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슈어
자료제공 가이드

01. 원고

●  브로슈어에 들어갈 내용은 별도로 첨부해드리는 PPT 파일에 제공 해주셔야 합니다.

●  원고는 페이지를 구분하여 작성 해 주십시오.

●  페이지는 8, 16, 20, 24P 중 선택하여 진행 해주세요. (표지를 포함한 페이지가 4의 배수로 되어야함)

●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원고와 이미지의 위치를 정확히 배분하여 제공 해주세요.

  (PPT내 페이지 또한 브로슈어 페이지 수에 맞게 작성)

예시)  회사소개 브로슈어 구성안 샘플 (12page, 210*297mm)

●  원고는 페이지를 구분하여 작성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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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미지
●  최소 2~300dpi 이상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PPT 외 별도 폴더안에 첨부하여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누끼 이미지컷 촬영 시 흰색 배경에서 촬영을 권합니다.

02. 로고 
●  CI 및 BI 로고파일은 일러스트 파일로 제공 해주셔야 합니다.

  (확장자 : .ai / .eps)

●  문장 수정의 경우 오타 방지를 위해 텍스트 파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  텍스트 파일 제공이 불가능 할 경우, 수정된 파일 검토 必

03. 수정사항

●  원하는 디자인, 원하시는 컨셉(심플, 비즈니스, 실험적인, 모던 등) 의 참고 이미지도 함께 

  PPT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03. 디자인 방향

●  원하는 브로슈어의 사이즈를 기재해주세요.

04. 사이즈



브로슈어
자료제공 체크리스트
제공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 해주세요!

PPT 내에 모든 원고를 작성 해주셨나요?

PPT 내에 모든 원고의 오/탈자를 확인 하셨나요?

로고는 일러스트 파일로 첨부 하셨나요?

이미지는 모두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 인가요? (해상도가 낮을 경우 사용불가)

이미지의 저작권을 확인 하셨나요?
웹사이트 상의 이미지는 상업적 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회사에 라이선스가 있는 이미지(직접 촬영, 유료 이미지 구매)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미지는 폴더안에 별도로 첨부 하셨나요?

디자인 방향에 관한 이미지를 첨부 하셨나요?

원하시는 페이지 수(4의배수)와 사이즈를 확인 하셨나요?



원고 및 요청사항 작성

슬라이드 옆 노란색 상자 안에 요청사항을 입력 해주세요.

상단에 페이지를 적고, 해당 원고를 입력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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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이미지 추가

페이지 별, 참고이미지가 있으시면 뒷페이지에 첨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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