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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현수막 디자인 

곡성군
행정ㆍ상업용
현수막디자인

가이드라인1. 현수막 규격 

ㆍㆍ

ㆍ가로 600 X 세로 70 (cm) [우측 여백 25cm 요망]

ㆍ현수막 2안 

ㆍ현수막 1안 

ㆍHeadline

ㆍBodycopy

ㆍ색채는 4색 이하 사용 
ㆍ바탕색은 저채도, 저명도의 무채색 권장(원색금지) 
ㆍ글자색은 원색사용 금지
 

ㆍ신뢰도와 정보 전달력을 우선으로 간결하면서 직관적인 
   디자인 
ㆍ명도 대비를 통해 인지성을 높이는 디자인 
ㆍ채도와 명도가 낮은 바탕색 적용으로 주변경관과 조화
ㆍ픽토그램 또는 업체의 심볼 적용으로 직관력을 높인 정보전달  
  

2. 색채 

ㆍ주 광고내용 / 보조 광고내용 순서로 구성 
ㆍ주 광고 : 시인성이 강한 서체 및 색채 사용 권장(원색 금지)
ㆍ보조 광고 : 주 광고 보다 작은 글자 및 명도, 채도가 낮은 
                    색채사용

ㆍ본 픽토그램은 곡성군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광고주에
   제안하며 용도는 심볼이나 로고 등이 없는 광고주에게 권장
ㆍ현수막디자인에 적용되는 픽토그램은 기본형이 아닌 
   심볼형을 적용 
ㆍ국가표준픽토그램 적용 권장   

ㆍ의료예시 ㆍ기타예시 

ㆍ식당예시  

3. 구성 

ㆍ주 광고 : 내용은 길지 않고 간결하게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작성    
ㆍ보조 광고 : 일시, 장소, 전화번호, 기간만 표기
ㆍ반드시 추가 해야 할 내용인 경우 미래혁신과 경관디자인팀과
   협의

ㆍ주 광고내용  : 가로 35cm 이내,  세로 40cm 이하로 표기
ㆍ보조 광고내용  : 높이 15cm 이내로 표기 

4. 내용  

6. 서체 

7. 표기방법 (가로형)  

8. 픽토그램 적용OX OX

5. 크기  

글자폭 최대 40% 

광고대행사업의 로고 및 CI사용(대표상표 가능)

 곡성 흑돼지찜, 돼지구이, 찌게 
061)363-0000  함께할 가족을 구합니다. 

 곡성 기차마을 펜션 전화 : 061)363-0000
위치 : 곡성읍내   

전화 : 061)363-0000,010-0000-0000
위치 : 곡성읍내   

전화 : 061)363-0000    위치 : 곡성읍내   

 곡성 돼지구이와 국밥

동물 전문병원 

광고대행사업의 로고 및 CI사용(대표상표 가능)

설치시 게시대 양쪽 끝단과 정확히 맞춤 
광고대행사업체 상징색 사용  

광고대행사업체 상징색 사용  

주요문자 (가운데 정렬) 

글자폭 40%범위내에서 
보조문자 2단 가능 

광고대행사업체 상징색 사용  
광고대상업주의 대표글씨 사용가능 

보조문자(하단배치 가운데정렬) 

보조박스, 
도형을 활용하여 강조

주요표기내용       
로고 

보조표기내용     

0.7m

1.0m 0.25m 0.25m4.5m

주요표기내용       로고 보조표기내용     

0.25m1.0m 3.0m 1.5m0.25m

0.7m

글자폭 
최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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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용 현수막 디자인 

1. 현수막 규격 

ㆍ가로 600 X 세로 70 (cm) [우측 여백 25cm 요망]
    - 현수막 지정게시대 크기 
ㆍ장소 등에 따라 크기변형은 가능하나 비율은 유지 

ㆍ현수막 3안 

ㆍ현수막 1안 
ㆍ세로형 현수막 (가로 130x 세로 800cm)

ㆍ가로등 현수기 (가로 60x 세로 180cm)

ㆍ현수막 2안 

ㆍHeadline

ㆍBodycopy

ㆍ색채는 4색 이하 사용 
ㆍ바탕색은 저채도, 저명도의 무채색 권장(원색금지) 
ㆍ글자색은 원색 사용 금지
 

2. 색채 

ㆍ주 광고내용 / 보조 광고내용 순서로 구성 
ㆍ주 광고 : 시인성이 강한 서체 및 색채사용 권장(원색 금지)
ㆍ보조 광고 : 주 광고 보다 작은 글자 및 명도, 채도가 낮은 
                   색채 사용

3. 구성 

ㆍ주 광고 : 내용은 길지 않고 간결하게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작성    
ㆍ보조 광고 : 일시, 장소, 전화번호, 기간만 표기
ㆍ반드시 추가 해야 할 내용인 경우 미래혁신과 경관디자인팀과
   협의

ㆍ주 광고내용  : 가로 35cm 이내,  세로 40cm 이하로 표기
ㆍ보조 광고내용  : 높이 15cm 이내로 표기 

4. 내용  

6. 서체 

8. 표기방법 (가로형)  9. 표기방법 (세로형)  5. 크기  

글자크기 가로 35cm 이내 , 세로40cm 이내 

글자크기 가로 35cm 이내 , 세로40cm 이내 

글자크기 가로 35cm 이내 , 세로40cm 이내 

글자크기  15cm 이내

글자크기  15cm 이내

글자크기  15cm 이내

※로고위치, 내용위치는 고정
 · 크기, 내용, 디자인은 변경 가능
 · 행정용 선전탑은 제작시 위치에 따라 크기 확인 필요

Dark Blue(Pantone 3025C/ C 100, M 18, Y 0, K 51)

7. 곡성군 C.I사용  

1.0m 0.25m 0.25m4.5m

1.0m 0.25m 0.25m

내용 
40 x 130cm 

로고 
40 x 20cm 

5cm 5cm

10cm

160cm

10cm

50cm

4.5m

0.5m

0.2m

0.7m

0.7m

0.7m

0.25m 0.25m 0.2m 0.2m1.1m4.0m

ㆍ C.I / B.I :  크기변형 금지
     - 기관, 단체 등에 따라 변경은 가능
     - 곡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파일 다운로드   

2
0
2
0

제
0
회

700cm

50cm(여백)

15cm 15cm130cm

로고 
100 x 80cm 

내용 
100 x 600cm 

ㆍ신뢰도와 정보 전달력을 우선으로 간결하면서 직관적인 
   디자인 
ㆍ곡성군의 도시브랜드 색상 조합으로 곡성군 정체성 반영 
ㆍ차분하면서도 신뢰감이 느껴지는 청록색 계열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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