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법인택시외부 광고는 서울전지역을24시간쉬지 않고달리는유일한교통광고매체

· 법인택시 주요 상업&교통지역 ·

매체 특장점

365일 24시간 서울 전 지역 운행
일 운행거리 434km.
일 법인택시 이용승객 56만명.

=> 높은 일일 운영 거리 소유. 시 전체 권역 커버

서울 전역 18,053대 운행
서울시 유동인구 4,254,000명
일 평균 유동인구 141,800명

=> 많은 법인택시 수량으로, 서울시 유동인구 커버

택시 외부 광고 접촉 경험 99.6% 
1. 도보 보행을 하다 52.4%
2. 버스 정류장에서 18.1%
3. 차량 운전을 하다가 11.6%

=>택시 승하차 시 외에도, 광고접촉이 가능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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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개월 내 ‘지하철’, ‘버스’ 이용 경험은 90% 이상, 택시 이용 경험은 65.4%로 높은 편,
택시 외부 광고 경험은 99.6%로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교통 광고 매체

택시 외부광고 평가

■ 일일 운영 거리

266km

433.9km

>

■ 1개월 내 이용 교통수단

[Base: 전체 응답자(n=500), Unit: 중복%]

96.2 93.6 86.2 81.4
65.4

지하철 버스 도보 자동차 택시

■ 택시 외부 광고 접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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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버스
정류장

차량
운전 중

버스
승차 중

택시
이용 시

신호등
대기 시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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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11.6 9.6 7.6 0.6

[Base: 택시외부광고 경험자(n=498) 버스외부광고 경험자(n=500), Unit: %]

■ 광고 노출 시간

24시간
(2교대)

18시간

>



타입 전체 수량 운영시간 규격 월 광고비 / 대 제작비 / 대 게첨 / 관리보고

일반형

18,053대 24시간

2,250 x 485mm 100,000 30,000

100% / 30%

확장형 2,380 x 670mm 130,000 40,000

단위: 원/ VAT 별도

■ 최소 집행 단위 : 100대 / 1개월

■ 게첨 완료 기간 : 시안 확정 후 심의 통과 후 약 7일 소요

■ 차고지 배분 :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랜덤으로 차고지별 수량배분

■ 아동청소년 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광고물은 제한

■ 시민정서에 반하거나 미풍양속 저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제한, 대리운전, 주류광고, 담배광고, 성형광고, 종교/무속광고, 도박 등

아동/청소년 교육측면에서 제안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논란이 발행 할 수 있는 광고물

매체규격 및 단가

485mm

2,250mm

670mm

2,380mm



일반형, 확장형 사이즈 비교

일반형 구분 확장형

2,250 x 485mm
사이즈

(차량별 사이즈 상이)
2,380 x 670mm

총 0.9㎡ 광고물 면적
총 1.2502㎡

(실제 부착 시 손잡이 부분 면적 제외됨)



공공부문 사례



일반부문 사례



www.ncca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