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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Introduction
본 Graphic Standards는 애터미(주)의 BI System에 대한 그래픽디자인 규정으로써
애터미(주)의 모든 시각 표현물 제작 시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숙지하고 각각의 세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작 시 원본 데이터에 의한 재현을 원칙으로 하며 재생 데이터 부재 시 관리부서에 의뢰하여
해당 파일을 지원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본 Atomy Visual Identity Standards에 규정된 아이템은
애터미(주)의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자산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각 항목 적용 시에는 매체별 세부 규정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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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 기업 철학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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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객의 성공

애터미의 고객 철학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젖소 철학과 아기 철학

애터미는 고객을

아기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기 그 자체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입니다. 젖소를 잘 돌보는 것은 젖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젖을 많이
짜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기를 잘 돌보는 것은
목적인 것 입니다.
고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정도는
부족합니다.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 더 나아가 고객을
성공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애터미를 만남으로써
소비자는 소비자로서 성공하고, 사업자들은 사업자로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02
유통의 HUB
애터미는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되는 것을

허브는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심이 되기 위해 애터미는 절대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절대품질 절대가격을 갖춘 제품을 찾아 공급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SGS(Global Sourcing, Global Sales) 전략으로 다양한 상품과

03
초일류기업

이를 위해 정직과 선함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정선상략(正善上略)을

애터미는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들이 애터미를 통해 유통될 것입니다.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유통의 본질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터미의 구성원들이 초일류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양심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사훈

MOTTO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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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珍愛靈魂
Cherish the spirit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인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마땅히 소중한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미래를 계획하는

VISION

생각을 경영한다
經營夢想
Create the vision

애터미는 진정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FAITH

믿음에 굳게 서며
堅定信念
Follow the faith

것입니다. 생각을 경영하여 스스로 계획한 미래가 다가오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비전에 대한
믿음은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행동을 이끄는
힘입니다.

HUMILITY

겸손히 섬긴다
謙卑服務
Serve in humility

애터미는 겸손을 가장 중요한 행동양식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늘과 같이 높되 낮은 자세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도 겸손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명예는
존경으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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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

Basic 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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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Basic Logo - Basic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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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 적용 시 심볼의 최소 사이즈는 크기가 작아졌을 경우에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항의 최소 사이즈
규정을 준수하며 오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주변에 어떠한 요소도 침범하면 안 되는 최소 공간 규정을

Basic
Logo Basic Provision
준수하여야
한다.

최소 공간 규정
최소 여백 규정
최소 사이즈 규정

최소 공간규정
매체 적용시 각종 텍스 정보와 시각적 표시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최소한의 공간규정이다. 공간규정은 예시와 같은 간격을 두고 사용한다.

0.3 X

0.3 X

X

0.3 X

0.3 X

최소 여백 규정

15mm

최소 사이즈 규정

04

Basic Logotype - Linea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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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의 로고는 브랜드를 표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써 사용 시 본 항의 내용을 숙지하여 오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로고의 그리드 규정은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데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대형
사인물 등 특별히 크게 확대 제작해야 하는 경우 또는 수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리드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 형태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한다.

최소 공간 규정
최소 여백 규정
최소 사이즈 규정

최소 공간규정
매체 적용시 각종 텍스 정보와 시각적 표시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최소한의 공간규정이다. 공간규정은 예시와 같은 간격을 두고 사용한다.

*애터미 리니어타입 적용은 제품 디자인에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0.5X

0.5X
X
0.5X

0.5X
15mm

최소 여백 규정

최소 사이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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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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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의 로고 상하조합은 애터미의 심볼과 로고타입이 좌우로 조합된 베이직 로고와 함께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해 디자인된 로고이다. 로고 상하조합은 각 요소의 위치와 비례 등을 지켜 활용과 관리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로형

가로형

세로형
최소 공간 규정

애터미(주)

최소 폰트 규정

세로형

애터미(주)

애터미(주)

애터미(주)
최소 폰트 규정

최소 공간 규정

최소 6pt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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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 Slo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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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의 슬로건 조합은 애터미의 슬로건을 함께 조합하여 사용할 경우 필요하며 애터미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전달하는 핵심 역할을 하기에 활용과 관리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형을 위주로 사용하고 적용면에
따라 차선 활용형을 사용 가능하다.

가로형

가로형

세로형
최소 공간 규정

세로형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애터미(주)

최소 공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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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 Slogan - English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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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의 영문버전은 애터미의 영문버전을 함께 조합하여 사용할 경우 필요하며애터미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전달하는 핵심 역할을 하기에 활용과 관리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형을 위주로 사용하고 적용면에
따라 차선 활용형을 사용 가능하다.

가로형

가로형

세로형
최소 공간 규정

CHERISH THE SPIRIT

ATOMY CO.,LTD.

세로형

CHERISH THE SPIRIT

ATOMY CO.,LTD.

CHERISH THE SPIRIT

ATOMY CO.,LTD.

최소 공간 규정

08

Color - Main & Sub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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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색상은 애터미 브랜드를 차별화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지정된 색상을 통일성있고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쇄매체 적용 시, 색상의 표현은 별색 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가이드에
수록된 Pantone Color 또는 4원색 Process Color를 표준으로 삼는다. 4원색 Process Color로 재현해야 하는
신문, 잡지 등의 경우에는 하단에 표기된 Process Color에 준하여 인쇄하도록 한다.

메인컬러

메인컬러

보조컬러

보조컬러
애터미 블루

애터미 라이트그레이

PANTONE 2995C

PANTONE Cool Gray 5C

C 83 M 1 Y 0 K 0 / R 0 G 181 B 239

C 0 M 0 Y 0 K 50 / R 153 G 157 B 160

애터미 다크그레이
PANTONE Cool Gray 8C
C 0 M 0 Y 0 K 70 / R 110 G 110 B110

옐로우
PANTONE 100C
C 0 M 0 Y 50 K 0 / R 249 G 236 B 114

애터미 화이트
WHITE
C 0 M 0 Y 0 K 0 / R 255 G 255 B 255

*유/무광 후가공 적용 시 컬러 5~10% 다운하여 사용

09

Color - Logo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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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은 흰색 배경에 전용 색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심볼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배경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 적용

PANTONE 2995C Blue background

PANTONE 2995C on Wihte background

PANTONE 5C Gray on Wihte background

White on Dark photography

White on Medium dark photography

PANTONE 5C Gray on Light photography

* 애터미 로고타입은 ‘블루/화이트 바탕’ 사용 권장.
* 부득이하게 다른 배경에 사용할 시 1도로 처리하되 난색계열 1도 처리는 불가.

10

Incorrect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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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금지 규정은 애터미 로고의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이미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 항의 예시는 로고의 형태 및 색상 등을 잘못 적용한 예시이며, 이를 참고하여 이미지의 왜곡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잘못된 적용

1. 로고의 기울기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규정에 벗어난 컬러를 적용한 경우

3. 회전시키는 경우

4. 로고타입을 라인으로 처리하는 경우

5. 로고타입을 굵게 처리하는 경우

5. 로고타입에 그림자 처리하는 경우

6. 로고의 간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

8. 로고의 구성요소 비율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로고타입은 애터미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색상과 형태를 임의로 바꾸거나 변형하지 않는다.
* 제시된 예를 잘못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다.

11

Typeface - Main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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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 전용서체는 곡선과 직선의 조화가 뛰어나 명료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며, 전문적이면서 진실한
애터미의 기업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 세가지 두께별 서체를 갖추어 그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지정 서체는
각종 시각 전달 매체의 타이틀 또는 표시문자, 서식 및 간행물의 캡션, 본문 및 문안 등에 사용되며 적용 항목의
성격에 따라 두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애터미체

Light (본문용)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Atomy Skin Care Lotion

Medium (본문용)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Atomy Skin Care Lotion

Bold (본문용)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Atomy Skin Care Lotion
*애터미 Bold서체는 영문서체만 사용

다운로드 안내

애터미 홈페이지
http://www.atomy.kr/v2/Home/About/FontsInfo
다운로드 경로
애터미 홈페이지[www.atomy.kr]-[애터미 소개]-[홍보관]-[애터미 서체]

[출처] 애터미 http://www.atomy.kr/v2/Home/About/FontsInfo
애터미체는 애터미(주)의 상표이며, 애터미 체는 오픈 소스입니다.
애터미 서체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매체, 인쇄매체, 웹 등 다양한 매체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 사용 할수 있습니다.
단, 애터미 서체를 유료로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등 상업적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기업의 로고 및 반사회적 제작물이나 부정적 이미지로는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 조인정 과장 injungjo@at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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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face - Sub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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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 Sans체는 애터미의 서브폰트로써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한다. 지정서체는 각종 시각 전달 매체의
타이틀 또는 표시 문자,서식 및 간행물의 캡션, 본문 및 문안 등에 사용되며 적용 항목의 성격에 따라 두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Noto Sans 체

전면 외 표시사항에 적용
Typefaces_Sub 사용 기준
1. 제품 주표시면의 제품 BI, 메인카피 외 표기사항 부분은 Noto Sans 서체로 적용
2. 해외법인 수출용 작업 진행 시 각 법인 국가 언어에 맞는 서체 적용

국문 Noto Sans CJK
가나다라

Noto Sans CJK Thin

가나다라

Noto Sans CJK DemiLight

가나다라

Noto Sans CJK Light

가나다라

Noto Sans CJK Regular

가나다라

Noto Sans CJK Medium

가나다라

Noto Sans CJK Bold

가나다라

중문

Noto Sans CJK Black

번체 Noto Sans CJK TC

간체 Noto Sans CJK SC

按字母顺

Noto Sans CJK TC Light

Noto Sans CJK SC Light

按字母顺

Noto Sans CJK TC Bold

Noto Sans CJK SC Bold

按字母顺
按字母顺

Noto Sans CJK TC Medium
Noto Sans CJK TC Black

Noto Sans CJK SC Medium
Noto Sans CJK SC Black
일문 Noto Sans CJK JP

영문 Noto Sans

ABCDEF

Noto Sans Regular

ABCDEF

Noto Sans Bold

あいうえ

Noto Sans CJK JP Light

あいうえ

Noto Sans CJK JP Bold

あいうえ

あいうえ

다운로드 안내

Noto Sans CJK JP Medium
Noto Sans CJK JP Black

다국어 지원 무료서체 받는 곳
http://www.google.com/get/noto/#/
[출처] 구글 노토 폰트 https://www.google.com/get/noto/
. Noto는 Google Inc.의 상표이며, Noto 글꼴은 오픈 소스입니다.
. 모든 Noto 글꼴은 SIL Open Font License, 버전 1.1에 따라
게시됩니다.
. 언어 데이터 및 일부 샘플 텍스트는 유니 코드 CLDR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것 입니다.

응용
시스템
APPL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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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Namecard

ATOMY CI GUID E L INE

명함은 애터미의 구성원으로서 외부인과 접촉시 자신의 소속을 인식시키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므로 정확하고 일괄적인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취향으로 독자 제작하는 것은
애터미의 이미지와 아이덴티티에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금지하고 아래에 예시된 규격과 위치에 맞게 제작하여야
하며, 사용시 변경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지정된 원고를 사용하도록 한다.

86

명함

앞면

마케팅팀 / 팀장

홍 길 동
54

애터미(주)
314824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 2길 51-101
Tel : 070 - 4603 - 1234 Fax : 02 - 123 - 4567
Mobile : 010- 1234- 5678
E - mail : gildonghong@atomy.kr

뒷면

Marketing Dept.
Section Head

Hong, Gil Dong

ATOMY CO., LTD.
52-101, Hanjeok2-gil, Gongjo-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Tel : + 82 - 70 - 4603 - 1234 Fax : + 82 - 2 - 123 - 4567
Mobile : + 82 -10 - 1234- 5678
E - mail : gildonghong@atomy.kr

86 ×54 mm
랑데뷰 울트라화이트 240 gm² 또는
유사 종이에 지정한 별색으로
오프셋 인쇄

15

Employee ID Card

ATOMY CI G UID E L INE

사원증은 임직원이나 방문객에게 정보를 주고 브랜드를 인지하게 하는 요소이므로 제작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원증

앞면

박한길
夢想 / Park, Han Gill

뒷면

16

Letter Envelope - Small

ATOMY CI GUID E L INE

소봉투는 우정사업본부 지정 규격에 준하여 예시되었으므로 규격에 맞추어 제작한다. 본 항에 예시된 세부사항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정된 색상으로 옵셋인쇄한다. 사용시 변경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지정된 원고를 사용하도록 한다.

소봉투

PANTONE 2995C
C 83 M 1 Y 0 K 0 / R 0 G 181 B 239

220 ×105 mm
백색 모조지 120gm² 또는
유사 종이에 지정한 별색으로
오프셋 인쇄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애터미(주)

314- 140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52-101(금흥동)
고객행복센터 : 1544-8580 / Fax : 02-888-4802
www.atomy.kr

* 상기 제품은 애터미 굿즈 제품으로 www.atomy.kr 애터미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입니다.

17

Letter Envelope - Large

ATOMY CI G UID E L INE

대봉투는 우정사업본부 지정 규격에 준하여 예시되었으므로 규격에 맞추어 제작한다. 본 항에 예시된 세부사항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정된 색상으로 옵셋인쇄한다. 사용시 변경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지정된 원고를 사용하도록 한다.

대봉투

PANTONE 2995C
C 83 M 1 Y 0 K 0 / R 0 G 181 B 239

330 ×245 mm
백색 모조지 150gm² 또는
유사 종이에 지정한 별색으로
오프셋 인쇄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애터미(주)

314- 140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52-101(금흥동)
고객행복센터 : 1544-8580 / Fax : 02-888-4802
www.atomy.kr

* 상기 제품은 애터미 굿즈 제품으로 www.atomy.kr 애터미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입니다.

18

Promotion Bag

ATOMY CI GUID E L INE

쇼핑백은 행사시 상품 및 기념품 등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애터미의 이미지 전달을 위한 프로모션의 역할을
한다. 본 항에 예시된 규정대로 규격과 위치 등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하며 지정된 색상으로
옵셋인쇄한다.

쇼핑백

PANTONE 2995C
C 83 M 1 Y 0 K 0 / R 0 G 181 B 239

Type A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애터미(주)

Type B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애터미(주)

* 상기 제품은 애터미 굿즈 제품으로 www.atomy.kr 애터미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입니다.

19

Mug

ATOMY CI G UID E L INE

머그컵은 행사시 홍보용으로 활용되는 상품 및 기념품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애터미의 이미지 전달을 위한
프로모션의 역할을 한다. 본 항에 예시된 규정대로 규격과 위치 등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하며
고급 재질 및 제작 방법을 선별하여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한다.

머그컵

PANTONE 2995C
C 83 M 1 Y 0 K 0 / R 0 G 181 B 239

CHERISH THE SPIRIT

ATOMY CO.,LTD.

* 상기 제품은 애터미 굿즈 제품으로 www.atomy.kr 애터미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입니다.

20

Product Poster

ATOMY CI G UID E L INE

광고 포멧은 애터미의 이미지의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홍보 매체이므로 각 요소의 사용 규정을 준수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본 항목은 색상 및 그래픽 모티프, 텍스트의 내용과 크기 등을 가이드를 준수하는 한에서 변경
가능하다.

제품 포스터

포스터 이미지

확대사용

* 다음 크기로 확대 시

A0 841 X 1189

A1 594 X 841

A2 420 X 594

A3 297 X 420
A4 210 X 297

141.42% 확대 사용

141.42%
확대

21

Staff Wear

ATOMY CI G UID E L INE

스텝복은 외부에서 브랜드 노출이 많은 매체로 애터미의 이미지의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홍보
매체이므로 각 요소의 사용 규정을 준수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스텝복

앞

뒤

사인
시스템
SIGN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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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lacard Main

ATOMY CI GUID E L INE

메인배너는 애터미의 이미지를 장기간 외부에 노출시켜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광고매체의 역활을 하게
되므로 심볼 형태, 컬러규정, 애터미폰트 사용 등으로 아이덴티티를 확보하여야 하며 제작 및 설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메인 배너

* 상기 사인물의 디자인은 기본 형식으로 매년마다 리뉴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24

Placard Sub

ATOMY CI GUID E L INE

서브배너는 애터미의 이미지를 장기간 외부에 노출시켜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광고매체의 역활을 하게
되므로 심볼 형태, 컬러규정, 애터미폰트 사용 등으로 아이덴티티를 확보하여야 하며 제작 및 설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메인 배너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Global Atomy Success Academy

* 상기 사인물의 디자인은 기본 형식으로 매년마다 리뉴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25

Company Motto Banner

ATOMY CI G UID E L INE

현수막은 애터미의 특별한 행사나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게시하는 아이템으로서 애터미의
아이덴티티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디자인하였다. 현수막의 구체적인 제작은 건물의 위치와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비례와 크기는 현장 상황에 맞게 본 항의 예시를 토대로 실측 조정한 후
제작하여 설치한다.

사훈 현수막

사훈 Company Motto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珍愛靈魂 / SPIRIT

經營夢想 / VISION

堅定信念 / FAITH

謙卑服務 / HUMILITY

* 상기 사인물의 디자인은 기본 형식으로 매년마다 리뉴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26

Horizontal Banner

ATOMY CI G UID E L INE

현수막은 애터미의 특별한 행사나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게시하는 아이템으로서 애터미의
아이덴티티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디자인하였다. 현수막의 구체적인 제작은 건물의 위치와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비례와 크기는 현장 상황에 맞게 본 항의 예시를 토대로 실측 조정한 후
제작하여 설치한다.

가로형 현수막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Global Atomy Success Academy

* 상기 사인물의 디자인은 기본 형식으로 매년마다 리뉴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27

Banner . A Type

ATOMY CI GUID E L INE

현수막은 애터미의 특별한 행사나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게시하는 아이템으로서 애터미의
아이덴티티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디자인하였다. 현수막의 구체적인 제작은 건물의 위치와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비례와 크기는 현장 상황에 맞게 본 항의 예시를 토대로 실측 조정한 후
제작하여 설치한다.

세로형 현수막

* 상기 사인물의 디자인은 기본 형식으로 매년마다 리뉴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28

Banner. B Type

ATOMY CI GUID E L INE

현수막은 애터미의 특별한 행사나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게시하는 아이템으로서 애터미의
아이덴티티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디자인하였다. 현수막의 구체적인 제작은 건물의 위치와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비례와 크기는 현장 상황에 맞게 본 항의 예시를 토대로 실측 조정한 후
제작하여 설치한다.

세로형 현수막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Global Atomy
Success Academy

* 상기 사인물의 디자인은 기본 형식으로 매년마다 리뉴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