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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 치과 / 의원 등
시술 및 치료 홍보

병원 마케팅을 위한
홍보 제작물

[의료진 소개 등]

피부, 다이어트, 헤어
등

미용 관련 홍보

의료기기, 의약품의
제품 홍보

상단 사이니지의 사용처와 용도

이브이케어 사이니지란?
이브이케어에서 납품한 키오스크를 공공 장소나 의료기관에 설치해
광고 및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전용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 2 3

광고 예약
(최소 1주일 전)

소재 제출
(문구, 광고 이미지)

디자인
검수 및 컨펌

4

광고 집행

키오스크 상단 모니터 광고 집행 프로세스 안내

광고 진행 절차

연속성 있는 광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방식에 따라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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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장의 사진을 넣으면
슬라이드 효과로 효과 만점!
홍보하고 싶은 사진을 여러 장 넣어 다양한
슬라이드 효과로 눈에 띄는 병원 내 광고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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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출 화면 > 위치

병원 내 설치 된 키오스크의 상단 모니터 부분에 노출됩니다.
* 노출 시간 (기간 설정, 시간 설정) 조정 가능

5



2. 세로형 템플릿 – 의료진 소개

> 원하시는 템플릿 제작해 드립니다!

제공되는 템플릿 이외에 특별한 템플릿 제작이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연락 주시면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템플릿 제작 문의 (031-602-7396  / help@evcare.co.kr)
본 서비스는 디자인 제작이 아닌 템플릿 제작 서비스 입니다.
* 서비스 요청 시, 기존 템플릿으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 경우, 제작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A타입 B타입 C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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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전달 요소 – 의료진 소개

내용 확인 후 가이드에 맞게 전달해 주세요.

1
의료진 프로필 이미지 1개
· 파일 유형 : JPG, JPEG, PNG
· 권장 해상도 : 1200X628 pixels 이상
· 최대 이미지 파일 크기 : 30Mb 이하

2 병원 로고
· AI 파일 (일러스트 파일)

3 의료진 명
· 최대 20자 (한글, 영문, 숫자, 특수문자, 공백 포함)

4 의료진 소개
· 의료진 소개 내용 (전문분야 / 진료 과목 등)

5 프로필
· 의료진의 프로필 제공

예시 : 의료진 소개(1080X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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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로형 템플릿– 병원 진료과 안내

A타입 B타입 C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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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는 템플릿 제작해 드립니다!

제공되는 템플릿 이외에 특별한 템플릿 제작이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연락 주시면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템플릿 제작 문의 (031-602-7396  / help@evcare.co.kr)
본 서비스는 디자인 제작이 아닌 템플릿 제작 서비스 입니다.
* 서비스 요청 시, 기존 템플릿으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 경우, 제작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필수 전달 요소 – 병원 진료과 안내

내용 확인 후 가이드에 맞게 전달해 주세요.

1 진료과 안내 내용
· 최대 17줄

2 병원 로고
· AI 파일 (일러스트 파일)

3 하단 문구 (옵션)

예시 : 진료과 안내(1080X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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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로형 템플릿 – 인증 의료기관

A타입 B타입 C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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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는 템플릿 제작해 드립니다!

제공되는 템플릿 이외에 특별한 템플릿 제작이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연락 주시면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템플릿 제작 문의 (031-602-7396  / help@evcare.co.kr)
본 서비스는 디자인 제작이 아닌 템플릿 제작 서비스 입니다.
* 서비스 요청 시, 기존 템플릿으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 경우, 제작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필수 전달 요소 – 인증 의료기관

내용 확인 후 가이드에 맞게 전달해 주세요.

1 상단 문구

2 병원 로고
· AI 파일 (일러스트 파일)

3 하단 문구 (옵션)

예시 : 인증 의료기관 안내(1080X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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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재 제작 가이드 > 이미지 공통 가이드

광고용 이미지 제작 시 아래 가이드를 준수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광고집행
공통 가이드

· 해상도와 가독성이 떨어지는 이미지 사용 불가
└ 저해상도 이미지, 주요 오브젝트가 잘린 이미지, 식별이 불가능한 이미지 등

· 이미지 형태가 왜곡된 이미지 사용 불가
└ 주요 오브젝트의 비율이나 형태가 왜곡된 이미지, 블러(흐림 효과) 및 모자이크 처리된 이미지 등

· 이용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 사용 불가
└ 선정적 이미지, 폭력적인 이미지, 전/후 비교 이미지, 청소년 유해물(주류, 담배 등) 이미지 등

· 신체 부위 노출 시 해당 소재 지면의 50% 이상은 노출 불가, 특정 부위만 노출 불가
└ 특정 부위가 강조된 이미지 등

· 광고 소재에 사실 보도와 오인할 수 있는 형식의 이미지 사용 불가
└ 방송사 화면, 뉴스 화면, 신문 기사 등과 유사한 형태의 이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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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이케어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

대표 전화 :  031-602-7396  

팩스 : 0303-3444-7396 

문의 : help@evcare.co.kr | www.evcare.co.kr

EVCARE Co., LTD.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