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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캠퍼스아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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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캠퍼스아이 설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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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역 설치학교 인원(명)  설치장소 
설치수량 
(영상) 

설치수량 
(조명) 

1 서울 서울대학교 27,000명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기숙사 식당 앞, 기숙사 입구 

4기 

2 대전 
핚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11,000명  학생회관, 창의관(종합강의동) 2기 

3 서울 서강대학교 12,000명 
기숙사, 중앙도서관 
전자공학대(조),기숙사2(조) 
체육관(조), 경영대학(조) 

2기 4기 

4 서울 중앙대학교 14,000명 
의대/간호대 , 중앙도서관 
공학대학(조), 대학원(조) 
학생회관(조), 체육관(조) 

2기 4기 

5 서울 핚국외국어대학교 12,000명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2기 

6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11,000명  학생회관, 미래관(종합강의동) 2기 

7 서울 숭실대학교 15,000명  중앙도서관, 형남공학관 2기 

8 서울 명지대학교 8,000명  기숙사 입구,  학생회관 2기 

9 서울 동덕여자대학교 8,500명 
학생회관 
대학원(조),공연예술센터(조) 
디자인센터(조),중앙도서관(조) 

1기 4기 

10 서울 경희대학교 20,000명 
경영대학(조),종합강의동(조) 
기숙사1(조), 기숙사2(조) 

4기 



3. 캠퍼스아이 설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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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역 설치학교 인원(명)  설치장소 
설치수량 
(영상) 

설치수량 
(조명) 

11 서울 서경대학교 15,000명 중앙도서관, 본관 2기 

12 서울 총싞대학교 3,500명 학생회관, 싞관(종합강의동) 2기 

13 서울 핚성대학교 8,000명 
공학대학(조), 탐구관(조) 
중앙도서관(조),학생회관(조) 

4기 

14 서울 핚양여자대학교 7,000명 종합도서관, 학생회관 2기 

15 굮포 핚세대학교 10,000명 학생회관 , 중앙도서관 2기 

16 성남 가천대학교 20,000명 
가천관(종합강의동), 중앙도서관 
비전관(학생회관), 공학대학 

4기 

17 이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5,000명 기숙사, 학생회관 2기 

18 안성 중앙대학교  10,000명 기숙사, 중앙도서관 2기 

19 안성 국립 핚경대학교 12,000명 종합강의동, 공학대학 2기 

20 평택 평택대학교 7,000명 학생회관, 종합강의동 2기 



3. 캠퍼스아이 설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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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역 설치학교 인원(명)  설치장소 
설치수량 

(영상) 
설치수량 

(조명) 

21 인천 가천의과대학교 2,000명 본관 1기 

22 용인 핚국외국어대학교 12,000명 어문대학, 백년관(종합강의동) 2기 

23 포천 차의과학대학교 7,000명 기숙사, 학생회관 2기 

24 의정부 싞핚대학교 12,000명 학생회관(1,2) 2기 

25 안산 안산대학교 8,000명 학생회관, 미래관(종합강의동) 2기 

26 안산 핚양대학교 15,000명 
중앙도서관 
학생회관(조),본관(조) 
기숙사1,2(조) 

1기 4기 

27 대전 국립 충남대학교 20,000명 학생회관(1,2) 2기 

28 대전 국립 핚밭대학교 15,000명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2기 

29 인천 가천대학교 강화캠 2,000명 학생회관 1기 



3. 캠퍼스아이 설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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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역 설치학교 인원(명)  설치장소 
설치수량 

(영상) 
설치수량 

(조명) 

30 용인 명지대학교 16,000명 
교양관(조),건축대학(조) 
기숙사(조),체육관(조) 

4기 

31 용인 용인대학교 8,500명 
학생회관(조),체육과학대학(조) 
무도대학(조),기숙사(조) 

4기 

32 수원 경기대학교 17,000명 
본관(조),학생회관(조) 
공과대학(조),기숙사(조) 

4기 

33 수원 경희대학교 15,000명 
종합강의동(조),전자정보대학(조) 
체육대학(조),생명과학대학(조) 

4기 

34 수원 아주대학교 16,000명 학생회관,중앙도서관 2기 

35 수원 수원대학교 10,000명 종합강의동,본관 2기 

36 수원 협성대학교 10,000명 학생회관, 이공대학 2기 

합   계 60기 40기 



4. 캠퍼스아이 광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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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상품 
30기 기당 150,000 / 총 4,500,000원 

60기 기당 150,000 / 총 9,000,000원 

총 구좌/ 1구좌 10구좌 / 20초 

일일 노출 시간 13시간(오전8시 ~ 오후9시) 일 150회 이상 송출 

판매상품 
20기 기당 250,000 / 총 5,000,000원(단 서울 , 수도권 비율이 1:1) 

40기 기당 250,000 / 총 10,000,000원 

제작비 20,000(1장 당) (단, 3개월 이상 시 제작비 무료) 

1) 매체 운영 기간에 따른 혜택 협의 가능 
2) 부가세 별도 



5. 캠퍼스아이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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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캠퍼스아이 활용사례 



6. 캠퍼스아이 활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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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캠퍼스아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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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Digital Campus EYE(영상) 

크기(mm) 700 * 1,800 * 400 (W * H * D) 

화면 42 Inch LCD 모니터 

운영컴퓨터 Dell Optiplex 1180 

네트워크 LTE  라우터 장착 

설치대수 60개 

기타 
본체 흑색 하이그로시 도장 
하단 심장제세동기 삽 

 자동제세동기(AED) 

• 급심정지 환자용 응급 의료 장비로써, 
AED를 통해 자동으로 심장의 상태를 
파악하여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
장 활동을 정상화 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비. 
• 현장에서 1차적으로 응급 상황에 대
처할 수 있는 의료 장비. 
• 일반인 누구나 사용 가능  

1,000 mm 

600 mm 

1,800 mm 



7. 캠퍼스아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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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제세동기(AED) 

• 급심정지 환자용 응급 의료 장비로써, 
AED를 통해 자동으로 심장의 상태를 
파악하여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
장 활동을 정상화 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비. 
• 현장에서 1차적으로 응급 상황에 대
처할 수 있는 의료 장비. 
• 일반인 누구나 사용 가능  

2,000 mm 

700 mm 

1,000 mm 

모델명 Digital Campus EYE(조명) 

크기(mm) 700 * 2,000 * 400 (W * H * D) 

화면 광고용 LED Light Box 

광고용 화면 
크기 

가로 : 600mm * 세로 : 1,000mm 

설치대수 40개 

기타 
본체 흑색 하이그로시 도장 
하단 심장제세동기 삽입 



7. 매체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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