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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광역시_빛고을광주 전용서체 개요
광주광역시의 로고타입은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시각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광주광역시의 전용서체는
기존 로고타입이 전달하는 신뢰감, 친밀함, 부드러움, 안정감을 동일하게 전달하며 한글 타이포그라피로서의
가시성과 가독성을 확보하여 광주광역시의 아이덴티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광주광역시 로고타입

광주광역시 전용서체

[빛고을광주_볼드]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Gwangju Metropolitan City Hall
[빛고을광주_미디움]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Gwangju Metropolitan City Hall
[빛고을광주_라이트]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Gwangju Metropolitan City Hall

2. 광주광역시_빛고을광주 전용서체 특징 · 구성
광주광역시의 기존 로고타입을 토대로 하여,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디자인 형태를 한글 타이포그라피로
표현하였다. 각각 활용에 맞도록 균형있는 형태를 유지하되, 곡선과 직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제작된 서체로서,
광주광역시만의 독창적이며 통일성있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빛고을광주체 특징

둥근 모서리를 디자인 특징 요소로 지정하여
모서리의 각도를 굵기 3종에 모두 적용함으로서
디자인 특징을 유지하면서 차별성 확립

사선의 각도와 부드러운 곡선의 디자인을 서체 3종에
그대로 유지하여 로고타입과의 통일성 유지

아랫부분이 닫혀있는 초성은 왼쪽 모서리에
둥근 모서리의 디자인을 모든 글자에 통일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를 초성, 중성, 종성의
성향에 맞게 적용 및 조정하여 디자인 요소로 사용

세로획에 사용된 사선의 각도를
가로획에도 적용하여 디자인의 통일성 유지

‘ㅇ’의 디자인을 특징 요소로 지정하여
각 위치와 공간에 따라 가로획과 세로획이
두께를 유지하여 디자인 요소 유지

2. 광주광역시_빛고을광주 전용서체 특징 · 구성
광주광역시의 기존 로고타입을 토대로 하여,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디자인 형태를 한글 타이포그라피로
표현하였다. 각각 활용에 맞도록 균형있는 형태를 유지하되, 곡선과 직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제작된 서체로서,
광주광역시만의 독창적이며 통일성있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빛고을광주체 구성

서체명

빛고을광주

서체굵기

구성

자수

Bold

한글

2,350자 + 추가 50자

Medium

영문

94자 (Basic Latin)

Light

KS심볼

986자

빛고을광주체_추가 제작 자수

긂긹깂깄깇깉깋끾낐냣넏넞넡넢녂녤녿놕놤
놥놧놩눍뉫닡닣닶닽댝덨됵됸됼띡뷁빋웻쮠
쯕쯘쯜찟촥췕켝탹텽폇횽훕
빛고을광주체_KS심볼 예시

㈀㈁㈂㈃㈄㈅㈆㈇㈈㈉㈊㈋㈌㈍
㉠㉡㉢㉣㉤㉥㉦㉧㉨㉩㉪㉫㉬㉭
㈎㈏㈐㈑㈒㈓㈔㈕㈖㈗㈘㈙㈚㈛
㉮㉯㉰㉱㉲㉳㉴㉵㉶㉷㉸㉹㉺㉻

3.01_빛고읅을광주_볼드 문장예시
광주광역시 기본 로고타입의 굵기를 그대로 반영한 서체로서 기존 로고타입을 사용하며 발생하던 어려움들을
없애고, 편하게 로고타입을 서체로 사용하여 기존 사인제작물은 물론 각종 인쇄물, 문서의 제목용 서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로써 보다 통일성있는 광주광역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

빛고을광주_Bold: 55pt / 자간 0 / 자폭 100% / 행간 자동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빛고을광주_Bold: 35pt / 자간 0 / 자폭 100% / 행간 자동

자부심 넘치고 당당한
광주시민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웃과 시민과 따뜻함을
나누겠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3.01_빛고읅을광주_볼드 문장예시
광주광역시 기본 로고타입의 굵기를 그대로 반영한 서체로서 기존 로고타입을 사용하며 발생하던 어려움들을
없애고, 편하게 로고타입을 서체로 사용하여 기존 사인제작물은 물론 각종 인쇄물, 문서의 제목용 서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로써 보다 통일성있는 광주광역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

빛고을광주_Bold: 18pt / 자간 0 / 자폭 100% / 행간 자동

바르게 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생각은,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의 뿌리요 행동의 바탕이다.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며, 슬기롭게 행동하고 떳떳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보람있게 꾸미고 싶어한다.
이러한 본래의 착한 마음이 세속과 물질에 유혹되어, 혼탁하고
탐욕스럽게 되어 자신을 타락시키고 파멸시키게 되는 것이다.

빛고을광주_Bold: 12pt / 자간 0 / 자폭 100% / 행간 자동

바르게 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생각은,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의 뿌리요
행동의 바탕이다.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며, 슬기롭게 행동하고
떳떳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보람있게 꾸미고 싶어한다. 이러한 본래의 착한
마음이 세속과 물질에 유혹되어, 혼탁하고 탐욕스럽게 되어 자신을 타락시키고 파멸시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은 모든 것을 좌우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어, 기득권자들이 자행한
독선과 파행으로 우리 역사가 그르쳐졌을 뿐 아니라 수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천혜의 환경에 따른 넉넉한 마음과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정신으로
개방적이며 자상한 성격으로 의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지방 사람들은, 정치적 주변부에
있으면서도 불우하고 올곧게 살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어 그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고려말에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성리학이 전파되자, 신진사대부들은 그것을 그들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 그리고는 몽고에 아부하여 권력과 농장을 독점했던 권문세족들을 공격하였다.
이어서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을 단행하여 조선왕조를 세우자, 사대부들은 이를 따르는 현실파와
고려왕조에 충성하고 절의를 지키려는 사람들로 나누어졌다. 정도전 . 조준 . 남은 . 권근 등은
조선왕조에 참여하여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이었고, 정몽주 . 이색 . 길재 . 이숭인과 두문동의
현인들은 충절을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3.02_빛고읅을광주_볼드 빈출자

가 각간갈감강개거건것
게결 경계 고 골 공 과관 교
구 국 군 그 길까나난남내
너년 노 는 늘 니다단당대
데 도 동 되 된 두 드 들 디따
때 또 라란람래 러 레 려 력
련로 료 르 른를름 리 린마
만말 며 면 명 모 무 문 물 미
민 및바반발방배 법 병 보
본 부 분 불 비 사산상새생
서 선설 성세 소 속 수 술 스

3.02_빛고읅을광주_볼드 빈출자

습 시 식 신 실 심아안않알
야양어 업 없었에여 역 연
였 영예 오 와 요 용 우 운 울
원위유육으은을음의이
인 일 임 있자작장재저 적
전절 점 정제 조 종 주 중 증
지 직 질 집찰책체 초 추 치
카 크 타태 터 토 트 특파 포
피 하학한할합해향험 현
형 호 화환활 회 후 훔 희 히

4.01_빛고읅을광주_미디움 문장예시
광주광역시 기본 로고타입에서 파생된 서체로서 각종 문서 및 인쇄 양식에서 로고타입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이로써 보다 통일성있는 광주광역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

빛고을광주_Medium: 55pt / 자간 0 / 자폭 100% / 행간 자동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빛고을광주_Medium: 35pt / 자간 0 / 자폭 100% / 행간 자동

자부심 넘치고 당당한
광주시민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웃과 시민과 따뜻함을
나누겠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4.01_빛고읅을광주_미디움 문장예시
광주광역시 기본 로고타입에서 파생된 서체로서 각종 문서 및 인쇄 양식에서 로고타입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이로써 보다 통일성있는 광주광역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

빛고을광주_Medium: 18pt / 자간 0 / 자폭 100% / 행간 자동

바르게 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생각은,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의 뿌리요 행동의 바탕이다.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며, 슬기롭게 행동하고 떳떳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보람있게 꾸미고 싶어한다.
이러한 본래의 착한 마음이 세속과 물질에 유혹되어, 혼탁하고
탐욕스럽게 되어 자신을 타락시키고 파멸시키게 되는 것이다.

빛고을광주_Medium: 12pt / 자간 0 / 자폭 100% / 행간 자동

바르게 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생각은,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의 뿌리요
행동의 바탕이다.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며, 슬기롭게 행동하고
떳떳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보람있게 꾸미고 싶어한다. 이러한 본래의 착한
마음이 세속과 물질에 유혹되어, 혼탁하고 탐욕스럽게 되어 자신을 타락시키고 파멸시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은 모든 것을 좌우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어, 기득권자들이 자행한
독선과 파행으로 우리 역사가 그르쳐졌을 뿐 아니라 수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천혜의 환경에 따른 넉넉한 마음과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정신으로
개방적이며 자상한 성격으로 의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지방 사람들은, 정치적 주변부에
있으면서도 불우하고 올곧게 살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어 그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고려말에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성리학이 전파되자, 신진사대부들은 그것을 그들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 그리고는 몽고에 아부하여 권력과 농장을 독점했던 권문세족들을 공격하였다.
이어서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을 단행하여 조선왕조를 세우자, 사대부들은 이를 따르는 현실파와
고려왕조에 충성하고 절의를 지키려는 사람들로 나누어졌다. 정도전 . 조준 . 남은 . 권근 등은
조선왕조에 참여하여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이었고, 정몽주 . 이색 . 길재 . 이숭인과 두문동의
현인들은 충절을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4.02_빛고읅을광주_미디움 빈출자

가 각간갈감강개거건것
게결 경계 고 골공과관교
구 국군 그 길까나난남내
너년노 는늘니다단당대
데 도 동 되 된 두 드 들 디따
때또라란람래 러 레 려 력
련 로 료 르 른를름 리 린 마
만말 며 면 명 모 무문물 미
민 및바반발방배 법 병 보
본부분불 비 사산상새생
서 선설 성세소 속수술 스

4.02_빛고읅을광주_미디움 빈출자

습 시 식 신 실 심아안않알
야양어 업 없었에여 역 연
였 영예오와요 용 우 운울
원 위 유육 으 은을음 의 이
인 일 임 있자작장재저 적
전절 점 정제조 종주중증
지 직 질 집찰책체초 추 치
카크타태 터 토 트 특파포
피 하학한할합해향험 현
형 호 화환활 회 후 훔 희 히

5.01_빛고읅을광주_라이트 문장예시
광주광역시 기본 로고타입에서 파생된 서체로서 각종 문서 및 인쇄 양식에서 로고타입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본문용 서체로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서체이다. 이로써 기본 문서 양식에서도 광주광역시만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

빛고을광주_Light: 55pt / 자간 0 / 자폭 100% / 행간 자동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빛고을광주_Light: 35pt / 자간 0 / 자폭 100% / 행간 자동

자부심 넘치고 당당한
광주시민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웃과 시민과 따뜻함을
나누겠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5.01_빛고읅을광주_라이트 문장예시
광주광역시 기본 로고타입에서 파생된 서체로서 각종 문서 및 인쇄 양식에서 로고타입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본문용 서체로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서체이다. 이로써 기본 문서 양식에서도 광주광역시만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

빛고을광주_Light: 18pt / 자간 0 / 자폭 100% / 행간 자동

바르게 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생각은,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의 뿌리요 행동의 바탕이다.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며, 슬기롭게 행동하고 떳떳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보람있게 꾸미고 싶어한다.
이러한 본래의 착한 마음이 세속과 물질에 유혹되어, 혼탁하고
탐욕스럽게 되어 자신을 타락시키고 파멸시키게 되는 것이다.

빛고을광주_Light: 12pt / 자간 0 / 자폭 100% / 행간 자동

바르게 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생각은,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의 뿌리요
행동의 바탕이다.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며, 슬기롭게 행동하고
떳떳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보람있게 꾸미고 싶어한다. 이러한 본래의 착한
마음이 세속과 물질에 유혹되어, 혼탁하고 탐욕스럽게 되어 자신을 타락시키고 파멸시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은 모든 것을 좌우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어, 기득권자들이 자행한
독선과 파행으로 우리 역사가 그르쳐졌을 뿐 아니라 수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천혜의 환경에 따른 넉넉한 마음과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정신으로
개방적이며 자상한 성격으로 의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지방 사람들은, 정치적 주변부에
있으면서도 불우하고 올곧게 살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어 그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고려말에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성리학이 전파되자, 신진사대부들은 그것을 그들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 그리고는 몽고에 아부하여 권력과 농장을 독점했던 권문세족들을 공격하였다.
이어서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을 단행하여 조선왕조를 세우자, 사대부들은 이를 따르는 현실파와
고려왕조에 충성하고 절의를 지키려는 사람들로 나누어졌다. 정도전 . 조준 . 남은 . 권근 등은
조선왕조에 참여하여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이었고, 정몽주 . 이색 . 길재 . 이숭인과 두문동의
현인들은 충절을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5.02_빛고읅을광주_라이트 빈출자

가 각간갈감강개거건것
게결 경계 고 골공과관교
구 국군 그 길까나난남내
너년노 는늘니다단당대
데 도 동 되 된 두 드 들 디따
때또라란람래 러 레 려 력
련 로 료 르 른를름 리 린 마
만말 며 면 명 모 무문물 미
민 및바반발방배 법 병 보
본부분불 비 사산상새생
서 선설 성세소 속수술 스

5.02_빛고읅을광주_라이트 빈출자

습 시 식 신 실 심아안않알
야양어 업 없었에여 역 연
였 영예오와요 용 우 운울
원 위 유육 으 은을음 의 이
인 일 임 있자작장재저 적
전절 점 정제조 종주중증
지 직 질 집찰책체초 추 치
카크타태 터 토 트 특파포
피 하학한할합해향험 현
형 호화환활 회 후 훔 희 히

7. 빛고을광주체 설치 가이드
광주광역시의 전용서체는 Windows OS용과 Mac OS X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indows OX용은 Windows XP, Windoes Vista, Windows 7, Windows 8, Window 10에서 사용 가능,
Mac OS X용은 Mac Os X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

수동설치

Windows TTF, Mac OS X OTF를 수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설치시

Windows TTF를 수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받은 후, 압축파일(Zip)을 풀고, C:드라이브 > Windows폴더 > Fonts폴더에
드래그하여 설치합니다.
(TTF는 모니터 및 일반문서, 웹문서 작성시에 사용 적합합니다.)

macintosh 설치시

Mac OS X OTF를 수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받은 후, 압축파일(Zip or sit)을 풀고 Mac OS X 홈 > 라이브러리 > Fonts폴더에
드래그하여 설치합니다.
(OTF는 인쇄 및 고급출력에 사용 적합합니다.)

광주광역시 전용서체인 “빛고을광주체”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매체, 인쇄매체, 인터넷, 모바일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전용서체를 유료로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등 상업적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서체를 불법으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