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26 광고물관리규정

제정  2002. 01.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고물의 표시장소 ․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 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학교의 미관풍치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표시되고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 입간판 ․ 현수막 ․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라 함은 광고탑 ․ 광고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광고물 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이라 한

다)에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학생복지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학교시설지구내

2. 학교 모든 건물 내․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종류 ․ 모양 ․ 크기 ․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허가 수량 등 허가 기

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복지처에서 정한다.

③ 허가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정된 게시판 및 장소 이외에는 설치 및 부착할 수 없다.

제4조(광고물 금지 또는 제한) 학생복지처에서는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장소 또는 물건에는 미관풍

치 및 학교를 깨끗이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광고물의 표시 ․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광고물 표시를 금지 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건물내 벽면

2) 가로수

3) 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4) 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5)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6) 담장

제5조(금지광고물)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 서는 아니된다.

1. 기타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2.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3.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 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청소년의 보호 ․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6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학생복지처에서는 제3조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불법 설치한 자에 대해 그 광고

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또한 해당학과 및 동아리 단체에 대해서는 기타 시설물 사용(운동장, 실내체육관, 국제회의장, 세미나실, 강의실 

등) 허가를 불허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