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 study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 삼성 스마트 LED 사이니지

Overview

제품 상세 소개

국내 세로형 LED 사이니지 중 최대 규모로 자연스러운 곡면
으로 연결

초고해상도와 9,000nit의 밝기로 외부 환경의 영향 없이 뛰
어난 가시성 확보

초고도 영상 재생률로 하루 18시간 동안 끊김 없이 안정적
으로 미디어 콘텐츠 재생

실내형 LED 사이니지는 화면간 경계 없이 원하는 형태와 규
모로 설치 가능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된 삼성동 일대에 또 하나의 웅장한 옥외 전광판이 등장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외벽에 설치된 초대형 

LED 사이니지가 그 주인공이다. 건물과의 일체감을 위해 세로형으로 특화된 이 사이니지는 가로 37.4m, 세로 36.1m의 크기로 국내 세로형 LED 사이니

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외벽 두 면에 걸쳐 곡면 형태로 연결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은 면세점 최초로 럭셔리 뷰티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단순한 쇼핑을 넘어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2019년 2

월 삼성전자의 스마트 LED 사이니지를 선보이며 인근의 호텔, 카지노, 한류문화 콘텐츠 공간을 포함한 관광산업 시설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압도적인 영상 구현력으로 도심 속 영상 갤러리를 완성하다



고객 도입 효과

차별화된 고화질 콘텐츠로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 제안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은 삼성 스마트 LED 사이니지와 함께 기

존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의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며 고품격 라이프스

타일을 제안한다. 또한,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철저한 사후 관리와 강도 

높은 품질 테스트를 통해 안정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구동하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차별화된 사이니지를 설

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매력적인 세로형 특화 콘텐츠를 선보이

며,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의 

스마트 LED 사이니지가 삼성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일대를 대표

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삼성 LED 사이니지가 제안하는 신개념 미디어 아트

면세점 내부의 10층에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줄리안 오피(Julian Opie)

의 작품이 전시된 대형 미디어월을 조성하여 프리미엄 공간을 꾸몄다. 

삼성 실내형 LED 사이니지 IF시리즈는 소자 간격 2.5mm의 픽셀 피치

와 5,000:1의 명암비로 근거리에서 보아도 선명하고 완벽한 화질을 구

현한다. 또한 베젤이 없어 화면간 경계 없이 원하는 형태와규모로 설

치가 가능하는 장점으로 가로로 긴 독특한 형태의 대형 캔버스를 꾸몄

솔루션

 

위 내용은 삼성닷컴 비즈니스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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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집중도를 극대화한 세로형 특화 콘텐츠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의 LED 사이니지는 세로 형태의 옥외광

고물로 영상 뷰의 집중도를 극대화시키고 건물과의 일체감을 더했다. 

이는 영상 제작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비주얼 크리에이티브를 보다 효

과적으로 강조하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건물 외관 

디자인 요소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한다. 

자연스러운 곡면으로 연결된 LED 사이니지에서는 세로형에서만 구현 

가능한 특화 콘텐츠와 함께 3D형 영상, 세계 주요 도시 날씨, K-POP 관

련 영상 등을 재생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전달하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의 외벽에 적용된 삼성 실외용 프리미엄 

LED 사이니지는 선명한 3,616X3,488 픽셀의 초고해상도와 9,000nit

작품 : Julian Opie – Walking in Samseong-dong

다. 이는 작가의 작품 의도를 완벽하게 표현하여 공간의 품격을 더할 뿐만 아니라, 방문객을 사로잡는 감각적인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고 있다.

한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작년 코엑스 SM타운 외벽에 설치된 초대형 LED 사이니지와 연계해 다양한 시도를 선보이고 있다. 두 대형 LED 사이니지에서

는 향후에도 독창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콘텐츠를 시도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의 밝기로 다양한 날씨 환경에 관계 없이 뛰어난 가시성으로 영상을 구동한다. 또한 초고도의 49,920Hz 재생률은 영상 콘텐츠가 송출되는 하루 18시간 

동안 끊김 걱정 없이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재생하며, 상업과 예술 영상 송출에 있어 최고 품질을 자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