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극장 관람객 수 3년 연속  
연 2억 만 명 돌파 

(2억 2천만 명/ 2015년) 

• 연갂 영화관람편수:  4.2편 

가족단위 문화소비  
패턴으로 자리잡음 

한국 싱가  
포르 

미국 프랑스 

4 .2  
4 .15  

3 .83  
2 .99  세계 최고  

수준의  
관람횟수 

Why Cinema? 

Why CGV ? 
스크린 점유율 

50%  
(CGV 관람객 연 1억 명) 

44%  
   (국내 멀티플렉스) 

관객 점유율 



CGV 
Runway 
Media 

상품 설치 형태와 공갂이 주는 느낌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상품  네이밍 
 
 극장의 입장로 중심에 설치 

 복수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압도적 광고컨텐츠 구현 

 높은 주목도,  노출율 _ 극장 방문한 모든 고객타겟팅 가능 



CGV Runway Media 

로비에 있는 고객과 상영관 입장 고객에게 모두 노출되도록 상영관 입구 초입에 설치 

<양쪽형 런웨이> <단면형 런웨이> 

고객의 이동방향에 맞추어 15도 틸팅 설치 → 시야각 확보를 통해 광고 노출율 증대 



 서울 

강변, 왕십리, 용산, 영등포, 상암, 여의도, 압구정,    
강남, 목동, 구로, 천호,  대학로, 
미아, 중계, 하계, 송파, 명동, 신촌, 홍대, 상봉,    
피카디리 

 경기, 인천 
 

판교, 죽전, 오리, 서현, 야탑, 의정부, 의정부태흥, 평촌,    
안산, 평택, 김포운양,  파주 
일산, 인천, 인천논현, 인천터미널, 인천주안, 인천계양,     
부천,  부천역, 부천소풍,  역곡, 동수원, 
북수원, 수원, 동탄 

• 서울 /경기/인천 직영점 

• 47개점_ CGV  상영관 50% 커버리지 

• 약 320개 DID 

• 49인치 모니터 

 

CGV 
Runway Media 
_ Coverage 



Product_ 동시변홖형 

① ① 

 한 공갂 내 DID가 동시변화하는 형태 

 노출 시갂:  10초_ 5초씩 배분 송출 가능 



② 
① 

③ ④ 

① 
② 

③ ④ 

 각 DID가 순차적으로 동일 효과로 변화 _ 도미노 
 송출시갂: 10초 

Product_ 도미노형 



 운영시갂: 16시갂 (오전 8시~ 밤 12시) 

 총 구좌수: 20구좌 

 노출 시갂: 10초 

 최소보장 노출횟수: 288회/대당/日 

 소재 가이드: JPEG, 1080* 1920 

CGV Runway Media 
_ 운영 정책 



CGV Runway Media_ 주요점 설치현황 

용산점 
(16기) 

압구정점 

(10기) 

목동점 
(6기) 



CGV Runway Media_ 주요점 설치현황 

명동점 
(6기) 

신촌점 
(9기) 

상암점 
(9기) 



CGV Runway Media_ 주요점 설치현황 

강변점 
(6기) 

강남점 
(9기) 

영등포 
(12기) 



CGV Runway Media_기본 상품  

구분 노출 시갂 
최소보장노출 

日/기당 

판매가격 
비고 

1개월 15일 

CGV 
(20구좌) 

동시변환 상품 10초 288 20,000,000 12,000,000 5초+5초 

도미노 상품 288 20,000,000 12,000,000 10초 동안 도미노상품 표현 

※ 기간 할인 :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 본 정책은 런칭할인 기간(5,6,7월)에 계약한 건에 한함 
   구좌 할인 : 동일조건으로 2구좌 이상 진행 시, 기존 1구좌를 제외한 추가 1구좌에 대한 50% 할인 



CGV Runway Media_지역 구분 상품  

구분 

설치수량 판매가격 

비고 

SITE 설치수량 1개월 15일 

CGV 

전체 47 320 20,000,000 12,000,000 

서울 21 153 14,000,000 9,000,000 

경기/인천 26 167 14,000,000 9,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