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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매뉴얼 관리지침

본 매뉴얼은 Brand Identity 이미지 통합화를 위한 상징체계 적용 표준화 규정집으로, 

사용자는 본서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각 요소들이 정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무단유출 및 복제금지

본 매뉴얼은 Brand Identity 이미지 통합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의도와 구체적인 응용아이템 전개 디자인을 예시한 

규정집으로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그 의도와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하고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

2. 색상 견본

본 매뉴얼의 색상설명에 사용되는 PANTONE Color는 미국 PANTONE사의 Color Chart이다. 

정확한 색상 구현을 위해서는 일차적인 Color Sample 확인 후 철저한 감리가 수반되어야 하며, 

4원색 Process Color의 비율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3. 매뉴얼의 해석 및 수정방법

본 매뉴얼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해석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제작방법 등에 따라 부득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포시(기획담당관 980-2052)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4. 이미지 사용규정

Brand Identity는 김포시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모든 대내·외적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공식적인 기준이다. 이에 적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색상, 공간 등 각종 활용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활용 시 CD에 수록된 데이터 및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 게시되어 있는 데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INTRODUCTION



도시의 이미지 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오천년 쌀 생산지, 김포평야로

대표되던 김포시는 오늘날 한반도의 남과 북,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평화통일시대의 중심지로 그 입지적·역사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강신도시 건설, 도시철도 개통 등 급속한 도시 개발로 다양한 인구층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도시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징도 이에 맞게 변했습니다. 벼이삭과 자조, 자립, 협동으로 증산을 이룩한

농촌의 부유함을 표현하던 김포군 시절의 브랜드는, 90년대 후반 광활한 평야와 대지,

수자원 등을 나타내는 브랜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달라진 시의 여건 등을 압축해

표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어 김포의 새로운 이미지를 상징하는 브랜드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배경

오천년 쌀 생산지,
김포평야

김포시
도시 이미지

급격히 달라진 시의 여건을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고

김포의 새로운 이미지를 상징하는 브랜드 정립 필요

김포 도시 브랜드
개발 배경

농촌의 부유함

한반도의 남과 북,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평화통일시대의 중심지

한강신도시 조성, 도시철도 개통 등
급속하게 발전하는 수도권의 중심 도시 

김포시
지역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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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BI

CI BI

김포 상징물의 변화

벼이삭과 자조, 자립, 협동으로 증산을 이룩한 농촌의 부유함

김포군
( ~ 1997. )

광활한 평야와 대지 + 풍부한 수자원

  김포시
( ~ 2019. ) 

 김포시
(2020. ~ )

달라진 김포의 새로운 이미지를 상징하는 브랜드

오천년

쌀 생산지

김포

평야

평화통일시대

중심지

한강신도시

건설

도시철도

개통

다양한

인구층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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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도시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개발에 앞선 시민 인식 조사에서 김포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평화로움’, ‘서로의 조화’, 

‘여유있는 삶’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지역의 핵심 키워드인 ‘조화’, ‘삶’, ‘평화’를

브랜드 콘셉트로 설정했으며, 이를 조합해 ‘조화로운 김포 라이프가 되다’가 최종적인 시의 가치로 도출되었습니다.

생활 속의 편리함을 넘어 지역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나누고 서로 돕는 가운데

평화롭고 진실된 삶이 김포 내에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로움

서로의 조화 여유있는 삶

평화로운

합리적 젊음

라이프스타일

가까운

서울근교

한옥마을

세련된

깨끗한/쾌적한

농공도시
격

편안한

역동적

따뜻한/정이있는

친절한

편안한

공원

아이

설렘 

깨끗함

골드라인

농촌마을 개선

혁신도시

현대적인

벼농사

발전하는

편안한

살기좋은

공존

아라뱃길

사람 인공섬

친환경

주거 매력적인

문화의 장

전통과 혁신

한강신도시

까치

서울생활권

특별한

생태환경도시

금쌀

현대아울렛

시민과 가까운

한적한

잠재적

스토리

조화로운

여유로운 삶

발전/변화하는

희망하는
아름다운

넓은

평화롭다
함께

활력

프라이드

쌀

자연

신도시

문화

평화

정주환경

발전

가치

지속성장선도적인

평야

스피드

정체성

시민 인식조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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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도시 브랜드
핵심 가치

조화로운 김포 라이프가 되다

김포시민과 조화를 이루다
상생하는, 친화적인

조화

김포시민의 삶을 살피다
한적한, 여유로운

삶

김포의 평화로움을 말하다
평화, 평온, 화합

평화

핵심 가치

브랜드 콘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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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도시 브랜드의
의미

도시의 가치를 표현하는 브랜드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휘장과 슬로건 중심의 브랜드에서 도시명 중심의 다양한 변화와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가변형 디자인으로 변경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는 이러한 점을 개발 방향에 담고, “김포” 지명이 가진 브랜드 이미지와 힘을 주목했습니다. 

지역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의미를 하나하나 부여할 수 있겠지만, 대내·외로 널리 각인된

“김포” 지명이야말로 시각적인 요소와 활용성 등을 조금 더하면 인식의 폭과 활용면에서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으며 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가 잘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브랜드는 “김포”입니다.

휘장과 슬로건
중심의 브랜드

도시 브랜드
트렌드 변화

도시명 중심의
개방형, 가변형 디자인

널리 각인된 ‘김포’ 지명을
활용하여 가치 표현

시각적 요소와
활용성 고려

김포
지명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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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도시 브랜드의
시각적 의미

김포시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관문(門) 형상의 디자인입니다.

한반도의 중심에서 밝게 빛나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열고자 하는 시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도시명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문은 포용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지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는 그 자체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의 상징물과 삶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 조각과

함께 사용하여 의미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배열과 조합으로, 활용 용도에 알맞은

이미지를 만들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관문(門) 형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서 밝게 빛나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열고자 하는 시의 의지를 나타냄

심볼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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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도시 브랜드의
언어적 의미

김포 도시 브랜드는 도시명이 반영된 이미지를 심볼화한 디자인입니다.

슬로건은 심볼 이미지에 의미를 더해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보완합니다. 

BI와 함께 사용되는 ‘Full Life’는 풍요로운 삶, 김포에서의 완전한 삶이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의 중심지이자 풍족한 생활환경 속에서

시민의 삶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시의 가치와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를 확장 사용하여

‘평화로 가득한 삶, 김포’, ‘에너지가 가득한 삶, 김포’ 등 지역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 표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슬로건

슬로건
의미

물질적 풍족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서로 나누고 도우며 주위에 감동을

주는 진실된 삶. 정신적으로 만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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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도시 브랜드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대적 감각에 맞게 활용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활용 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단어와 결합하고, 이미지 조각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언어와 이미지 결합을 통한 활용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다음의 기본 체계를 준수한 범위 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시 브랜드별 사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를 비롯한 행정문서 서식에는 CI를 적용하며,

홍보, 물품 제작 등 다양한 대상의 일반적인 용도에는 BI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활용 가이드

C.I. B.I.

기관 상징 대상물에 제한적으로 사용 홍보매체, 물품 제작 등 일반적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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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닉 브랜딩

소닉 브랜딩은 소리나 멜로디, 음악 등 청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김포시 도시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요소로서 도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수록된 원본 음원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김포시 도시 브랜드
소닉 브랜딩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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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Basic System Application System

BI Basic System

Application System

BS 01
BS 02
BS 03
BS 04
BS 05
BS 06
BS 07
BS 08
BS 09
BS 10
BS 11
BS 12

BS 13
BS 14
BS 15
BS 16
BS 17
BS 18
BS 19
BS 20
BS 21
BS 22

AS 01
AS 02
AS 03
AS 04
AS 05
AS 06
AS 07
AS 08
AS 09
AS 10
AS 11
AS 12
AS 13
AS 14

심볼마크
심볼마크 - 공간 규정
심볼마크 - 그리드 시스템
로고타입
시그니처
시그니처 - 공간 규정
시그니처 - 그리드 시스템
전용색상 
색상활용
색상활용 - 흑백규정
지정서체
금지규정

브랜드
브랜드 - 공간 규정
브랜드 - 그리드 시스템
브랜드 슬로건
브랜드 슬로건 - 활용 규정 
전용색상 
색상활용 - 단색 표현
색상활용 - 흑백 규정
지정서체
금지규정

브랜드 슬로건 활용 기본형
브랜드 슬로건 활용 응용형 (Season)
브랜드 슬로건 활용 응용형 (Life 1)
브랜드 슬로건 활용 응용형 (Life 2)
브랜드 슬로건 전용 색상
김포시 상징 아이콘
김포시 상징 아이콘 응용형 A
김포시 상징 아이콘 응용형 B
김포시 상징 아이콘 응용형 C
김포시 상징 아이콘 응용형 D
김포시 상징 아이콘 응용형 E
김포시 상징 아이콘 결합 규정
그래픽 모티브 A
그래픽 모티브 B

서식류 - 명함 (기본형)
서식류 - 명함 (응용형)
서식류 - 대봉투 (기본형)
서식류 - 대봉투 (응용형)
서식류 - 중봉투 (기본형)
서식류 - 중봉투 (응용형)
서식류 - 소봉투 (기본형)
서식류 - 소봉투 (응용형)
서식류 - DM (기본형)
서식류 - DM (응용형)
서식류 - 초청장 (기본형)
서식류 - 초청장 (응용형)
서식류 - 팩스용지
서식류 - 레터헤드
서식류 - 공문서
서식류 - 상장바인더, 상장내지
총무류 - 배지
총무류 - 시기
총무류 - 브리핑월 (기본형)
총무류 - 브리핑월 (응용형)
총무류 - 방문증, 주차증 (기본형)
총무류 - 방문증, 주차증 (응용형)
광고/홍보류 - 플래카드 (기본형)
광고/홍보류 - 플래카드 (응용형)
광고/홍보류 - 가로등 배너 (기본형)
광고/홍보류 - 가로등 배너 (응용형)
광고/홍보류 - 버스정류장 (기본형)
광고/홍보류 - 버스정류장 (응용형)
광고/홍보류 - 옥외광고 (기본형)
광고/홍보류 - 옥외광고 (응용형)
사인류 - 윈도우사인 (기본형)
사인류 - 윈도우사인 (응용형)
사인류 - 내부사인
사인류 - 종합안내사인
사인류 - 입간판
사인류 - 야립홍보간판
차량류 - 승용차 (기본형)
차량류 - 승용차 (응용형)
차량류 - 승합차 (기본형)
차량류 - 승합차 (응용형)
차량류 - 대형버스 (기본형)
차량류 - 대형버스 (응용형)
프로모션류 - 종이쇼핑백
프로모션류 - 에코백
프로모션류 - 종이테이프
프로모션류 - 우산
프로모션류 - 캔들
프로모션류 - 머그잔
3D 조형물 입체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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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CI Basic System

BS 01
BS 02
BS 03
BS 04
BS 05
BS 06
BS 07
BS 08
BS 09
BS 10
BS 11
BS 12

심볼마크

심볼마크 - 공간 규정

심볼마크 - 그리드 시스템

로고타입

시그니처

시그니처 - 공간 규정

시그니처 - 그리드 시스템

전용색상 

색상활용

색상활용 - 흑백규정

지정서체

금지규정



좌우조합

상하조합

Meaning

점점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거대한 관문, 그리고 그 중심에 서있는 김포를 표현

반듯하게 배치된 도시명은 안정감 있고 평화로운 지역 이미지를 나타냄

서로 마주보며 팽창하는 두 개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는 포용력의 도시,

다양한 가치관의 사람들과 삶의 문화가 함께 만나 화합하는 시의 현재, 미래상을 상징

황금색은 시의 고유색으로 김포의 위상을 표현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01심볼마크는 도시 브랜드를 형성하는 기본 요소로 활용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록된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례에 맞게 정확히 확대, 축소해 활용하여야 하며,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디자인 및 비율의 임의변경은 불가하다.

   

심볼마크



최소사용규정

최소공간규정

가로 12mm 미만 크기로 사용을 금한다.

12mm

0.2X0.2X

0.2X

X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02심볼마크는 도시 브랜드를 형성하는 기본 요소로 활용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록된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례에 맞게 정확히 확대, 축소해 활용하여야 하며,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디자인 및 비율의 임의변경은 불가하다.
심볼마크
공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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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03심볼마크는 도시 브랜드를 형성하는 기본 요소로 활용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록된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례에 맞게 정확히 확대, 축소해 활용하여야 하며,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디자인 및 비율의 임의변경은 불가하다.
심볼마크
그리드 시스템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04로고타입은 브랜드 슬로건 서체인 ‘Univers 67 Bold Condensed’를 기반으로

개발된 서체이다. 사용 시, 수록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형태나 색상을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로고타입



좌우조합

상하조합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05시그니처는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조합한 형태이다. 김포시를 대표하는 중요한 

시각적 요소이므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의 형태, 굵기, 

비례 등을 임의로 변형해서는 안 된다.
시그니처



최소사용규정최소공간규정

상하조합

좌우조합

0.2X0.2X

0.2X

X

0.15X0.15X

0.15X

X

가로 12mm 미만 크기로 사용을 금한다.

12mm

가로 26mm 미만 크기로 사용을 금한다.

26mm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06시그니처는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조합한 형태이다. 김포시를 대표하는 중요한 

시각적 요소이므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의 형태, 굵기, 

비례 등을 임의로 변형해서는 안 된다.
시그니처
공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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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조합

상하조합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07시그니처는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조합한 형태이다. 김포시를 대표하는 중요한 

시각적 요소이므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의 형태, 굵기, 

비례 등을 임의로 변형해서는 안 된다.
시그니처
그리드 시스템



Gradient

②①

① ①②②

PANTONE
466 C

C25 M30 Y60
R196 G171 B120

PANTONE
7562 C

C45 M50 Y100
R158 G128 B56

PANTONE
426 C

K90
R64 G64 B65

Main Color Su b Color

② ③① ④ ⑤ ⑥

PANTONE
871 C

C20 M25 Y70 K10
R189 G166 B96

PANTONE
877 C

K40
R167 G169 B172

PANTONE
Black 6 C

K100
R0 G0 B0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08전용색상은 심볼마크의 형태와 더불어 브랜드의 중요한 기본요소로서 김포시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선택된 색상이다. 색상 적용 시 백색 배경에 별색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4원색 표현이나 인쇄매체 이외에 구현시에는 가장 유사한 

색상을 선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전용색상



White Ver.(Negative)
& PANTONE 7 5 62 C Backgrou nd

Black Ver.
& Gold Backgrou nd

Black Ver.
& Silver Backgrou nd

Fu ll color Ver.
&  White Backgrou nd

Gold Ver.
&  White Backgrou nd

Silver Ver.
&  White Backgrou nd

White Ver.
& PANTONE 4 26 C Backgrou nd

Gold Ver.
& Black Backgrou nd

Silver Ver.
& Black Backgrou nd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09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가장 이상적인 색상 구현은 백색 바탕에 지정된 색상으로 표현 

하는 것이나, 상황에 따라 아래의 예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색상은 Full Color 

표현을 최우선으로 사용하며 특수한 장식적 효과를 기대할 경우 금색, 은색 또는 

금·은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색상활용



바탕 명도별 흑백활용

50%0% 100%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10흑백규정은 각 매체의 정확하고 통일된 색상관리와 아이덴티티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이상적인 배경과의 조화를 위해 K50% 이상시에는 시그니처를 

white로 사용하고, K50%미만일 경우에는 시그니처를 Black으로 사용한다.
색상활용
흑백규정



나눔바른고딕 Light

나눔바른고딕 Regular

나눔바른고딕 Bold

영문/숫자/기호

국문

국문 - 나눔바른고딕 Light

국문 - 나눔바른고딕 Regular

국문 - 나눔바른고딕 Bold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11지정서체는 각종 응용 디자인물에 사용되는 서체를 지정한 것으로 이미지를 더욱

일관되고 통일되게 유지하기 위해 선택된 서체이다. 지정서체의 사용은 절대적인 

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응용항목 적용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유사서체

(산돌고딕, 산돌명조)를 사용할 수 있다.

지정서체



형태를 테두리로 처리하여 사용할 수 없다.비례를 임의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유사한 색상의 바탕에 적용할 수 없다. 복잡한 패턴, 사진 위에 적용할 수 없다.

요소의 비율을 임의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로고타입을 다른서체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색상을 임의로 톤다운하여 사용할 수 없다.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12브랜드 기본요소를 규정외의 변형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본연의 이미지를 손상

시키고 아이덴티티의 혼란을 초래한다. 본 항의 예시는 잘못된 사용의 예로, 이와 

같이 잘못된 적용에 주의하며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한다.
금지규정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I Basic System

BS 13
BS 14
BS 15
BS 16
BS 17
BS 18
BS 19
BS 20
BS 21
BS 22

브랜드

브랜드 - 공간 규정

브랜드 - 그리드 시스템 

브랜드 슬로건

브랜드 슬로건 - 활용 규정  

전용색상

색상활용 - 단색표현

색상활용 - 흑백규정

지정서체

금지규정



Meaning

점점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거대한 관문, 그리고 그 중심에 서있는 김포를 표현

반듯하게 배치된 도시명은 안정감 있고 평화로운 지역 이미지를 나타냄

서로 마주보며 팽창하는 두 개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는 포용력의 도시,

다양한 가치관의 사람들과 삶의 문화가 함께 만나 화합하는 시의 현재, 미래상을 상징

황금색은 시의 고유색으로 김포의 위상을 표현

슬로건인 ‘FULL LIFE’는 한반도 평화의 중심지이자, 풍족한 생활 환경 속에서

시민 모두의 삶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시의 핵심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

이를 활용하여 ‘평화로 가득한 삶, 김포’, ‘아름다움이 가득한 삶, 김포’ 등 지역의 다양한 가치들을 표현할 수 있음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13브랜드는 심볼마크와 슬로건이 결합한 형태로, 각각의 의미가 더해져 도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수록된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례에 맞게 정확히 확대, 

축소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디자인 및 비율의 임의변경은 불가하다.

브랜드



최소사용규정

최소공간규정

가로 12mm 미만 크기로 사용을 금한다.

12mm

0.2X0.2X

0.2X

X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14브랜드는 심볼마크와 슬로건이 결합한 형태로, 각각의 의미가 더해져 도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수록된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례에 맞게 정확히 확대, 

축소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디자인 및 비율의 임의변경은 불가하다.

브랜드
공간 규정



0 5 10 15 20

5

10

12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15브랜드는 심볼마크와 슬로건이 결합한 형태로, 각각의 의미가 더해져 도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수록된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례에 맞게 정확히 확대, 

축소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디자인 및 비율의 임의변경은 불가하다.

브랜드
그리드 시스템



기본형

활용형 : 슬로건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16도시브랜드 슬로건은 김포시의 현재와 지향점을 나타내며, 도시브랜드가 전하는 

메시지와 가치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키는 기능을 가진다.‘Univers 67 Bold Condensed’ 

서체(장평 95% 자간 35)를 사용하며, 슬로건 활용형 사용 시 자간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브랜드 슬로건



Boundary Line

Boundary Line

ⓐ의 면의 길이는 조정할 수 없으며 Boundary Line 이내에서 상하로 자유롭게 조정하여 사용한다.

슬로건은 상하 면적 중 더 넓은 면적에 표기하며 - FULL LIFE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다. 
균형감 있게 배치하되 Slogan Area를 반드시 준수한다.

TEXT-FULL
LIFE

(Slogan Area)

Center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17도시브랜드 슬로건은 김포시의 현재와 지향점을 나타내며, 도시브랜드가 전하는 

메시지와 가치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키는 기능을 가진다.‘Univers 67 Bold Condensed’ 

서체(장평 95% 자간 35)를 사용하며, 슬로건 활용형 사용 시 자간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브랜드 슬로건
활용 규정



Gradient

Main Color Su b Color

②①

① ①②②

PANTONE
466 C

C25 M30 Y60
R196 G171 B120

PANTONE
7562 C

C45 M50 Y100
R158 G128 B56

②①

PANTONE
426 C

K90
R64 G64 B65

③

PANTONE
649 C

K10
R220 G221 B222

④

PANTONE
120 C

C5 M15 Y65 K5
R230 G199 B110

⑤

PANTONE
2184 C

C95 M35 Y15 K5
G126 B172

⑥

⑦ ⑧

PANTONE
871 C

C20 M25 Y70 K10
R189 G166 B96

PANTONE
877 C

K40
R167 G169 B172

PANTONE
Black 6 C

K100
R0 G0 B0

⑨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18전용색상은 심볼마크의 형태와 더불어 브랜드의 중요한 기본요소로서 김포시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선택된 색상이다. 색상 적용 시 백색 배경에 별색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4원색 표현이나 인쇄매체 이외에 구현시에는 가장 유사한 

색상을 선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전용색상



PANTONE 7562C

PANTONE 426 C

PANTONE 871C

PANTONE 877 C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19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가장 이상적인 색상 구현은 백색 바탕에 지정된 색상으로 표현 

하는 것이나, 상황에 따라 아래의 예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색상은 Full Color 

표현을 최우선으로 사용하며 특수한 장식적 효과를 기대할 경우 금색, 은색 또는 

금·은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색상활용
단색표현



바탕 명도별 흑백활용

50%0% 100%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20흑백규정은 각 매체의 정확하고 통일된 색상관리와 아이덴티티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이상적인 배경과의 조화를 위해 K50% 이상시에는 시그니처를 

white로 사용하고, K50%미만일 경우에는 시그니처를 Black으로 사용한다.
색상활용
흑백규정



나눔바른고딕 Light

나눔바른고딕 Regular

나눔바른고딕 Bold

영문/숫자/기호

국문

국문 - 나눔바른고딕 Light

국문 - 나눔바른고딕 Regular

국문 - 나눔바른고딕 Bold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21지정서체는 각종 응용 디자인물에 사용되는 서체를 지정한 것으로 이미지를 더욱

일관되고 통일되게 유지하기 위해 선택된 서체이다. 지정서체의 사용은 절대적인 

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응용항목 적용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유사서체 

(산돌고딕, 산돌명조)를 사용할 수 있다.

지정서체



형태를 테두리로 처리하여 사용할 수 없다.비례를 임의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유사한 색상의 바탕에 적용할 수 없다. 복잡한 패턴, 사진 위에 적용할 수 없다.

요소의 비율을 임의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로고타입을 다른서체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색상을 임의로 톤다운하여 사용할 수 없다.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BS-22브랜드 기본요소를 규정외의 변형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본연의 이미지를 손상

시키고 아이덴티티의 혼란을 초래한다. 본 항의 예시는 잘못된 사용의 예로, 이와 

같이 잘못된 적용에 주의하며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한다.
금지규정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Gimpo City Brand Application Manual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pplication System

AS 01
AS 02
AS 03
AS 04
AS 05
AS 06
AS 07
AS 08
AS 09
AS 10
AS 11
AS 12
AS 13
AS 14
AS 15
AS 16
AS 17
AS 18
AS 19
AS 20
AS 21
AS 22
AS 23
AS 24
AS 25
AS 26
AS 27
AS 28
AS 29
AS 30
AS 31
AS 32

브랜드 슬로건 활용 기본형

브랜드 슬로건 활용 응용형 (Season)

브랜드 슬로건 활용 응용형 (Life 1)

브랜드 슬로건 활용 응용형 (Life 2)

브랜드 슬로건 전용 색상

김포시 상징 아이콘

김포시 상징 아이콘 응용형 A

김포시 상징 아이콘 응용형 B

김포시 상징 아이콘 응용형 C

김포시 상징 아이콘 응용형 D

김포시 상징 아이콘 응용형 E

김포시 상징 아이콘 결합 규정

그래픽 모티브 A

그래픽 모티브 B

서식류 - 명함 (기본형)

서식류 - 명함 (응용형)

서식류 - 대봉투 (기본형)

서식류 - 대봉투 (응용형)

서식류 - 중봉투 (기본형)

서식류 - 중봉투 (응용형)

서식류 - 소봉투 (기본형)

서식류 - 소봉투 (응용형)

서식류 - DM (기본형)

서식류 - DM (응용형)

서식류 - 초청장 (기본형)

서식류 - 초청장 (응용형)

서식류 - 팩스용지

서식류 - 레터헤드

서식류 - 공문서

서식류 - 상장바인더, 상장내지

총무류 - 배지

총무류 - 시기

총무류 - 브리핑월 (기본형)

총무류 - 브리핑월 (응용형)

총무류 - 방문증, 주차증 (기본형)

총무류 - 방문증, 주차증 (응용형)

광고/홍보류 - 플래카드 (기본형)

광고/홍보류 - 플래카드 (응용형)

광고/홍보류 - 가로등 배너 (기본형)

광고/홍보류 - 가로등 배너 (응용형)

광고/홍보류 - 버스정류장 (기본형)

광고/홍보류 - 버스정류장 (응용형)

광고/홍보류 - 옥외광고 (기본형)

광고/홍보류 - 옥외광고 (응용형)

사인류 - 윈도우사인 (기본형)

사인류 - 윈도우사인 (응용형)

사인류 - 내부사인

사인류 - 종합안내사인

사인류 - 입간판

사인류 - 야립홍보간판

차량류 - 승용차 (기본형)

차량류 - 승용차 (응용형)

차량류 - 승합차 (기본형)

차량류 - 승합차 (응용형)

차량류 - 대형버스 (기본형)

차량류 - 대형버스 (응용형)

프로모션류 - 종이쇼핑백

프로모션류 - 에코백

프로모션류 - 종이테이프

프로모션류 - 우산

프로모션류 - 캔들

프로모션류 - 머그잔

3D 조형물 입체표현

AS 33
AS 34
AS 35
AS 36
AS 37
AS 38
AS 39
AS 40
AS 41
AS 42
AS 43
AS 44
AS 45
AS 46
AS 47
AS 48
AS 49
AS 50
AS 51
AS 52
AS 53
AS 54
AS 55
AS 56
AS 57
AS 58
AS 59
AS 60
AS 61
AS 62
AS 63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01도시브랜드 슬로건은 김포시의 현재와 지향점을 나타내며, 도시브랜드가 전하는 

메시지와 가치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키는 기능을 가진다.‘Univers 67 Bold Condensed’ 

서체(장평 95% 자간 35)를 사용하며, 슬로건 활용형 사용 시 자간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브랜드 슬로건
활용 기본형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02도시브랜드 슬로건은 김포시의 현재와 지향점을 나타내며, 도시브랜드가 전하는

메시지와 가치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슬로건 응용형(Season) 사용 시 계절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브랜드 슬로건
활용 응용형 SEASON

봄 여름

가을 겨울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03도시브랜드 슬로건은 김포시의 현재와 지향점을 나타내며, 도시브랜드가 전하는

메시지와 가치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슬로건 응용형(LIFE) 사용 시 용도에 따라 슬로건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브랜드 슬로건
활용 응용형 LIFE 1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04도시브랜드 슬로건은 김포시의 현재와 지향점을 나타내며, 도시브랜드가 전하는

메시지와 가치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슬로건 응용형(LIFE) 사용 시 용도에 따라 슬로건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브랜드 슬로건
활용 응용형 LIFE 2



Application Color

PANTONE
7409 C

C10 M40 Y85
R230 G167 B50

PANTONE
368 C

C60 M5 Y100
R112 G181 B44

PANTONE
198 C

C10 M85 Y50
R218 70 B91

PANTONE
271 C

C50 M45
R142 G139 B194

PANTONE
325 C

C60 Y30
R96 G193 B191

PANTONE

C100 M90 Y40
R16 G56 B107

287 C

②① ③ ④ ⑤ ⑥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05전용색상은 심볼마크의 형태와 더불어 브랜드의 중요한 기본요소로서 김포시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선택된 색상이다. 색상 적용 시 백색 배경에 별색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4원색 표현이나 인쇄매체 이외에 구현시에는 가장 유사한

색상을 선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브랜드 슬로건
전용 색상



평화1 평화2 평화누리길1 평화누리길2 평화의종 재두루미 쌀

한강 공항 요트 아트빌리지1 아트빌리지2 애기봉전적기념비 아라타워전망대

도시철도 자전거 쇼핑 아파트 구름 문수산 문수산성

장릉 아라뱃길 철새도래지 대명항 포도 시민 협력

스마트 참여

교육 보육

정의 공감 소통 미래 행복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06김포시 상징 아이콘은 김포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요소이자 BI를 극대화하는 보조 이미지로서 상황에 맞추어 활용한다. 아이콘의 기본 
형태를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 시에는 CD에 수록된 데이터 및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 게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축소,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포시 상징 아이콘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07김포시 상징 아이콘은 김포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요소이자 BI를 극대화하는 보조 이미지로서 상황에 맞추어 활용한다. 아이콘의 기본 
형태를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 시에는 CD에 수록된 데이터 및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 게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축소,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포시 상징 아이콘
응용형 A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08김포시 상징 아이콘은 김포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요소이자 BI를 극대화하는 보조 이미지로서 상황에 맞추어 활용한다. 아이콘의 기본 
형태를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 시에는 CD에 수록된 데이터 및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 게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축소,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포시 상징 아이콘
응용형 B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09김포시 상징 아이콘은 김포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요소이자 BI를 극대화하는 보조 이미지로서 상황에 맞추어 활용한다. 아이콘의 기본 
형태를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 시에는 CD에 수록된 데이터 및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 게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축소,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포시 상징 아이콘
응용형 C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10김포시 상징 아이콘은 김포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요소이자 BI를 극대화하는 보조 이미지로서 상황에 맞추어 활용한다. 아이콘의 기본 
형태를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 시에는 CD에 수록된 데이터 및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 게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축소,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포시 상징 아이콘
응용형 D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11김포시 상징 아이콘은 김포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요소이자 BI를 극대화하는 보조 이미지로서 상황에 맞추어 활용한다. 아이콘의 기본 
형태를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 시에는 CD에 수록된 데이터 및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 게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축소,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포시 상징 아이콘
응용형 E



응용형 A 활용 예시

응용형 B 활용 예시

상징 아이콘은 동일한 사이즈의 모듈을 2개 이상 결합하여 사용하며 각 모듈의 면을 접하도록 한다..

X

X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12김포시 상징 아이콘은 김포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요소이자 BI를 극대화하는 보조 이미지로서 상황에 맞추어 활용한다. 아이콘의 기본 
형태를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 시에는 CD에 수록된 데이터 및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 게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축소,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포시 상징 아이콘
결합 규정



기본형

활용형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13그래픽 모티프는 BI를 극대화하는 보조 이미지이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부각하기 

위해 상황에 맞추어 활용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그래픽 모티프 A



FULL LIFE

산업, 편리함

사람, 생활

자연, 환경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14그래픽 모티프는 BI를 극대화하는 보조 이미지이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부각하기 

위해 상황에 맞추어 활용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아래의 예시는 응용형 A를 활용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전용 색상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다.

그래픽 모티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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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15
서식류 - 명함
기본형

명함은 김포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매체이다. 로고의 형태나 색상을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섬세한 주의를 요하며, 

사용시에는 CD-ROM의 데이터를 축소,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IZE : 90mm X 50mm



Type A

Typ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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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16
서식류 - 명함
응용형

명함은 김포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매체이다. 로고의 형태나 색상을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섬세한 주의를 요하며, 

사용시에는 CD-ROM의 데이터를 축소,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IZE : 90mm X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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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17
서식류 - 대봉투
기본형

서식류는 외부인에게 도시브랜드를 인식시키고,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부서명이나 주소 등 표기 문안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정해진 포맷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SIZE : 330mm X 24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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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

Type B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18
서식류 - 대봉투
응용형

서식류는 외부인에게 도시브랜드를 인식시키고,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부서명이나 주소 등 표기 문안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정해진 포맷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SIZE : 330mm X 24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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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19
서식류 - 중봉투
기본형

서식류는 외부인에게 도시브랜드를 인식시키고,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부서명이나 주소 등 표기 문안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정해진 포맷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SIZE : 225mm X 160mm



Type A

Typ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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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20
서식류 - 중봉투
응용형

서식류는 외부인에게 도시브랜드를 인식시키고,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부서명이나 주소 등 표기 문안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정해진 포맷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SIZE : 225mm X 1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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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21
서식류 - 소봉투
기본형

서식류는 외부인에게 도시브랜드를 인식시키고,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부서명이나 주소 등 표기 문안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정해진 포맷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SIZE : 225mm X 105mm



Type A

Typ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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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22
서식류 - 소봉투
응용형

서식류는 외부인에게 도시브랜드를 인식시키고,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부서명이나 주소 등 표기 문안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정해진 포맷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SIZE : 225mm X 105mm



10109    1( )

T. 031 123 4567   F. 031 123 4567   W. www.gimpo.go.kr

10

21.5

5.510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23
서식류 - DM
기본형

서식류는 외부인에게 도시브랜드를 인식시키고,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부서명이나 주소 등 표기 문안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정해진 포맷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SIZE : 225mm X 105mm (창크기 125mm X 45mm)



Type A

Typ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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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24
서식류 - DM
응용형

서식류는 외부인에게 도시브랜드를 인식시키고,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부서명이나 주소 등 표기 문안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정해진 포맷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SIZE : 225mm X 105mm (창크기 125mm X 4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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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25
서식류 - 초청장
기본형

서식류는 외부인에게 도시브랜드를 인식시키고,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부서명이나 주소 등 표기 문안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정해진 포맷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SIZE:180X115mm/182X12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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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26
서식류 - 초청장
응용형

서식류는 외부인에게 도시브랜드를 인식시키고,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부서명이나 주소 등 표기 문안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정해진 포맷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SIZE:180X115mm/182X12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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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27
서식류 - 팩스용지

서식류는 외부인에게 도시브랜드를 인식시키고,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부서명이나 주소 등 표기 문안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정해진 포맷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SIZE : 210mm X 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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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28
서식류 - 레터헤드 

서식류는 외부인에게 도시브랜드를 인식시키고,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부서명이나 주소 등 표기 문안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정해진 포맷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SIZE : 210mm X 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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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29
서식류 - 공문서

서식류는 외부인에게 도시브랜드를 인식시키고,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부서명이나 주소 등 표기 문안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정해진 포맷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SIZE : 210mm X 297mm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30
서식류 - 
상장바인더, 상장내지

서식류는 외부인에게 도시브랜드를 인식시키고,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부서명이나 주소 등 표기 문안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정해진 포맷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SIZE : 210mm X 297mm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31
총무류 - 배지

배지는 시각적인 주목성을 바탕으로 소속감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예시된 사례를 참고하여 제작하며, 크기 및 재질은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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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32
총무류 - 시기

시기는 공식적인 상징물로서 본 항에 예시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작한다. 

기의 길이와 넓이는 3과 2의 비율을 유지하며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SIZE : 1350mm X 9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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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33
총무류 - 브리핑월
기본형

브리핑월은 미디어에 직접 노출되는 홍보 수단으로, 시정구호 등을 결합시켜 제작한다. 

크기 및 재질은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Type A

Type B

 
두 배로!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34
총무류 - 브리핑월
응용형

브리핑월은 미디어에 직접 노출되는 홍보 수단으로, 시정구호 등을 결합시켜 제작한다. 

크기 및 재질은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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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35
총무류 - 방문증, 주차증
기본형

방문증과 주차증은 시설 내방 및 이용 안내를 위해 배부되는 증표이다. 

예시된 사례를 참고하여 제작하며, 크기 및 재질은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Type A

Type B

 

       바 .

 고         바 .

           고   .

문   - - 0

 

       바 .

 고         바 .

           고   .

문   - - 0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36
총무류 - 방문증, 주차증
응용형

방문증과 주차증은 시설 내방 및 이용 안내를 위해 배부되는 증표이다. 

예시된 사례를 참고하여 제작하며, 크기 및 재질은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Type A

Type B

시민행복 •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    !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37
광고/홍보류 - 
플래카드 기본형

현수막은 김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이벤트에 사용되며 행사의 내용과 도시 브랜드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매체이다. 제작환경에 맞추어 가로나 세로 길이 

조정은 가능하나 본 항의 예시를 참고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한다.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38
광고/홍보류 - 플래카드
응용형

현수막은 김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이벤트에 사용되며 행사의 내용과 도시 브랜드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매체이다. 제작환경에 맞추어 가로나 세로 길이 

조정은 가능하나 본 항의 예시를 참고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한다.



시민행복 •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39
광고/홍보류 - 
가로등 배너 기본형

가로등 배너는 행사의 홍보와 함께 도시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수단이다. 

예시된 사례를 참고하여 제작한다.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40
광고/홍보류 - 
가로등 배너 응용형

가로등 배너는 행사의 홍보와 함께 도시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수단이다. 

예시된 사례를 참고하여 제작한다.



시민행복 •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41
광고/홍보류 - 
버스정류장 기본형

버스정류장 광고는 외부 접촉 빈도가 높아 도시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예시된 사례를 참고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시민행복 •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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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42
광고/홍보류 - 
버스정류장 응용형

버스정류장 광고는 외부 접촉 빈도가 높아 도시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예시된 사례를 참고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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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로!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43
광고/홍보류 - 
옥외광고 기본형

옥외광고는 외부 접촉 빈도가 높아 도시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예시된 사례를 참고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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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두배로!

어서오세요, 김포시입니다!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44
광고/홍보류 - 
옥외광고 응용형

옥외광고는 외부 접촉 빈도가 높아 도시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예시된 사례를 참고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45
사인류 - 윈도우사인
기본형 

사인류는 도시브랜드의 내부 활용과 안내를 위한 중요한 표지물로 적용과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례 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용 대상에 알맞은 크기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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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46
사인류 - 윈도우사인 
응용형

사인류는 도시브랜드의 내부 활용과 안내를 위한 중요한 표지물로 적용과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례 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용 대상에 알맞은 크기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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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47
사인류 - 내부사인

사인류는 도시브랜드의 내부 활용과 안내를 위한 중요한 표지물로 적용과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례 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용 대상에 알맞은 크기로 

제작한다.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48
사인류 - 종합안내사인 

사인류는 도시브랜드의 내부 활용과 안내를 위한 중요한 표지물로 적용과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례 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용 대상에 알맞은 크기로 

제작한다.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49
사인류 - 입간판 

사인류는 도시브랜드의 내부 활용과 안내를 위한 중요한 표지물로 적용과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례 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용 대상에 알맞은 크기로 

제작한다.



시민행복 •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50
사인류 - 야립홍보간판 

사인류는 도시브랜드의 내부 활용과 안내를 위한 중요한 표지물로 적용과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례 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용 대상에 알맞은 크기로 

제작한다.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51
차량류 - 승용차
기본형

차량은 움직이는 홍보 매체로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시된 예시를 참고하여, 차종의 특성과 형태에 적합하게 이미지 등을 

배열하고 비례 요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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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 •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52
차량류 - 승용차
응용형

차량은 움직이는 홍보 매체로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시된 예시를 참고하여, 차종의 특성과 형태에 적합하게 이미지 등을 

배열하고 비례 요소를 적용한다.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53
차량류 - 승합차
기본형

차량은 움직이는 홍보 매체로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시된 예시를 참고하여, 차종의 특성과 형태에 적합하게 이미지 등을 

배열하고 비례 요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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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B

시민행복 •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54
차량류 - 승합차
응용형

차량은 움직이는 홍보 매체로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시된 예시를 참고하여, 차종의 특성과 형태에 적합하게 이미지 등을 

배열하고 비례 요소를 적용한다.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55
차량류 - 대형버스
기본형

차량은 움직이는 홍보 매체로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시된 예시를 참고하여, 차종의 특성과 형태에 적합하게 이미지 등을 

배열하고 비례 요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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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B

시민행복 •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56
차량류 - 대형버스
응용형

차량은 움직이는 홍보 매체로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시된 예시를 참고하여, 차종의 특성과 형태에 적합하게 이미지 등을 

배열하고 비례 요소를 적용한다.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AS-57
프로모션류 - 
종이쇼핑백

각각의 브랜드 용품은 물품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대외에

전달하는 홍보 매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로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에 주의를 요한다.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AS-58
프로모션류 - 
에코백

각각의 브랜드 용품은 물품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대외에

전달하는 홍보 매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로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에 주의를 요한다.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AS-59
프로모션류 - 
종이테이프

각각의 브랜드 용품은 물품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대외에

전달하는 홍보 매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로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에 주의를 요한다.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AS-60
프로모션류 - 
우산

각각의 브랜드 용품은 물품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대외에

전달하는 홍보 매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로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에 주의를 요한다.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AS-61
프로모션류 - 
캔들

각각의 브랜드 용품은 물품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대외에

전달하는 홍보 매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로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에 주의를 요한다.



김포시 도시 브랜드 표준 매뉴얼 AS-62
프로모션류 - 
머그잔

각각의 브랜드 용품은 물품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대외에

전달하는 홍보 매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로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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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브랜드 응용 매뉴얼 AS-63
3D 조형물 입체표현

3D 조형물은 관문 형상으로 알루미늄 합금 등을 사용하여 주변과 시민들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매뉴얼에 제시된 내용을 준수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제작한다.



김포시청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기획담당관 031.980.2052  www.gimp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