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예술의전당
홍보매체 이용안내

담당자: 최진아 041-901-6622 / jina0811@cfac.or.kr



공연일정, 시간. 주최, 주관, 런닝타임, 인터미션, 관람연령, 공연문의 연락처, 기획사명 등 기본적인 내용 등은 관람객의 안내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니 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 홍보데이터관련(필수)
홈페이지용 이미지:

- 포스터 1_330×330(pixel)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용
- 공연상세정보 가로700(pixel) 홈페이지 게시용

(프로그램, 출연진, 할인 권종 안내 등이 담긴 내용)

* 유료공연인 경우 예매처(예:문화장터 등) 링크주소, 인터파크의 경우 인터파크 ID번호

2. 추가 홍보데이터관련(일부 매체는 기획공연 우선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용 DID:  공연장 760×480(pixel)  공연장 엘리베이터
키오스트 DID: 공연장  1,080×1,920(pixel) 로비 5개소 세로형 DID

* 동영상일 경우 최대 30초, 사진컷일 경우 컷당 15초 노출
(동영상의 내용에 따라 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외부 전동형 현수막 관련: 예당외벽:4,800×4,880
*공연장 로비내 대공연장 박스오피스 상단 현수막 관련: 3,560×4,000
(천안예술의전당 기획공연의 홍보가 우선이며 기획공연이 없을시 게재 후 공연이 끝남과 동시에 철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포토존 : 중앙사이즈 (269cm×198cm), 좌우 2면 현수사이즈(109cm×198cm)

공연물 게시후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공연장은 내부 현수막 및 포스터 부착은 금하고 있으며, 필요시 협의 후에 집행
*엑스배너: 설치불가(DID로 대치)
*문화센터 외벽 현수막 협의 후 진행
*대공연장 내부(1,500×120cm ) 현수막 협의 후 진행
*소공연장 내부(1,140×90cm) 현수막 협의 후 진행
※ 천안시내 현수막관련: 현재 천안시 가로등배너와 현수막의 게재는 모두 불법이며 과태료를 부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명리조트, 천안예술의전당 포함 종합휴양지로 인근 설치 시 홍보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데이터

3. 천안예술의전당 웹하드 이용안내

Address: http://www.webhard.co.kr/
I.D: caac01 P.W:a15660155

웹하드에 로그인하신 후 천안예술의전당→대관공연홍보폴더→‘공연명’으로 폴더를 만드신 후 
관련 데이터를 업로드 하신후 담당자(041-901-6612)에게 데이터 확인 연락 하시면 됩니다.

*모든 파일은 RGB, Web, Index 모드로 72dpi 이상의 jpg, gif 등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jpg를 권유 드립니다.



예술의전당 모바일 홈페이지 데이터

천안예술의전당 모바일 홈페이지 이용방법
메인배너 사이즈 : 400*566pixel 

*인터파크 티켓관리 시스템으로 티켓오픈시
모바일 결제까지 별도의 로그인없이 지원됩니다.



예술의전당  외벽_프레임 현수막 
1. A, B, C, D 각면 게재 5,060×5,340mm
2. A, B 또는 C, D 가로 2면 게재 10,160×5,340mm
3. A, C 또는 B, D 세로 2면 게재 5,060×10,440mm
4. A, B, C, D 전면 게재 10,160×10,440mm

(*사방 80mm 감싸는 부분 포함 사이즈) *크레인시공



예술의전당  로비내_박스오피스 상단 3,560×4,000mm_마그네틱 고정



예술의전당  로비_키오스크 DID 1,080×1,920pixel, RGB_mode,  jpg 



예술의전당  엘레베이터 DID 760×480 pixel, RGB_mode,  jpg



예술의전당  로비_포토존 중앙 2,690×1,980mm_케이블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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