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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현황

아름답고 고품격의 간판거리 조성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요! 우리들의 실천과 노력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의
터전을 만들어 갑시다.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택지개발지구
면적 : 2,598,000㎡
변경 고시일 : 2009. 11. 2.

광고물 표시방법 hwp다운로드

주요고시내용

일반적표시제한

표시가능수량 : 1업소 1개 간판 원칙 예외) 관공서, 의료기관의 돌출간판, 곡각지대의 가로형 간판, 연립형식의 지주형간판의 경우 2개
까지 표시가능
표시금지 광고물 :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전단, 벽보, 애드벌룬, 선전탑 아취광고물
간판의 형태 및 규모

동일 건물 내 광고물은 동일규격으로 설치
가로형, 돌출형 간판 게시틀 설치(외벽 훼손 방지 및 간판교체 용이)
네온, 전광판 등의 점멸 방법 사용금지

가로형간판

입체형 설치(판류형 설치 금지)
건물 3층 이하 정면 설치(상업지역은 5층 이하)
측·후면 설치 금지

돌출형간판

4층 이상 10층 이하 설치
가로 1m이내, 두께 0.3m이내, 세로 2m이내
건물 전면폭 관계없이 좌측 또는 우측 1개소에 1줄로 표시
단, 건물 전면폭 15m이상이고 연면적 1,000㎡이상일 경우 좌우측에 각각 1줄로 표시

지주형 및 옥상간판 , 현수막

지주형간판 : 5층 이상 건물에 한하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출입구 부근에 연립형식으로 설치 가능
옥상간판 : 설치금지(다만, 공공목적, 종합병원, 관광호텔에 한하여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
현수막 :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지정게시대와, 벽면이용게시대에만 게시

창문이용 광고물

높이 20㎝ 이하 띠 형태의 단일색 바탕으로 표시 가능(총수량 미포함)

신고절차 및 수수료 게시대 설치장소 불법유동광고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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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0㎝ 이하 띠 형태의 단일색 바탕으로 표시 가능(총수량 미포함)
목재, 아크릴, 금속재 이용 광고물 0.4㎡이하로 표시(총수량 포함)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8m이상 가로형간판
5층이상 건물의 연립형식 지주이용 간판
옥상간판(공공목적, 종합병원, 관광호텔)
의료기관 또는 상업지역 등에서 점멸 전기이용 광고물

광고물설치계획수립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 분양·임대계약서상에 고시내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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