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SH 회사소개서



트렌드를 읽는 유연한 사고와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지난 4년간 매출 약500억원, 약 150여개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

까르띠에
샤넬/디올

로레알/랑콤
스와치
포르쉐
베놈

귀뚜라미보일러
로얄캐닌

에어프랑스
구글

슈마커
에미레이트항공

샤넬
디올

에르메스
라코스테

스파이더맨
네이버NOW

틴더
구글유튜브
익스피디아
하겐다즈

PCD
SK에너지

뮤직카우
샤넬
다이슨
통계청
불가리
푸마
달바

휴고보스
에르메스
스와로브스키
렌즈미
현대/기아자동차
한우자조금
네이버 오디오클럽

샤넬 /FENDI
PCD / 다이슨
드롱기
화이자
아모레퍼시픽
아에르마스크
푸마
제네시스

프롬바이오 / 통계청
메가스터디 /라코스테
블랙야크 / 뮤직카우
스파이더
제스프리
기아자동차
베놈2
고스트버스터즈라이즈

에르메스
가네보/COTY
구글/스와치

질렛트/로레알
SK II/입생로랑

현대자동차

스케쳐스/토니모리
페레가모 /워너브라더스

스파이더맨
블레이드러너2049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스페이스/한샘몰/TCL

2021

2020

2019

2018

2016
~2017

샤넬 / FENDI / 바이레도
디올 / 다이슨 / 프라다 / 루이비통
예거 / 까르띠에 / 쇼메 / 불가리
로에베 / 몽블랑 / 크몽 / 푸마
IWC / 라코스테 / 에르메스 / 미쉐린
골든구스 / 돌체앤가바나 / 헨켈 /
버니몽아모르 /메가스터디 / 본도시락
우리은행 / 레고랜드 / 뮤직카우 / 컬처렐
구글 / UT / flex / 서울거래비상장
설화수 / 쏘카 / 시몬스 / 손해보험협회
토스카나시에나호텔 / 한우자조금
라이브스코어 / 타다 / 아모레퍼시픽

2022



업계 최고 렙사(OOH Media Rep Agency)답게

광고 대행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회사

ilcomm

부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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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고 렙사(OOH Media Rep Agency)답게

최고 프리미엄 브랜드 등
다양한 캠페인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기타뷰티/패션 IT/APP/통신 자동차/항공,운수 게임/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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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기획의경쟁력핵심파워 ]



옥외광고캠페인
………▶소개합니다

부시기획실행



CHANEL JEWELRY 2021 캠페인



CHANEL 건물랩핑 동대문 크루즈 컬렉션



LOUIS VUITTON 2019 패션위크&라이브쇼 캠페인



아우디 A8 런칭기념 빔버타이징



라코스테 애드시티 싱카폴 극장광고 캠페인



에미레이트항공 “한남동 블루스퀘어” 옥외 캠페인



온택트 2021 강남 페스티벌 미디어 쇼 ‘The강남, 위대한 여정’



아이오페 2022년 국내 최초 4DX광고 집행



명품브랜드 AREA 타켓
마케팅사례

………▶소개합니다



CHANEL - Coco Crush 
삼성동디지털옥외광고캠페인

CHANEL – N°5 L’EAU 
서초동옥외광고캠페인

DIOR(PCD) - Miss Dior 
코엑스디지털옥외광고캠페인

FENDI – ROMA/SKIMS 
강남구디지털옥외광고캠페인

MONTBLANC –
용산구게릴라포스터&건물랩핑캠페인

IWC - BIG PILOT 
이태원전시회및옥외광고캠페인



옥외매체제안서
………▶소개합니다

부시기획당사보유



Billboard
LED전광판

- 06~24시 (1일 18시간) 동안 노출되는 매체 (통상적인 운영 시간으로, 매체별 상이 할 수 있음)

- 주요 대로 이동 동선 및 상업 지구 인근에 위치하여 차량객 및 도보객에게 노출 용이

- 영상 소재를 사용하여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활용 가능

- 타 매체 대비 저렴하여 동일한 광고비로 여러 스팟 확보 가능한 장점을 지님

(인근지역 전광판 동시송출 캠페인을 통해 임팩트 광고 진행 협의 가능)



매체 위치 규격 (m) 운영시간 월 광고비 비고

랜드마크빌딩 LED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07 12.36*18.17
06:00~24:00 (18시간)

1일 100회

15초 10,000,000

20초 12,000,000

30초 15,000,000

LED전광판_랜드마크빌딩

• 광고주 영상 제공
• 실 집행 전 가능여부 확인 필요
• 시보/싱크 광고 가능

- 2021년 2월 8일 신규 오픈 매체 / 퀄리티 좋음 / 1일 운영시간 17시간에서 18시간으로 변경 (06시~23시 → 06시~24시)

- 봉은사역 / 삼성역 → 청담역 진행 방향 노출(운전자 기준 왼편에 위치하여 가시성이 좋음)

- 봉은사역 사거리 대로변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삼성역 사거리 전 언덕에서부터 식별 가능한 긴 가시거리 보유

(단위: KRW/ 1구좌/ vat별도)



매체 위치 규격 (m) 운영시간 월 광고비 비고

피아비스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09 7*12
06:00~24:00 (18시간)

1일 100회

20초 8,000,000

30초 10,000,000

• 실 집행 전 가부확인 필요
• 광고주 영상 제공
• 20초 기준 약 25구좌 운영
• 20년 4월 말에 설치된 신규매체

- 2020.04 신규 오픈 매체

- 동대문역 인근에 위치 / 건물 리모델링으로 매체 퀄리티 ↑

(단위: KRW/ 1구좌/ vat별도)

LED전광판_동대문 피아비스콤



LED전광판_롯데백화점 영플라자

매체 위치 규격 (m) 운영시간 월 광고비 비고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LED 서울 중구 남대문로 67 22*8
11:00~23:00 (12시간)

1일 100회
10,000,000
5,000,000

일 단위 판매가능

• 광고주 영상 제공
• 실 집행 전 가능여부 확인 필요
• 18시~23시 매시 정각~5분 미디어파사드 운영 (하절기/ 동절기 시간 상이)

(단위: KRW/ 1구좌/ vat별도)

- 영플라자 쇼핑몰 외벽 전광판

- 미디어아트 운영으로 매체 주목도 ↑



LED전광판_부산 롯데백화점 본점

-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외벽에 설치

- 호텔, 향토음식 특화거리, CGV  등 번화가에 위치 / 매체 퀄리티 높음

백화점호텔

CGV

서면
향토
음식
특화
거리

매체 위치 규격 (m) 운영시간 월 광고비 비고

부산롯데백화점 본점 LED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18.6*8

07:00~23:00 (16시간)
30초, 1일 100회

6,000,000

• 광고주 영상 제공
• 실 집행 전 가능여부 확인 필요

(단위: KRW/ 1구좌/ vat별도)



매체 위치 규격 (m) 운영시간 월 광고비 비고

파크원 현대백화점 LED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1.5*19.5
06:00~24:00 (18시간)

20초, 1일 100회
12,000,000

LED전광판_여의도 파크원 현대백화점

• 광고주 영상 제공
• 실 집행 전 가능여부 확인 필요

- 2021.02 신규 설치 매체 / 2021.03 유가 광고주 오픈

- 서울 최대 규모의 백화점 외벽에 설치 / 여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독 입점 이력이 없던 명품 브랜드 입점)

(단위: KRW/ 1구좌/ vat별도)



매체 위치 규격 (m) 운영시간 월 광고비 비고

유진빌딩 LED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18.5*11.3
06:00~24:00 (18시간)

20초, 1일 100회
12,000,000

영등포구_LED전광판_유진빌딩

• 광고주 영상 제공
• 실 집행 전 가능여부 확인 필요

- 2022.01 신규 설치 매체 / 2022.01 중순 유가 광고 오픈

- 파크원 현대백화점 맞은편 위치, 패널 위치가 낮아 도보객 노출 용이

(단위: KRW/ 1구좌/ vat별도)



매체 위치 규격 (m) 운영시간 월 광고비 비고

한섬빌딩 LED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23 11.5*19.5
06:00~23:00 (17시간)

20초, 1일 100회
10,000,000

LED전광판_한섬빌딩

• 광고주 영상 제공
• 실 집행 전 가능여부 확인 필요

- 청담 명품거리 인근에 위치

- 21년 3월 신규 오픈 매체

(단위: KRW/ 1구좌/ vat별도)



매체 위치 규격 (m) 운영시간 월 광고비 비고

현대백화점 천호점 LED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005 11.5*19.5
06:00~23:00 (17시간)

20초, 1일 100회
8,000,000

LED전광판_현대백화점 천호점

• 광고주 영상 제공
• 실 집행 전 가능여부 확인 필요

- 천호사거리에 위치하여 노출도 ↑

- 시선 높이에 위치하여 도보객 및 현대백화점 이용객에게 노출 용이

(단위: KRW/ 1구좌/ vat별도)



Aiport
공항 카트 광고

- 공항 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광고매체로 노출 효과 ↑

- 이용객과 외국인을 동시 타겟하는 미디어 노출로 간접 효과 용이

- 환승객 약 715만명 환승객 노출 용이



매체 위치 구분 규격 (cm) 월 광고비 제작비 비고

인천국제공항 카트

제 1터미널
1 일반용

규격 상이
(후면 참조)

70,000 25,000
2 면세점용

제 2터미널
3 일반용

4 면세점용

• 광고주 이미지 제공
• 실 집행 전 가능여부 확인 필요
• 아크릴 소재 사용으로 훼손 위험↓ 
• 단기로 집행 시 협의 필요

(단위: KRW/ 1대/ vat별도)

인천국제공항 카트

1 2 3 4

- 공항 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광고매체로 노출 효과 ↑

- 일반 카트는 공항을 출입하는 일반 이용객 모두에게 노출, 면세점 카트는 출국심사를 마친 이용객에게 노출 용이



CU 편의점
D/S

- 전국 단위의 커버리지 확보 가능

- 내외부용 매체로 편의점 이용 고객 외 유동객 노출

- 프로모션 상품과 결합 시 광고효과 극대화 가능



매체 수량 사이즈(pixel) 운영방침
월 광고비

개별 PKG

CU 
D/S

세로형

내부 32인치

1,500점포 이상 1,080*1,920
05:30~01:30(20시간)

15초, 1일 100회

30,000,000

35,000,000 구단위 집행 가능외부 46인치

가로형 내부 43인치 1,000점포 이상 3,840*1,080 10,000,000

CU D/S_영상 광고

• 광고주 영상 제공 / 실 집행 전 가능여부 확인 필요
• CU DID 30초 기준, 1일 50회 (노출횟수에 따라 금액 조정가능)
• 음향지원 가능하나, 사운드 미지원 될 수 있음(주요 문구 자막처리 권장)
• 집행 시점에 따라 수량 변동 가능성 有
• 게첨보고의 경우 3~5개 매장 전달

- 편의점 중 유일하게 내/외부에 모두 설치, (단 점포 컨디션에 따라 수량 상이)

- 가로형 매체의 경우 음료 제품 워크인 상단 설치되어 주목도↑

(단위: KRW/ 1구좌/ vat별도)

외부 -
46인치

내부 -
32인치

내부 -
43인치



매체 수량 사이즈(pixel) 운영방침 월 광고비

CU 
D/S

세로형

내부 32인치

1,500점포 이상 1,080*1,920
05:30~01:30(20시간)

1.5초 이미지, 1일 3,000회
5,000,000

구단위 집행 가능
(3개구 단위)

외부 46인치

CU D/S_이미지 광고

• 광고주 이미지 제공 / 실 집행 전 가능여부 확인 필요
• 집행 시점에 따라 수량 변동 가능성 有
• 게첨보고의 경우 3~5개 매장 전달

- 일반 영상 광고 사이 약 1.5초 정도 이미지 송출

- 1일 약 3,000회 노출되어 브랜딩 효과↑

(단위: KRW/ 1구좌/ vat별도)

<일반광고 → 이미지광고 → 일반광고>

이미지 송출 예시
외부 -

46인치
내부 -

32인치



매체 수량 사이즈(pixel) 운영방침
월 광고비

PKG

CU D/S

내부 32인치

1,500점포 이상 1,080*1,920
05:30~01:30(20시간)
15초 영상, 1일 40회

30,000,000 구단위 집행 불가외부 46인치

듀얼 포스기 내부 CU 전 점포 15,500단위 500*550
05:30~01:30(20시간)
10초 이미지, 1일 200회

CU D/S_듀얼 포스기 PKG

• 광고주 영상, 이미지 제공 / 실 집행 전 가능여부 확인 필요
• 음향지원 가능하나, 사운드 미지원 될 수 있음(주요 문구 자막처리 권장)
• 집행 시점에 따라 수량 변동 가능성 有
• 게첨보고의 경우 3~5개 매장 전달

- 듀얼 포스기의 경우 CU 전 매장 설치되어 커버리지 ↑

(단위: KRW/ 1구좌/ vat별도)

듀얼 포스기
외부 -

46인치
내부 -

32인치



매체 수량 사이즈(pixel) 운영방침
월 광고비

PKG

CU D/S

내부 32인치

1,500점포 이상 1,080*1,920
05:30~01:30(20시간)
15초 영상, 1일 40회

25,000,000 구단위 집행 불가외부 46인치

포스트박스 내부 10,000점포 이상 384*343
05:30~01:30(20시간)
10초 이미지, 1일 300회

CU D/S_포스트박스 PKG

• 광고주 영상, 이미지 제공 / 실 집행 전 가능여부 확인 필요
• 음향지원 가능하나, 사운드 미지원 될 수 있음(주요 문구 자막처리 권장)
• 집행 시점에 따라 수량 변동 가능성 有
• 게첨보고의 경우 3~5개 매장 전달

- 포스트박스의 경우 전국 13,500대 이상 설치되어 커버리지 ↑

- 편의점 택배 사용 고객 대상 노출

(단위: KRW/ 1구좌/ vat별도)

포스트박스
외부 -

46인치
내부 -

32인치



매체 수량 사이즈(pixel) 운영방침
월 광고비

PKG

CU D/S

내부 32인치

1,500점포 이상 1,080*1,920
05:30~01:30(20시간)
15초 영상, 1일 40회

협의 필요외부 46인치

PB상품 프로모션 최소 500,000개 이상 - -

CU D/S_PB상품 프로모션 PKG

• 광고주 영상, 이미지 제공 / 실 집행 전 가능여부 확인 필요
• 음향지원 가능하나, 사운드 미지원 될 수 있음(주요 문구 자막처리 권장)
• 집행 시점에 따라 수량 변동 가능성 有
• 게첨보고의 경우 3~5개 매장 전달

- CU PB상품인 도시락 등의 연계

- 게임, 문화, 공연 광고에 적합

(단위: KRW/ 1구좌/ vat별도)

PB상품 프로모션 예시
외부 -

46인치
내부 -

32인치





이성모 CEO

김정우이사
[ 경력 31년 ]

경영지원팀

조중선부장
[ 경력 11년 ]

매체·영업개발팀

김동현대리
[ 경력 4년 ]

신다슬과장
[ 경력 6년 ]

김선희대리
[ 경력 2년 ]

기획1팀 이주은대리
[ 경력 3년 ]

마상엽과장
[ 경력 5년 ]

조수현사원
[ 경력 1년 ]

기획2팀

정성민과장
[ 경력 7년 ]

김시래부사장
[ 플래닝&크리에이티브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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