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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부산 문화예술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LET'S CREATE THE FUTURE OF BUSAN FILM AND CULTURE WITH US.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부산의 랜드마크 '영화의전당'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영화의전당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메세나 활동은
영화예술인 인재양성, 영화·공연 제작지원, 사회공헌 등 문화산업 확산
에 기여할 것입니다. 영상문화예술의 감동이 가득한 행복한 문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기업 및 기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장 | (재)영화의전당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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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소개 | 대표연혁

HIGHLIGHTS
2011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

(재)영화의전당 개관

2012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부산의 랜드마크

빅루프, 세계 최장
컨틸레버 지붕 기네스북 등재

2014

2019년 부산 최다
영화/드라마 촬영지 선정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화행사 유치

2018 / 2020
문화예술기관 최초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 / 재인증

2019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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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만명의
관람객 방문

4년 연속(2017, 2018, 2019, 2020)
KOREA Unique Venue 선정

영화의전당 소개 | 시설현황

FACILITY

a 시네마운틴

CINEMOUNTAIN

c 스몰루프

공연장, 영화관, 공연부대시설

f 빅루프

Small Roof

시네마운틴과 비프힐을
연결하는 야외극장의 지붕.

ㆍ하늘연극장 (841석)

단 하나의 기둥으로 지탱하는
캔틸레버 구조의 건축물
세계 최장의 지붕으로 기네스북 등재.

ㆍ중극장 (413석)
ㆍ소극장 (212석)

d 야외극장

ㆍ시네마테크 (212석)

Big Roof

ㆍSize 162.5m X 60.8m / 23,142조의 LED.

BIFF Theatre

4천여석 규모 야외극장
야외스크린 24m X 13m

b 야외광장

DURERAUM Square

g 비프힐

e 더블콘

야외 전시행사 및 고객 편의 공간 제공

DOUBLE CONE

영화관, 교육시설, 부대시설,
전시장(다목적홀), 임대시설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d

BIFF HILL

g

c
a
f

b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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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소개 | 영화의전당 협찬 및 후원 강점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자부심,
영화의전당!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기업회의 명소 인증!

영화, 공연, 전시,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한 곳에!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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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소개 | 영화의전당 주요사업

영화

교육

공연

공익 사업

기타 사업

대중영화

영화아카데미

11시 음악회

수요야외상영회

필름아카이브

고전·예술·독립영화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한낮의 유U;콘서트

토요야외콘서트

자료실

문화교류영화제

영상장비 대여

야외 콘서트

찾아가는 영화관

견학프로그램

시네클럽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국내외 우수공연 유치

가치봄 상영회

임대

특별강연

문화예술아카데미

부산국제연극제

시니어극장

시네도슨트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영화사랑방

무대인사/GV

영화음악축제

DVD 상영

각종시사회

문화가있는날
문화나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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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협찬 및 후원 안내 | 영화의전당 협찬 및 후원 구조

문화예술기관과 기업,
모두의 가치 창출을 위한
행복한 동행

영화의전당 협찬 및 메세나 후원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최대의 홍보효과, 다양한 혜택과 함께 하십시오!

양질의
콘텐츠 개발

기업가치
창출

BENEFIT

경쟁력 있는
창작자 발굴

영화의전당

문화 공간
제공
문화소외계층
향유기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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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홍보효과
창출

기업

후원 및 협찬
영화의전당
각종 혜택

BENEFIT

문화 콘텐츠
제공

영화의전당 협찬 및 후원 안내 | 영화의전당 협찬 및 후원 리스트

영화의전당
협찬 및 메세나
리스트

영화, 공연, 예술,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어
파트너쉽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극장/시설 네이밍 협찬

개별 프로그램 협찬

트레일러 광고 협찬

메세나 후원 | BIFF 공동사업

영화의전당 내 영화관, 공연장 등의 시설을

1년 365일 펼쳐지는 영화의전당 각종

주목성이 가장 높은 영화상영 전 광고 노출로

부산국제영화제 공동혜택은 물론,

협찬기업명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함과

행사 프로그램들의 메인 타이틀과 함께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대상 선택과

영화의전당 핵심 요소들로 노출되는 홍보

다양한 부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홍보혜택을 경험하십시오.

효율적인 마케팅 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템과 각종 매력적인 기업 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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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협찬 및 후원 안내 | 네이밍 협찬

중극장 | 소극장
CINEMA I, CINEMA II

대중영화 상영 및 시사회가
열리는 상영관

NAMING
SPONSOR

하늘연극장
HANEULYEON THEATRE

극장 및 시설
네이밍 협찬

841석, 모든 장르의
공연 및 영화를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공연장

야외극장
| 기간, 금액, 명칭 협의가능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부산 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BIFF THEATRE

국내 최대 스크린을 자랑하는
4천여석 규모의 야외극장

건강한 기업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Naming Sponsor를 제안합니다.

라운지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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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및 공연장 대기공간,
고객 편의를 위한 다목적 휴게공간

영화의전당 협찬 및 후원 안내 | 네이밍 협찬 | 네이밍 협찬 예시

극장 네이밍 협찬 예

라운지 네이밍 협찬 예

극장명 안내사인 노출

라운지 안내사인 노출

영화의전당 내 관련 시설의 모든 안내사인이 극장 명명권 협의에 따른 명칭으로 전면 교체됩니다.

라운지 명명권 협의에 따른 명칭으로 전면 교체됩니다.

홍보물, 보도자료 등 극장명 노출

라운지 특성에 맞는 기업 홍보 전략 모색

모든 포스터, 리플렛 등의 인쇄물과 각종 행사 보도자료 및 방송 등을 통해 극장명이 노출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입장 전 대기공간 및 휴게공간에 기업 홍보목적을 위한 전략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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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협찬 및 후원 안내 | 개별 프로그램 협찬

영화
MOVIE

야외상영회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까지 문화 복지 증진 및
문화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PROGRAM
SPONSOR

개별 프로그램 협찬

교육
ACADEMY

영화ㆍ영상 인력양성 프로그램.
매년 50개 이상의 강좌 개설,
6,000여 명 이상이 수료

공연
PERFORMANCE

발레, 뮤지컬, 연주회, 콘서트 등
다양한 기획공연 연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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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협찬 및 후원 안내 | 개별 프로그램 협찬 | 영화/교육 프로그램 협찬비용 및 혜택

영화 프로그램
MOVIE

야외상영회

찾아가는 영화관

협찬비용

연간 협찬 | 5천 만원 / 회당 협찬 | 5백 만원 (VAT별도)

연간 협찬 | 5천 만원 / 회당 협찬 | 5백 만원 (VAT별도)

연간협찬 혜택

ㆍ인쇄물 협찬사 로고 게재

ㆍ상영 전 협찬사 로고 노출

ㆍ야외홍보물 협찬사 로고 노출
- 야외극장 스크린 하단 대형 현수막 및 실내 배너

ㆍ상영 전/후 협찬사 광고 송출
- 30초 기준, 일 10회 이상 / 전체 150회 이상(상영횟수 15회 예정)

ㆍ상영 전 협찬사 로고 노출

- 공동주최 타이틀 제공

ㆍ상영 전 협찬사 광고 송출 3회
ㆍ상영당일 행사장 협찬사 상품 홍보 가능
ㆍ이벤트시 협찬사 로고 노출
ㆍ온라인 뉴스레터, 홈페이지, SNS, SMS 노출

ㆍ상영당일 야외극장 기업 및 상품 부스 설치 가능(협의사항)
ㆍ이벤트시 협찬사 로고 노출
ㆍ온라인 뉴스레터, 홈페이지, SNS, SMS 노출

회당협찬 혜택

ㆍ상영 전후 협찬사 광고 송출
- 30초 기준, 일 10회 이상

ㆍ상영 전 협찬사 로고 노출
- 공동주최 타이틀 제공

ㆍ상영 전 협찬사 로고 노출

ㆍ상영 전 협찬사 광고 송출 3회

ㆍ상영당일 야외극장 기업 및 상품 부스 설치 가능(협의사항)

ㆍ상영당일 행사장 협찬사 상품 홍보 가능

ㆍ이벤트시 협찬사 로고 노출

ㆍ이벤트시 협찬사 로고 노출

ㆍ온라인 뉴스레터 1회 노출

ㆍ온라인 뉴스레터 1회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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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ACADEMY

영화 아카데미 (연중 평균 총 30회 강좌 소개 - 이론 및 실기강좌)

예술 아카데미 (연중 평균 총 12회 강좌 소개 - 이론 및 실기강좌)

협찬비용

연간 협찬 | 1억 원 / 강좌당 협찬 | 5백 만원 (VAT별도)

연간 협찬 | 1억 원 / 강좌당 협찬 | 5백 만원 (VAT별도)

협찬 혜택

ㆍ강좌명에 협찬사명 타이틀 제공 (강좌당 4회~10회)

ㆍ강좌명에 협찬사면 타이틀 제공 (강좌당 평균 8회~10회)

- 제작워크숍 강좌의 경우 완성작품 엔딩크레딧에 협찬사 로고 노출(국내외 다수 영화제 진출)

ㆍ수강생들에게 협찬사 상품 제공 가능(협의사항)

ㆍ수강생들에게 협찬사 상품 제공 가능(협의사항)

ㆍ해당 강좌 임직원 무료 수강 가능

ㆍ해당 강좌 임직원(5명) 무료 수강 가능

ㆍ협찬사 명의의 특정 대상 특별강좌 진행 가능

ㆍ협찬사 명의의 특정 대상 특별강좌 진행 가능

ㆍ임직원 기획공연 할인 제공(협의사항)

ㆍ강좌 기념품에 협찬사 로고 부착

ㆍ(연간협찬) 온라인 뉴스레터, 홈페이지, SNS, SMS 노출

ㆍ(연간협찬) 온라인 뉴스레터, 홈페이지, SNS, SMS 노출

ㆍ(회당협찬) 온라인 뉴스레터 1회 노출

ㆍ(회당협찬) 온라인 뉴스레터 1회 노출

공연 프로그램

PERFORMANCE

11시 음악회

토요야외콘서트

협찬비용

연간협찬 | 1억 원 / 회당협찬 | 1천 만원 (VAT별도)

연간협찬 | 1억 원 / 회당협찬 | 1천 만원 (VAT별도)

협찬 혜택

ㆍ포스터, 프로그램북 등 모든 인쇄물 협찬사명 타이틀 제공

ㆍ포스터, 프로그램북 등 모든 인쇄물 협찬사명 타이틀 제공

ㆍ공연 당일 하늘연극장 로비 활용 상품 홍보

ㆍ공연 당일 하늘연극장 로비 활용 상품 홍보

ㆍ임직원 초청을 위한 입장권 제공(회당 최대 300매)

ㆍ임직원 초청을 위한 입장권 제공(회당 최대 300매)

ㆍ사원 또는 사원 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ㆍ사원 또는 사원 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ㆍ협찬기업 명의의 소외계층 초청 공연 가능

ㆍ협찬기업 명의의 소외계층 초청 공연 가능

ㆍ문화접대비 3% 초과시 한도액의 10% 손비 인정

ㆍ문화접대비 3% 초과시 한도액의 10% 손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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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협찬 및 후원 안내 | 트레일러 광고

SCREEN
TRAILER

트레일러 광고
| 연간 일정 금액 협찬 (1억 원, VAT별도)
집중도가 가장 높은 상영 직전 타임에
스크린을 통해 제공되는 티저 트레일러 광고로
목표 이상의 효과를 선점하십시오.

ㆍ상영관 4개관, 상영전 30초 광고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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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협찬 및 후원 안내 | 메세나후원

MECENAT
SPONSOR

메세나 후원
| BIFF 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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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협찬 및 후원 안내 | 메세나후원 | 비용 및 혜택

메세나 후원 비용 및 혜택

후원금액
영화의전당
후원혜택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일천 만원 (10,000,000원)

삼천 만원 (30,000,000원)

ㆍ온라인 뉴스레터 내 로고 노출

ㆍ온라인 뉴스레터 내 로고 노출

ㆍ시설 내 TV 로고 노출

ㆍ시설 내 TV 로고 노출

ㆍ영화의전당 홈페이지 로고 게재 및 후원사 링크서비스 제공

ㆍ영화의전당 홈페이지 로고 게재 및 후원사 링크서비스 제공

ㆍ영화의전당 프리미엄 회원권 1인 제공

ㆍ영화의전당 프리미엄 회원권 1인 제공

ㆍ영화의전당 시사회 연간 4회(총 40매) 제공

ㆍ영화의전당 시사회 연간 4회(총 40매) 제공

ㆍ영화의전당 영화 관람권 총 100매 제공

ㆍ영화의전당 영화 관람권 총 200매 제공

ㆍ메세나 기업 문화행사 시 상영시간 외 3시간 대관 무료(영화 단독 관람료 제외)

ㆍ메세나 기업 문화행사 시 상영시간 외 3시간 대관 무료
ㆍ메세나 기업 단독 관람(상/하반기 각 1회) 무료 제공
ㆍ차량 1대 무료주차
ㆍ메세나 기업 직원 아카데미 50%할인

BIFF
공통 혜택

ㆍ부산국제영화제 티켓 카탈로그 광고 1면 게재

ㆍ부산국제영화제 티켓 카탈로그 광고 1면 게재

ㆍ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 로고 게재 및 링크서비스 제공

ㆍ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 로고 게재 및 링크서비스 제공

ㆍ부산국제영화제 개/폐막식 및 리셉션 초대(기업 대표자 외 1인 포함)

ㆍ부산국제영화제 개/폐막식 및 리셉션 초대(기업 대표자 외 1인 포함)

ㆍ부산국제영화제 배지 2개 제공

ㆍ부산국제영화제 배지 2개 제공

ㆍ부산국제영화제 티켓 200매 제공(야외극장)

ㆍ부산국제영화제 티켓 200매 제공(야외극장)

ㆍ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시상 행사 참여(메세나 기업 중 대표 1인)

ㆍ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시상 행사 참여(메세나 기업 중 대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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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공연·문화예술 산업의 미래를 위해
귀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화의전당

| 홍보마케팅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영화의전당
t 051. 780. 6140 | 051. 780. 6144
e goldmt0113@naver.com

각종 혜택은 상황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조정 및 중단이 필요할 경우,
부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함께 즐기는 영상복합문화공간, 영화의전당
새로운 10년을 더욱 빛내기 위해 준비합니다.

THE CITY OF CULTURE, ART, AND FILM FOR ALL.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영화의전당

www.durerau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