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시 제2022-11호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른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 1. 13.

경 기 도 지 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무분별한 광고물 표시로 인한 가로경관 회복을 위하여 특히 필

요한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

로써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책임과 의무)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을 결정하고 환경 및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매체임을 인식하여 제작자, 사용자, 관리자가 공공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특정구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별표 1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

지역 중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 8개소 10.818제곱킬로미터

   2. 운정신도시 : 1개소 12.649제곱킬로미터

   3. 지구단위계획구역 : 1개소 2.687제곱킬로미터

   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 2.509제곱킬로미터 

   5. 주요도로변 : 426.41킬로미터(도로 양쪽에 접하는 건축물 또는 대지)

   제2장 (일반적인 표시방법)

제4조(광고물 수량) ①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량은 1개

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1. 굽은 지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도로법 상에 규정된 2

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접한 업소의 벽면 이용 간판

  2. 2차선 이상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의 벽면 이용 간판

  3. 제3조제2호 외 지역의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한 2층 이상의 업소에서 

필요한 경우 제15조 규정에 따른 권장형 돌출간판

  4.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대학, 공공목적 또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전문상가단지에 한해 파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

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과한 옥상간판으로 그 밖의 옥상간판 표

시는 금지한다. 다만,「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교집회장의 입체형 

표시 도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옥상간판 가로 길이는 

건물폭 이내, 높이는 최대 2미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량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명칭 또는 동 표시(이디어그램 포함)는 광고물의 총수량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5조(허가 및 신고 등) ①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5제곱미터 미만의 광고물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안전하고 수려한 옥외광고물 표시를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

시 광고물 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분양 및 임대조건

으로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디자인 및 표시 등) ① 광고물은 장소 또는 건물에 순응하도록 크기

를 최소화하고, 건물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

  ② 같은 건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광고물간 세로폭(세로폭이 상이

할 경우 하단 기준) 또는 돌출 폭을 맞추어 표시하여야 한다.

  ③ 커튼월(Curtain Wall, 비내력 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

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안

전하게 설치하고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벽면 이용 간판은 같은 층간에 상‧하 이중으로 표시할 수 없다.

  

제7조(표시내용) ①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주표시, 보

조표시로 구분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문자의 비례 

및 간격을 과도하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주 표 시 : 업소를 상징하는 이디어그램(Ideogram), 상호 또는 브랜

드명 (사진‧상품‧가격의 직접 표시 및 내용반복 표시금지)

   2. 보조표시 : 지점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 등

      (영업내용의 경우 대표 품목 3가지 이내로 표시)

  ② 광고물에는 제1항의 표시내용 외에 시각적 자극을 주는 그래픽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색채)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별표 2의‘파주시 기본색채’사용을 권

장하며 원색계열의 색채 사용은 자제하되, 특히 검정, 노랑, 빨강 및 형

광성 색채는 광고물 표시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상표 및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한

의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광고물의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광원 사용을 권장하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 방식으

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광류, 네온류, 디지털광고물(이하‘전광류등’이라 한다) 등 광원을 

직접 노출시키거나 점멸 및 수시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없

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특구 중 주거지역에 접하지 아니하고 주변 환

경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시야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빛의 밝기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11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 모든 광고물, 게시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 등은 구조적‧전기

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유형별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1조(벽면 이용 간판) 벽면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표시범위 : 5층 이하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2층 이상 업소, ‘간판

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지역(유연성 원단 소재 사용지역 제외), 

제3조제2호 지역의 경우 입체형 광고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관

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에는 전광류등의 광고물은 심의를 거쳐 1개 

추가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시면적은 0.5제곱미터 이하로 광고물 

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규    격 : 가로길이는 업소 가로폭의 100분의 80(최대 10미터) 이

내, 세로길이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 폭(최대 1미터)이내, 돌

출 폭은 건물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내로 창문상단 벽면을 기준

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게시틀을 이용하여 입체형 간판을 설치할 경우 

게시틀의 세로길이는 30센티미터 이내로 벽면의 색상과 조화롭게 설치 

해야 한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수소연료 공급시설, 환경친화

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경우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의 

측면에 하나로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내용표시 : 광고물 표기 내용 중 주표시의 세로크기는 1,2층은 50센티미

터, 3,4층은 60센티미터, 5층은 70센티미터(이디어그램 : 주표시의 140% 

이내), 보조표시는 2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면적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도로변에 직접 접하

지 않은 건물의 주표시 크기는 심의를 통해 최대 1미터 이내로 표시

할 수 있다.

제12조(건물상단 광고물) 건물 최상단(옥상구조물 포함)에 표시하는 광고물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표시범위 : 4층 이상 건물 [단독건물(주택용도가 포함되지 않은 건축

물로서 지상층 이상 1개 업소가 전용하는 건축물) 3층] 최상단에 건물

명 또는 건물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의 상호 또는 브랜드

명을 가로 또는 세로쓰기 형태의 입체형 광고물로 제4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2면까지 표시할 수 있다.(광고물 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규    격 : 가로쓰기의 경우 건물 최상단 가로범위의 2분의 1 이내(최

대 10미터)로, 세로쓰기의 경우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내(최대 8미터)

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내용표시 : 문자의 가로 또는 세로의 크기는 4층 60센티미터를 기준으로 

1층 증가 시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하여 최대 2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디어그램 : 주표시의 100% 이내)



제13조(연립 벽면 이용 간판) 건물 내 입점업소가 많아 입점 업소를 한눈에 

보이도록 표시해야 하는 경우 4개 이상 업소를 연립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표시범위 : 5층 이하의 벽면 중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표시(유

연성원단 소재 사용 금지)하며, 광고물 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소

형, 권장형 돌출간판과 중복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단, 제3조제2호의 지

역은 권장형 돌출간판과 중복 표시할 수 있다.

   2. 규   격 : 업소 당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은 0.5제곱미터 이내로 연립 

벽면 이용 간판의 총 면적은 8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돌출 폭

은 2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모서리 부분에 

‘ㄱ'자 형태로 표시하는 경우 총 면적의 범위 내에서 개별업소 당 

0.75제곱미터까지 표시할 수 있다.

   3. 내용표시 : 개별업소 광고물 외형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로 표시

제14조(돌출간판) 돌출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다만, ‘이용업

소표시등(「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의5 규정에 따른 이․미용업소의 사인

볼)’은 법․령․조례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따르며, 제3조제2호 지역에서는 

제15조 규정에 따른 권장형 돌출간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범위 : 건물 전면 좌우 끝단에 지상 2층 이상 5층(상업지역 및 9

층 이상 건물은 7층까지)이하로,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1

층 벽면 이용 간판 상단높이(최소 3미터,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 저층부터 순차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1개 동 건물 전면 폭이 

10미터 이하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줄로 설치할 수 있다.

   2. 표시제한 : 2층 이상 건물로서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하지 않은 업

소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건물 전면 폭이 10미터 미만인 경우 

건물과 건물의 인접한 건물 끝단에 병립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개를 표시하되 광고물 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표시완화 : 친환경 소재(유연성 원단 소재 제외)를 사용하여 건물 

단위별로 개성 있게 디자인된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제4호의 규격과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4. 규    격 : 건물 단위별 표시가능 공간과 표시대상 업소 수에 따른 

광고물 규격 총량제를 적용한다.

    가. 가로규격 : 건물 벽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나. 세로규격 : 1개 층 높이(최대 3미터 이내) 이내로 업소 수에 따라 높이 조정

    다. 기    타 : 광고물 간 상‧하 간격은 10센티미터 이내. 다만, 이‧미
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세로길이는 

1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5. 내용표시 : 돌출간판의 내용표시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면적

의 100분의 40 이내로 표시하되, 보조표시 문자의 세로크기는 15센티미

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용업소표시등’ 이외에는 표시내용을 

회전시켜 표시할 수 없다.

제15조(권장형 돌출간판)  권장형 돌출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표시범위 : 제14조 제1호와 같다.

   2. 표시제한 : 도로에 접해 있는 단층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고, 건물 

전면 폭이 10미터 미만인 경우 건물과 건물의 인접한 건물 끝단에 병

립하여 표시할 수 없다. 또한 유연성 원단 소재를 주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문자 부분에 한정하여 광원이 표출되도록 표시할 경우 제

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3. 표시완화 : 박스형, 모서리커브형 등 다양한 형태로 표시할 수 있으

며, 건물 단위별로 개성 있게 디자인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제4호의 규격과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4. 규    격 : 가로의 길이는 80센티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130센티

미터 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건물벽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5. 내용표시 : 광고물의 표시 내용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면적의 

100분의 40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소형 돌출간판) 소형 돌출간판은 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1층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표시범위 : 1층 높이 이하로 업소별 1개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

며,  제15조 규정에 따른 권장형 돌출간판과 중복하여 표시할 수 없다. 

(광고물 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규    격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건물 벽면으로부터 80센티미터 

이내로, 1면의 표시면적은 0.36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호, 브

랜드명에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내용표시 : 약국, 열쇠 등 업소를 상징하는 도형, 기호, 문자 등을 제한

적으로 사용하되, 기존 광고물의 표시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내용으로 기재한다.

제17조(지주 이용 간판)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표시범위 : 도로폭 6미터 이상인 주요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에 한해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으며, 2

개 이상 업소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하나의 지주 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설치한다. 다만, 휴게소(도로법 시행령 제

2조제5호에 따른 관리청이 설치한 휴게 시설을 말한다.) 및 주유소, 가

스충전소, 수소연료 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지주 

이용 간판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따른다. 또한,「관광진

흥법」에 따른 관광특구에는 전광류등의 광고물은 건물 부지 안에 자

사광고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지주 이용 간판은 광고물 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2. 규    격 : 지주 이용 간판은 표시위치, 형태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연립 지주 이용 간판의 디자인을 개발하

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창문 이용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에서 세

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 벽면 이

용 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업소는 세로크기 2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

여야 한다.(광고물 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창문에 백열등·형광등·네온류·전광류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전

광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설치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

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심의 및 적용특례)

제19조(심의) ① 법령, 조례 및 이 고시에 따른 심의 대상 광고물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3명 

이상의 위원(외부 위촉위원)과 광고물 실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7명 이

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심의안건을 심사할 수 있으며 소위

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 시 제출서류는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거나 별표4의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계획서에 광고

물 설치 위치와 건물사진, 원색도안을 첨부하여야 하며, 원색도안에는 

광고물 규격을 표시한다.

  ④ 심의회는 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20조(적용특례) ①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광고물 표시를 권장하거나, 적용

대상 특성상 이 고시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색채, 

조명 및 기타 표시조건을 부과하여 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1. 건물의 특성상 옥상난간 또는 지붕을 지지하지 않으면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이 경우 옥상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되, 

안전도검사를거쳐야 한다.)

   2. 건축물의 노후, 훼손, 주변 환경과의 조화(농촌지역, 건물형태) 등 입

체형광고물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광고물 표시 부분을 가리는 것

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광고물 표

시형태 또는 규격

   3.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시

인성 확보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응급의료기관

   4. 1개 사업장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 건물 이외의 건물 캐노

피 등에 시설물명을 표시하는 경우 

   5. 주위 경관의 표지물(land mark)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등 기타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애드벌룬, 지정게시대 이외의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되, 문화‧예술‧체
육 및 지역단위 행사와 개업, 분양광고를 위하여 표시되는 애드벌룬과 

행사장 내 현수막

  ②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 지역의 광고물등과 특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표시한 다음 각 호 지역의 지주 이용 간판에 대하여는 해당 고시 

또는 사업계획의 표시규격을 기준으로 이 고시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 ‘장어마을’ (문산읍 내포리, 사목리)

    2. ‘맛고을’ (탄현면 성동리, 대동리, 금산리)

    3. ‘토속마을’ (광탄면 영장리, 기산리, 마장리)

    4. ‘공릉관광지’ (조리읍 장곡리)



제2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5. 9. 3.〉

제1조(시행일) 이 표시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고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 표시기간을 인정하며(기간연장 가능), 변경 신고하는 경

우에는 이 고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파주시 옥외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고시(파주시 고시 제

2010-146호, 2010.11.12.)」는 폐지한다.

부    칙 〈 2017. 6. 13.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5-171호(2015.9.3.))는 폐지한다. 

부    칙 〈 2019. 7. 23.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

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고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 표시기간을 인정하며,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

주 이용 간판 및 입간판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

하여 사용하는 광고물등(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7-123호(2017.6.13.))는 폐지한다.  

부    칙 〈 2020. 3. 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

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고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 표시기간을 인정하며,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

주 이용 간판 및 입간판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

여 사용하는 광고물등(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 광

고물등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9-161호(2019.7.23.))는 폐지한다. 

부    칙 〈 2022. 1. 13.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

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고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 표시기간을 인정하며,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

주 이용 간판 및 입간판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

여 사용하는 광고물등(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 광

고물등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경기도 고시 제2020-79호(2020.3.31.))는 폐지한다. 



[별표 1]

1. 도시지역 · 운정신도시 · 지구단위 계획구역 · 관광특구의 표시.

가. 전체 표시도면(28.663㎢)



나. 세부도면(문산 도시지역 : 2.277㎢)



다. 세부도면(파주 도시지역 : 1.2㎢)



라. 세부도면(법원 도시지역 : 0.879㎢)



마. 세부도면(교하지구) 도시지역 : 1.732㎢



바. 세부도면(탄현 도시지역 : 0.304㎢)



사. 세부도면(광탄 도시지역 : 0.531㎢)



아. 세부도면(적성 도시지역 : 0.39㎢)



자. 세부도면(금촌·조리 도시지역 : 3.505㎢)



차. 세부도면(운정신도시 : 12.649㎢)



카. 세부도면(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구역 : 2.687㎢)



타. 관광특구

가. 위 치 : 탄현면 성동리, 법흥리 일원

나. 면 적 : 2.509㎢

다. 표시도면



2. 주요 도로 노선 지정현황

연번 노선번호 적용구간 및 연장(㎞) 노선현황(㎞)-기존
기점 종점 연장 계 전용연장 중용연장

총   계 　 　 426.41 471.73  442.98  28.75  
국  도 　 　 91.48 113.09  113.09 　

1 1 조리장곡 통일대교 22.89 44.50  44.50  　
2 37 적성적암 문산당동 40.69 40.69 40.69 　
3 77 교하산남 문산마정 27.90 27.90 27.90 　

국지도 　 　 72.09 85.40  80.00 5.40 
1 56 교하신촌 법원오현 33.00 33.00 33.00 　
2 78 광탄용미 문산선유 26.09 39.40 34.00 5.40 
3 98 조리장곡 광탄기산 13.00 13.00 13.00 　

지방도 　 　 139.40 141.90 121.30 20.60 
1 357 교하산남 탄현갈현 　9.50 9.50  9.50 　
2 358 교하산남 교하야당 5.60　 5.60 5.60 　
3 359 교하야당 문산문산 22.70 22.70 22.70 　
4 360 탄현성동 광탄발랑 21.90 21.90 18.70 3.20 
5 363 조리대원 탄현낙하 15.30 15.30 15.30 　
6 364 문산당동 법원오현 27.90 27.90 18.50 9.40 
7 367 광탄영장 적성두지 24.00 26.50 21.50 5.00 
8 371 적성설마 적성주월 8.00 8.00 6.80 1.20 
10 375 적성적암 어 유 지 4.50 4.50 2.70 1.80 

시군도 　 　 123.44  131.34 128.59  2.75  
1 시1 금촌동 교하교하 19.20  19.20  18.80  0.40 
2 시3 탄현금승 월롱위전 5.70 5.70 5.70 　
3 시4 문산장산 문산마정 4.80 4.80 4.80 
4 시6 파주봉서 파주파주 3.80 3.80 3.80 　
5 시7 파주봉암 파주파주 4.90 4.90 4.90 　
6 시8 파평두포 법원금곡 5.80 5.80 5.80 　
7 시9 법원오현 법원웅담 9.50 9.50 9.50 　
8 시10 법원동문 법원대능 4.40 4.80 4.80 　
9 시11 월롱덕은 파주봉서 5.04　 5.04 5.04 　
10 시15 조리등원 조리오산 8.70 8.70 7.70 1.00 
11 시17 법원갈곡 법원갈곡 　 1.00 1.00 　
12 시19 탄현성동 탄현금산 8.50 8.50 8.50 　
13 시20 교하문발 교하문발 1.90 1.90 1.90 　
14 시23 문산문산 문산마정 6.50 6.50 6.15 0.35
15 시24 상 지 석 조리대원 3.30 4.60 4.60 　
16 시27 월롱위전 문산내포 7.40 7.40 6.40 1.00 
17 시29 문산당동 문산장산 3.50 3.60 3.60 　
18 시31 파주봉서 파주연풍 3.50 3.50 3.50 　
19 시33 광탄창만 법원가야 9.80 9.80 9.80 　
20 시34 법원직천 법원직천 1.60 1.60 1.60 　
21 시41 교하신촌 탄현갈현 4.40 8.60 8.60 　
22 시47 교하와동 상 지 석 1.20 2.10 2.10 　



[별표 2]

1.파주시 옥외광고물 기본색채



2.파주시 옥외광고물 배색샘플



[별표 3]

표준연립 지주이용 광고물























[별표4]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계획서

광고주
(옥외광고

업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업 소 명 전화번호
도 로 명
주    소 e-mail

광고물 등의 종류 수  량 규 격

표시위치 또는 장소  경기도 파주시       읍면          동(리)     번지

게시틀 설치 시
형  태 재  질 규  격 색  상 설치방식 기  타

광   고   물 
시공(설계) 업소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e-mail

기  타
  * 공작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여부 기재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파주시 옥
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물 
표시(설치)허가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위치도면 및 
   광고물의 원색도안 각 1부.
2. 광고물 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 각1부.
3. 광고물 설치된 후 가상 사진(시뮬레이션)



현 장 사 진

위 치 도



원 색 도 안

광고물 설치한 가상사진



광고물 설치 시방서

광고물의 종류

광고물의 형상

광고물의 색채 바탕색 : 문자색 :

광고물의 규격 가  로 : × 세  로 : , 수 량 : 개 

재    료

품         명

후    레   임

판  넬(바탕)

조         명

집    합   체

네 온 색 상

형광등 안정기 네온트랜스

구조 및 시공방법

 1. 앵커볼트 시공

2. 용접 시공

3. 접착제 시공

4. 기타

5. 상기 품목으로 광고물의 형태를 만들고 문자를 만들어서 견고하게 부착한다.

6. 모든 자재는 검사품을 사용하고 페인트로 도색하거나 원형의 색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앙카볼트를 사용, 견고하게 벽면에 부착한다.



설 계 도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