 

 세부주소 율현동 254-3 

규격(mm) 
912*1642(내경) 
977*1707(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초등학교/사거리/공원 

 메인 위치 방죽마을공원 

 주변홖경 

방죽마을공원 
자곡사거리 
율현초등학교 

래미안포레아파트 

23-584 

1번 2번 



<40> 강남구/일원동 대청역 

50 50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586 / Y 

 정류소명 / 등급 대청역 / LA 

 세부주소 일원동 705-3 

규격(mm) 
912*1642(내경) 
977*1707(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지하철/학교/공원 

 메인 위치 대청역 

 주변홖경 

아파트밀집지역 
초,중,고등학교 
대청역 도보3분 

사거리 

1번 2번 

23-586 



<41> 강남구/개포동 강남우체국 

51 51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597 / Y 

 정류소명 / 등급 강남우체국 / A 

 세부주소 개포동14-4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지하철/우체국/공원 

 메인 위치 강남우체국 

 주변홖경 

강남우체국 
아파트밀집지역 

공원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1번 2번 

23-597 



<42> 강남구/도곡동 매봉역 

52 52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695 / Y 

 정류소명 / 등급 매봉역 / SA 

 세부주소 도곡동 411-18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지하철/공원 

 메인 위치 매봉역 

 주변홖경 

매봉역4번출구 도보1분 
아파트밀집지역 

빌딩 
유동인구많음 

1번 2번 

23-695 



<43> 강남구/역삼동 동영문화센터 

53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697 / Y 

 정류소명 / 등급 동영문화센터 / SA 

 세부주소 역삼동 772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상가/은행/사거리 

 메인 위치 동영문화센터 

 주변홖경 

동영문화센터 
은행 
아울렛 
우체국 

아파트밀집지역 

1번 2번 

23-697 



<44> 강남구/역삼동 강남세브란스병원 

54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738 / Y 

 정류소명 / 등급 강남세브란스병원 / SA-V 

 세부주소 역삼동 785-15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병원/사거리/아파트 

 메인 위치 강남세브란스병원 

 주변홖경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 
아파트 

도곡중학교 

1번 2번 

23-738 



<45> 강남구/대치동 삼성역 

55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741 / Y 

 정류소명 / 등급 삼성역 / SA+ 

 세부주소 대치동 995(2번출구)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백화점/학교/은행 

 메인 위치 삼성역 

 주변홖경 

삼성역2번출구 
현대백화점 코엑스 건너편 

휘문 중,고등학교 
사거리 

1번 2번 

23-741 



<46> 강남구/삼성동 코엑스 

56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818 / Y 

 정류소명 / 등급 코엑스 / SA+ 

 세부주소 대치동 995(2번출구)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1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코엑스/지하철/현대 

 메인 위치 코엑스 

 주변홖경 

코엑스 
봉은사역 도보3분 
현대위아,글로비스 

은행 

1번 2번 

23-818(1) 



<47> 강남구/삼성동 코엑스 

57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818 / Y 

 정류소명 / 등급 코엑스 / SA+ 

 세부주소 대치동 995(2번출구)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1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코엑스/지하철/현대 

 메인 위치 코엑스 

 주변홖경 

코엑스 
봉은사역 도보3분 
현대위아,글로비스 

은행 

3번 4번 

23-818(2) 



<48> 강남구/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58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832 / Y 

 정류소명 / 등급 
개포주공아파트 

/ A 

 세부주소 개포동 185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아파트/학교/사거리 

 메인 위치 개포단지아파트 

 주변홖경 

아파트밀집지역 
대모산입구역 도보3분 

사거리 
초등학교 및 중학교 

1번 2번 

23-832 



<49> 강남구/삼성동 봉은사역 노블발렌티 

59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855 / N 

 정류소명 / 등급 봉은사역노블발렌티 / A 

 세부주소 삼성동 109-6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은행/아파트/웨딩홀 

 메인 위치 노블발렌티웨딩홀 

 주변홖경 

봉은사역 도보5분 
노블발렌티웨딩홀 

아파트 
 

1번 2번 

23-855 



<50> 강남구/도곡동 KT양재지점 

60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856 / Y 

 정류소명 / 등급 KT양재지점 / SA-V 

 세부주소 도곡동 907-41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사거리/KT/학교/아파트 

 메인 위치 KT양재지점 

 주변홖경 

사거리 
아파트 

초,중,고등학교 
상가 
은행 
빌딩 

1번 2번 

23-856 



<51> 강남구/대치동 우레옥 

61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857 / Y 

 정류소명 / 등급 우레옥 / A 

 세부주소 대치동 984-5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사거리/아파트/오뚜기센터 

 메인 위치 우레옥 

 주변홖경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오뚜기센터 
아파트 
은행 
우레옥 
체육공원 

1번 2번 

23-857 



<52> 강남구/삼성동 봉은사역 삼성래미안아파트 

62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858 / N 

 정류소명 / 등급 봉은사역삼성래미안아파트 / A 

 세부주소 봉은사로 613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아파트/은행/코엑스 

 메인 위치 삼성래미안아파트 

 주변홖경 

코엑스 도보4분 
아파트 
은행 

봉은사역4번출구 도보1분 

1번 2번 

23-858 



<53> 강남구/개포동 개포시영아파트 

63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860 / Y 

 정류소명 / 등급 개포시영아파트 / L 

 세부주소 개포동656번지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사거리/아파트/공원 

 메인 위치 개포시영아파트 

 주변홖경 

아파트밀집지역 
달터공원 
사거리 
약국 

초,중,고등학교 
 

1번 2번 

23-860 



<54> 강남구/도곡동 도곡동로데오거리 

64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866 / Y 

 정류소명 / 등급 도곡동로데오거리 / A 

 세부주소 도곡동 552-4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로데오/공원/사거리 

 메인 위치 로데오거리 

 주변홖경 

도곡동골프로데오거리 
공원 
아파트 

은성중,여고 
뱅뱅사거리 도보5분 

1번 2번 

23-866 



<55> 강남구/일원동 삼성서울병원후문 

65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869 / Y 

 정류소명 / 등급 삼성서울병원후문 / A 

 세부주소 일원동 50-1 

규격(mm) 
912*1642(내경) 
977*1707(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병원/초등학교/공원/마트 

 메인 위치 삼성서울병원 

 주변홖경 

삼성서울병원 
수서1단지아파트 
일원동우체국 
대청초등학교 
일원동삼거리 

23-869 

1번 2번 



<56> 강남구/수서동 수서역 

66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871 / N 

 정류소명 / 등급 수서역 / A 

 세부주소 수서동 735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학교/상가/아파트 

 메인 위치 수서역 

 주변홖경 

수서역 
중,고등학교 
종합상가 
삼거리 

수서싞동아아파트 

1번 2번 

23-871 



<57> 강남구/일원동 일원1동주민센터 

67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872 / Y 

 정류소명 / 등급 일원1동주민센터 / A 

 세부주소 일원동 712-3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주민센터/삼거리 

 메인 위치 일원1동주민센터 

 주변홖경 

농협하나로마트 
삼거리 
아파트 
은행 
공원 

1번 2번 

23-872 



<58> 강남구/일원동 현대아파트 

68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875 / Y 

 정류소명 / 등급 현대아파트 / A 

 세부주소 일원동 705-4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사거리/병원 

 메인 위치 현대아파트 

 주변홖경 

아파트밀집지역 
공원 

삼성서울병원 도보5분 
학교 

1번 2번 

23-875 



<59> 강남구/역삼동 동영문화센터 

69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876 / Y 

 정류소명 / 등급 동영문화센터 / A 

 세부주소 도곡동 552-4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상가/은행/사거리 

 메인 위치 동영문화센터 

 주변홖경 

동영문화센터 
은행 
아울렛 
우체국 

아파트밀집지역 

1번 2번 

23-876 



<60> 강남구/일원동 일원역 

70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880 / Y 

 정류소명 / 등급 일원역 / A 

 세부주소 일원동 718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사거리/아파트/지하철 

 메인 위치 일원역 

 주변홖경 
일원역7번출구 
아파트밀집지역 

학교 

1번 2번 

23-880 



<61> 강남구/세곡동 세곡동사거리 

71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884 / Y 

 정류소명 / 등급 세곡동사거리 / A 

 세부주소 세곡동 120-9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사거리/공원/아파트 

 메인 위치 세곡사거리 

 주변홖경 

공원 
아파트 

세곡사거리 
대왕파출소 

1번 2번 

23-884 



<62> 강남구/일원동 대청역 

72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911 / N 

 정류소명 / 등급 대청역/ A 

 세부주소 일원동705-2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학교/아파트 

 메인 위치 대청역 

 주변홖경 

대청역4번출구 도보1분 
아파트밀집지역 

공원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1번 2번 

23-911 



<63> 강남구/일원동 영희초등학교 

73 73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917 / Y 

 정류소명 / 등급 영희초등학교 / L 

 세부주소 일원동705-2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학교/아파트 

 메인 위치 영희초등학교 

 주변홖경 
아파트밀집지역 

공원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1번 2번 

23-917 



<64> 강남구/도곡동 양재역 

74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918 / Y 

 정류소명 / 등급 양재역 / SA-V 

 세부주소 도곡동956-3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학교/아파트 

 메인 위치 양재역 

 주변홖경 

양재역4번출구 도보3분 
은행 
아파트 
학교 

유동인구많음 

1번 2번 

23-918(1) 



<65> 강남구/도곡동 양재역 

75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918 / Y 

 정류소명 / 등급 양재역 / SA-V 

 세부주소 도곡동956-3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학교/아파트 

 메인 위치 양재역 

 주변홖경 

양재역4번출구 도보3분 
은행 
아파트 
학교 

유동인구많음 

1번 2번 

23-918(2) 



<66> 강남구/삼성동 삼성7번출구 

76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922 / Y 

 정류소명 / 등급 삼성7번출구 / SA+ 

 세부주소 삼성동 111-8 

규격(mm) 
912*1642(내경) 
977*1707(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B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코엑스/백화점/사거리 

 메인 위치 삼성역 

 주변홖경 

삼성역 
코엑스 

현대백화점 
싞핚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캐논코리아 

 

23-922 

1번 2번 



<67> 강남구/삼성동 삼성역현대자동차글로벌센터 

77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923 / Y 

 정류소명 / 등급 
삼성역 현대자동차글로벌센터 

/ SA+ 

 세부주소 삼성동168(7번출구)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코엑스/현대/은행 

 메인 위치 현대자동차글로벌센터 

 주변홖경 

현대위아,글로비스 
은행 

삼성역7번출구 도보2분 
코엑스 100M 

1번 2번 

23-923(1) 



<68> 강남구/삼성동 삼성역현대자동차글로벌센터 

78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923 / Y 

 정류소명 / 등급 
삼성역 현대자동차글로벌센터 

/ SA+ 

 세부주소 삼성동168(7번출구)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지하철/코엑스/현대/은행 

 메인 위치 현대자동차글로벌센터 

 주변홖경 

현대위아,글로비스 
은행 

삼성역7번출구 도보2분 
코엑스 100M 

3번 4번 

23-923(2) 



<69> 강남구/역삼동 강남세브란스병원 

79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924 / Y 

 정류소명 / 등급 강남세브란스병원 / SA-V 

 세부주소 도곡동 541번지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병원/아파트/사거리/학교 

 메인 위치 강남세브란스병원 

 주변홖경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 
아파트 

도곡중학교 

1번 2번 

23-924 



<70> 강남구/역삼동 레미안그레이튺아파트 

80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925 / Y 

 정류소명 / 등급 레미안그레이튼아파트 / SA-V 

 세부주소 역삼동762-1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사거리/지하철/병원 

 메인 위치 레미안그레이튼아파트 

 주변홖경 

아파트밀집지역 
핚티역 도보9분 

강남세브란스병원 도보5분 
은행 

1번 2번 

23-925 



<71> 강남구/세곡동 강남세곡E편핚세상 

81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941 / N 

 정류소명 / 등급 강남세곡E편핚세상 / A 

 세부주소 세곡동 405-6 

규격(mm) 
950*1820(내경) 
980*185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공원/교회 

 메인 위치 강남세곡E편핚세상 

 주변홖경 
아파트밀집지역 
서울은곡유치원 

세곡교회 

1번 2번 

23-941 



<72> 강남구/세곡동 리엒파크아파트 

82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942 / N 

 정류소명 / 등급 리엔파크아파트/ L 

 세부주소 세곡동 587 

규격(mm) 
950*1820(내경) 
980*185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공원/교회 

 메인 위치 리엔파크단지아파트 

 주변홖경 
아파트밀집지역 
서울은곡유치원 

세곡교회 

1번 2번 

23-942 



<73> 강남구/세곡동 LH푸르지오 

83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946 / Y 

 정류소명 / 등급 LH푸르지오 / L 

 세부주소 세곡동 603 

규격(mm) 
912*1642(내경) 
977*1707(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초등학교/유치원 

 메인 위치 세곡푸르지오아파트 

 주변홖경 

세곡푸르지오아파트 
세명초등학교 
효성해링턴코트 
서울은곡유치원 

23-946 

1번 2번 



<74> 강남구/세곡동 강남세곡E편핚세상 

84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948 / N 

 정류소명 / 등급 강남세곡E편핚세상 / A 

 세부주소 세곡동 379-2 

규격(mm) 
950*1820(내경) 
980*185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공원/교회 

 메인 위치 강남세곡E편핚세상 

 주변홖경 
아파트밀집지역 
서울은곡유치원 

세곡교회 

1번 2번 

23-948 



<75> 강남구/세곡동 LH푸르지오아파트 

85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949 / N 

 정류소명 / 등급 LH푸르지오아파트 / A 

 세부주소 세곡동407-6 

규격(mm) 
950*1820(내경) 
980*185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공원/교회 

 메인 위치 LH푸르지오아파트  

 주변홖경 
아파트밀집지역 
서울은곡유치원 

세곡교회 

1번 2번 

23-949 



<76> 강남구/일원동 강남데시앙포래후문 

86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964 / Y 

 정류소명 / 등급 강남데시앙포래후문 / A 

 세부주소 세곡동349-2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사거리 

 메인 위치 강남데시앙포래 

 주변홖경 
강남데시앙포래 

학교 

1번 2번 

23-964 



<77> 강남구/세곡동 리엒파크2단지 

87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993 / N 

 정류소명 / 등급 리엔파트2단지 / L 

 세부주소 세곡동 279-2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사거리 

 메인 위치 리안파크단지아파트 

 주변홖경 
리엔아파트단지 

사거리 
학교 

1번 2번 

23-993 



<78> 강남구/세곡동 리엒파크4,5단지 

88 

 자치구/ ID/조명여부 강남구 / 23-995 / N 

 정류소명 / 등급 리엔파크4,5단지 / L 

 세부주소 세곡동349-2 

규격(mm) 
920*1650(내경) 
970*1700(외경) 

 타입/총면수/가능면수 A-2 / 2면 / 2면 

 경유노선 / 보도폭 

 광고해당위치 

 키워드 아파트/사거리/병원 

 메인 위치 리안파크단지아파트 

 주변홖경 
리엔아파트단지 

요양병원 
학교 

1번 2번 

2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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