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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기    간

장    소

주    최

주    관

후    원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9 

Global Game Exhibition, G-STAR 2019

BTC 11월 14일(목)~17일(일), 4일간

BTB 11월 14일(목)~16일(토), 3일간

BEXCO 전관 및 부산시 일원

(사)한국게임산업협회

지스타조직위원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행사
웰컴리셉션, 개막식, 국제게임 컨퍼런스(G-CON)
게임기업 채용박람회, 게임 투자마켓, 야외 이벤트 등

전시 구성

BTC 참가업체 부스, 프레스센터, 세미나룸, 지스타샵, 휴게공간 등

BTB
참가업체 부스, 인디쇼케이스, 비즈니스센터, 네트워크 라운지, 
바이어 라운지, G·CAFE, 컨퍼런스룸 등

야외 야외 이벤트 등

스폰서십을 통한 홍보는 일반 관람객 뿐만 아니라 해외 참가기업 및 바이어에게도 

인상적인 홍보 효과를 드릴 것입니다.

각종 미디어와 온-오프라인 홍보물이 총 망라된 지스타 2019 스폰서십은 아래 
일정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 정 내 용

7. 22(월)  스폰서십 신청 안내 공지 

7. 29(월) ~ 8. 2(금)
 패키지 스폰서십 신청 접수
 (Diamond, Platinum, Gold 스폰서)

8. 5(월) ~ 8. 9(금)
 개별 스폰서십 신청 접수
 (Festival, Rest Area, Program, Event, Title, Media 스폰서)

8. 13(화)  스폰서십 신청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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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폰서십 등급 및 제공 내역 

등급 요금
(VAT 별도)

제공 내역

패키지
스폰서

Diamond Sponsor
(Main) 3 억원

스폰서십 위치 우선 배정, 전시장 내외부, 옥외광고
인쇄/제작물, 공공 시설 등

Platinum Sponsor 1.5 억원
스폰서십 위치 우선 배정, 전시장 내외부, 옥외광고
인쇄/제작물, 공공 시설 등

Gold Sponsor 1 억원 전시장 내외부, 옥외광고, 제작물 공공시설 등

개별

스폰서

Festival Sponsor

1.5 억원
오디토리움 임대, 오디토리움 외벽 대형배너, 오디토리움-컨
벤션홀 이동통로 외부래핑(Festival 스폰서 우선 신청 접수)

6,000 만원 KNN 야외광장 임대, KNN 야외 대형배너

별도협의 전시장 인근 및 해운대 일원

Rest Area 

Sponsor

5,000 만원 제1전시장 카페 브랜딩

3,000 만원 제2전시장 카페 브랜딩 (1층)

2,000 만원 제2전시장 테라스 (2층)

5,000 만원 오디토리움 카페 브랜딩

3,000 만원 푸드트럭존 브랜딩

Program Sponsor
3,000 만원 웰컴리셉션 브랜딩

2,000 만원 BTB 네트워크 파티 브랜딩

Event Sponsor

2,000 만원~ 전시장 야외 이벤트
 *시간, 장소, 규모 등에 따라 별도협의

별도협의
전시장 인근

영화의 전당, 해운대 해수욕장, 구남로 등
부산시 전역 주요지

기타 부산역 광장플랫폼, 수서역 등

Title Sponsor 3,000 만원 온오프라인 광고물, 인쇄물 로고 노출

Media Sponsor 1 억원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지스타 홈페이지 내 플랫폼 제공, 
전시장 내외부, 옥외광고, 인쇄/제작물, 공공시설 로고 노출 등

※ 모든 스폰서십의 선정은 Diamond, Platinum, Gold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 Festival 스폰서는 e스포츠 행사 개최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 비참가사는 50% 할증된 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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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폰서십 상세 내역 ➀
구분 코드 세부내용 총수량 단가

(VAT 별도)

제1
전시장

야외

A-1 대형 배너 8 개소 15,000,000
A-2 야외 전시부스 (9X9) 8 개소 20,000,000
A-3 광장 브릿지 계단 래핑 1 식 15,000,000
A-4 야외 전광판(30”) 영상광고 - 5,000,000

내부

A-5 입구상단 로비 배너 1 식(9 개) 15,000,000
A-6 전시장내 휴게실 1 개소 20,000,000
A-7 로비 난간 브릿지 배너 1 식(6 면) 30,000,000
A-8 에스컬레이터 래핑 1 식(2 면) 10,000,000
A-9 로비 난간 래핑 (회의실방향) 1 식(12 면) 10,000,000
A-10 1 층 화장실 래핑 1 식 20,000,000

공중
보행로 내부

B-1 천정 배너 2 식(6 개/1 식) 20,000,000
B-2 BTB 게이트 래핑 (본관방향) 1 식(양면) 10,000,000
B-3 BTB 게이트 래핑 (신관방향) 1 식(양면) 10,000,000
B-4 바닥 래핑 1 식(10 개) 10,000,000

제2
전시장

야외

C-1 대형 배너 4 개소 15,000,000
C-2 야외 전시장 공간 (4×4) 2 개소 10,000,000
C-3 테라스 방향 계단 및 난간 1식 15,000,000
C-4 야외 입구 기둥 브랜딩 1식(3개) 10,000,000
C-5 야외 브릿지 현수막 4조(2개/1조) 5,000,000

내부

C-6 3 층 네트워크 라운지 1 개소 20,000,000
C-7 1 층 로비 난간 배너 1 식(6 개) 10,000,000
C-8 3 층 로비 천정 배너 1 식(양면 2 개) 10,000,000
C-9 3 층 야외 테라스 1 개소 15,000,000
C-10 바닥 래핑 1 식(3 개) 15,000,000
C-11 1,3 층 화장실 래핑 1 식 20,000,000
C-12 2층 난간 안내 현수막 1 식(2 개소) 5,000,000
C-13 3층 에스컬레이터 홍보물 1 식(2 개소) 15,000,000
C-14 3층 유리 배너 1 식(3 개) 10,000,000

옥외
광고

센텀호텔
D-1 전면 외벽 래핑 1 식 20,000,000
D-2 입구 외부 래핑 1 식 10,000,000

해운대 D-3 임시가설물★ 4 식(10 개/1 식) 30,000,000
셔틀버스 D-4 외부 래핑 1 식(20 대) 20,000,000
부산역 D-5 엘리베이터 2 식(4 면/1 식) 20,000,000

오디토리움
D-6 이동통로(지하철방향) 1 식 30,000,000
D-7 야외 구조물 2 식(10 개/1 식) 30,000,000

센텀시티역

D-8 입출구 상단 배너 1 식 15,000,000
D-9 입구 계단 래핑 1 식 20,000,000
D-10 1 번출구 와이드컬러 1 식(12 개) 10,000,000
D-11 내부 기둥 광고 1 식 50,000,000

주요지하철 D-12 스크린도어 광고 1 식 30,000,000
컨퍼런스 D-13 브랜딩 및 장치 별도협의 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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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폰서십 상세 내역 ➁
구분 코드 세부내용 총수량 단가

(VAT 별도)

인쇄/
제작물

디렉토리 E-1

광고➀★ 1 면 5,000,000

광고➁★ 1 면 4,000,000

광고➂★ 1 면 4,000,000

내지★ 1 면 2,000,000

지스타 특별판 E-2 광고★ 내지 3,000,000

바이어/프레스 E-3 목걸이★ 3,000 개/식 20,000,000

초대권 후면 E-4 광고★ 300,000 장/식 20,000,000

지스타 맵 E-5 광고★ 200,000 장/식 5,000,000

리플렛 E-6 광고★ 50,000 장/식 5,000,000

입장권 E-7 광고★ 250,000 장/식 20,000,000

Festival 

오디토리움 

F-1 오디토리움 임대 1 개소 150,000,000

F-2 외벽 대형배너 (광장방향) 1 식 10,000,000

F-3 컨벤션홀-오디토리움 통로 래핑 1 식 30,000,000

KNN
F-4 KNN 야외광장 임대 1 개소 40,000,000

F-5 KNN 야외 대형배너 2 식 5,000,000

기타 F-6 전시장 인근 및 해운대 일원 별도협의 별도협의

Rest
Area

제1전시장 카페 G-1 참가업체 브랜딩 1 식 50,000,000

제2전시장 카페 G-2 참가업체 브랜딩 1 식 30,000,000

제2전시장 
테라스(2층)

G-3 참가업체 브랜딩 1 식 20,000,000

오디토리움 카페 G-4 참가업체 브랜딩 1 식 50,000,000

푸드트럭존 G-5 참가업체 브랜딩 1 식 30,000,000

Program 
웰컴 리셉션 H-1 참가업체 브랜딩 1 식 30,000,000

네트워크 파티 H-2 참가업체 브랜딩 1 식 20,000,000

Event

전시장 J-1 야외 이벤트 * 시간, 장소, 규모에 따라 별도협의 20,000,000~

전시장 인근

J-2 영화의 전당

별도협의 별도협의

J-3 해운대 해수욕장

J-4 구남로

J-5 부산시 전역 주요지

기타
J-6 부산역 광장플랫폼

J-7 수서역

Title
로고노출

인쇄물 L-1 디렉토리, 데일리, 맵, 리플렛, 초대권

30,000,000

영상물 L-2 옥내외 홍보/결과 영상

온라인 L-3 지스타 공식홈페이지 및 SNS

장치물 L-4 전시장 입구 현황판, 프레스룸 등

옥외광고 L-5 지스타 옥내외 광고물

※ 모든 스폰서십의 선정은 Diamond, Platinum, Gold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 Festival 스폰서는 e스포츠 행사 개최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 비참가사는 50% 할증된 요금 적용
※ ★표시는 제작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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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폰서십 스팟 안내

A Spot

  

  

   

B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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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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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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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폰서십 유형

구 분 내 용

Diamond(Main) Sponsor
·스폰서별 신청 내역의 선택은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중복신청 시 아래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선정
·비선택항목은 개별 스폰서십으로 전환
·선택 후 취소불가
·스폰서 선정 후 별도의 조정기간 진행, 개별 스폰서십 

추가 우선권 부여 (조정기간 이후 우선권 없음)

Platinum Sponsor

Gold Sponsor

Festival Sponsor
·Festival 스폰서는 e스포츠 행사 개최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Rest Area Sponsor

·Diamond(Main), Platinum, Gold, Festival Sponsor 
  확정 후, 개별접수

Program Sponsor

Event Sponsor

Individual Sponsor

※ 일부 항목 설치비 및 제작비 별도 

2. 선정기준 및 방법

가. 패키지 스폰서 (Diamond, Platinum, Gold)

1) 1순위 비교 : 지스타 2019 부스 참가 규모 (자회사 등 계열사 부스 규모 제외)

2) 2순위 비교 : 기본 스폰서십 선택 규모 (선택 개수 비교)

3) 3순위 비교 : 추가 스폰서십 선택 규모 (추가 선택 개수 비교) 

4) 4순위 비교 : 전년도 스폰서십 신청 규모

5) 5순위 비교 : 지스타 전시회 총 참가 횟수

6) 6순위 비교 : 지스타 2019 부스 참가 신청 일자

7) 위 모든 사항이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

나. 개별 스폰서

1) 1순위 비교 : 영역 별 참가사 - ➀BTC, ➁BTB

2) 2순위 비교 : 참가 부스 규모

3) 3순위 비교 : 개별 스폰서십 선택 규모 (신청 개수) 

4) 위 모든 사항이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 

※ 모든 스폰서십의 선정은 Diamond, Platinum, Gold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 비참가사의 경우, 지스타 조직위원회로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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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폰서십 진행 프로세스 및 주의사항

가. 신청 및 접수

1) 신청 희망 시, 지스타 사무국에 신청서를 요청

2) 신청서 출력, 작성, 날인 후 이를 스캔하여 지스타 사무국에 e-mail을 통해 제출

3) 주의 사항

  ㅇ 접수는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진행 (마감 후 접수 불가)

  ㅇ 접수 후, 신청기업은 유선 전화 등을 통하여 지스타 사무국에 접수 여부 확인

  ㅇ 신청기업의 접수 여부 미확인을 통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지스타 사무국은 

책임지지 않음

나. 운영 규정 확인

모든 스폰서십 내역은 관련된 운영 규정을 준수해 진행되어야 함      

  * [지스타 2019 스폰서십 참가 규정 및 계약 조건(신청서 상 명기)]에 관련 규정 참조

다. 참가비 납입

지스타 사무국의 참가 승인 후, 지정된 일정에 참가비 납입

  * [지스타 2019 스폰서십 참가규정 및 계약 조건(신청서 상 명기)]에 관련 규정 참조

라. 위치 선정

다수의 기업이 신청 가능한 내역(야외 대형 배너 등)의 위치는 상호 합의를 우선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시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

[접수 이메일]

E-mail : sponsorship@gstar.or.kr

[문 의]

한국게임산업협회 김민관 팀장 

Tel : 02-6203-1996

지스타 사무국 김종완 부장

Tel : 02-6203-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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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공 내역

방송, 인쇄매체 미디어 지상파, 케이블, 신문, 뉴스 인터뷰(전국포함)
프로그램 출연, 언론 및 미디어 방송, 인터뷰 우선 진행

제 1 전시장

야외
[A-1] 대형 배너 [A-3] 광장 브릿지 계단 래핑

[A-2] 야외 전시부스 [A-4] 야외 전광판(30”) 영상광고 

내부
[A-5] 입구상단 로비 배너 [A-8] 에스컬레이터 래핑 

[A-7] 로비 난간 브릿지 배너 [A-10] 1 층 화장실 래핑 

공중보행로 내부 [B-1] 천정 배너 [B-4] 바닥 래핑 

제 2 전시장 내부
[C-8] 3 층 로비 천정 배너 [C-11] 1,3 층 화장실 래핑

[C-10] 바닥 래핑 

기타

옥외광고

[D-1] 센텀호텔 전면 외벽 래핑 [D-4] 셔틀버스 외부 래핑 

[D-2] 센텀호텔 입구 외부 래핑 [D-5] 부산역 엘리베이터

[D-3] 해운대 임시가설물 [D-7] 오디토리움 야외 구조물

인쇄/
제작물

[E-1] 디렉토리 [E-5] 지스타 맵

[E-2] 지스타 특별판 [E-6] 리플렛

[E-3] 목걸이 [E-7] 입장권

[E-4] 초대권

로고노출 버스/택시 승강장, 육교현판, 가로등 배너, 수영교 깃발, 부산시청, 도시
고속도로, 관공서 전광판, 지정 호텔(센텀호텔, 그랜드호텔) 현수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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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공 내역

방송, 인쇄매체 미디어
지상파, 케이블, 신문, 뉴스 인터뷰(전국포함)
프로그램 출연, 언론 및 미디어 방송, 인터뷰 우선 진행

제 1 전시장
야외

[A-1] 대형 배너 

[A-2] 야외 전시부스 (9X9) 

[A-4] 야외 전광판(30”) 영상광고 

내부 [A-9] 로비 난간 래핑 (회의실) 

공중보행로 내부 [B-1] 천정 배너

제 2 전시장

야외
[C-1] 대형 배너

[C-2] 야외 전시장 공간 (4×4) 

내부
[C-7] 1 층 로비 난간 배너

[C-9] 3 층 야외 테라스 

기타

옥외광고

[D-3] 해운대 임시가설물

[D-5] 부산역 엘리베이터

[D-7] 오디토리움 야외 구조물

[D-10] 센텀시티역 1 번출구 와이드컬러

[D-12] 주요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인쇄/
제작물

[E-1] 디렉토리

[E-2] 지스타 특별판

[E-5] 지스타 맵

[E-6]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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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공 내역

방송, 인쇄매체 미디어 지상파, 케이블, 신문, 뉴스 인터뷰(전국포함)
프로그램 출연, 언론 및 미디어 방송, 인터뷰 우선 진행

제 1 전시장 야외
[A-2] 야외 전시부스

[A-4] 야외 전광판(30”) 영상광고 

제 2 전시장 내부
[C-12] 2 층 난간 안내 현수막 

[C-13] 3 층 에스컬레이터  

기타 옥외광고
[D-3] 해운대 임시가설물

[D-7] 오디토리움 야외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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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공 내역

오디토리움

내부 [F-1] 오디토리움 임대

외부
[F-2] 외벽 대형배너 (광장방향)

[F-3] 컨벤션홀-오디토리움 통로 래핑 (광장방향)

KNN
내부 [F-4] KNN 야외광장 임대

외부 [F-5] KNN 야외 대형배너

기타 외부 [F-6] 전시장 인근 및 해운대 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