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안심 BI 규정집



BI소개

합법적인 저작권이용을 권장 및 홍보할 수 있는 친근하고 직관적인 이미지를 담아 상징성, 독창성, 대중성을 고려하여

부드럽고 친근한 서체와 컬러를 사용하여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저작권 안심” 이라는 핵심의미를 담았다.



심볼로고
심볼로고는 Identity의 핵심요소로서

모든 매체에 사용되어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임의로 형태나 색상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심볼로고

그리드 시스템



그리드 시스템

로고타입은 로고마크와의 조합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으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활용시에는 제공되는 데이타를 활용하여야 한다.

외국어_컬러  영어 / 일어 / 중국어 / 대만어
                     독일어 / 프랑스어 / 이탈리어어 / 스페인어

영     어 일   어

대만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그리드 시스템

로고타입은 로고마크와의 조합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으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활용시에는 제공되는 데이타를 활용하여야 한다.

외국어_컬러  영어 / 일어 / 중국어 / 대만어
                     독일어 / 프랑스어 / 이탈리어어 /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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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보조색상
전용색상을 고유한 색상이미지를 형성하고 워드마크, 로고타입 등 각각의 요소에 적용되어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현매체에 따라 명도, 채도 등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색상 재현시 최상의 표준색상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의 예시에 제시된 사항을 정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전용색상

보조색상

PANTONE 361 C

C70 M0 Y100 K0

PANTONE 179 C

C0 M80 Y100 K0

PANTONE 138 C

C0 M40 Y100 K0

PANTONE Process Blue C

C100 M10 Y0 K10

PANTONE 294 C

C100 M60 Y0 K20

PANTONE 7544 C

PROCESS K50

Gold PANTONE 874 C

PROCESS C10 M30 Y50 K20



색상활용
색상 및 형태를 임의로 적용할 경우 본래의 이미지가 손상되므로 반드시 표준색상, 형태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수한 효과를 얻기 위해 Gold나 Sliver의 색상표현도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예시된 색상규정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색상활용



공문서 양식 / 지정서_국문
공문서 양식은 대외적인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활용시에는 제공되는 데이타를 활용하여야 한다.

지정서

A4-사이즈 210 X 297 mm



공문서 양식 / 지정서_국문
공문서 양식은 대외적인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활용시에는 제공되는 데이타를 활용하여야 한다.

지정서

A4-사이즈 210 X 297 mm



공문서 양식 / 인증서 케이스
공문서 양식은 대외적인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활용시에는 제공되는 데이타를 활용하여야 한다.

인증서

케이스

A4-사이즈 220 X 306 mm



배너
배너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활용시에는 제공되는 데이타를 활용하여야 한다.

배너

(600 X 1800mm)



현판 (아크릴 현판)_국문
싸인은 대외적인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활용시에는 제공되는 데이타를 활용하여야 한다.

현판

현판 - (250x250mm)



현판 (아크릴 현판)_국문
싸인은 대외적인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활용시에는 제공되는 데이타를 활용하여야 한다.

현판

현판 - (250x250mm)



테이블싸인 / 스티커_국문
싸인은 대외적인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활용시에는 제공되는 데이타를 활용하여야 한다.

테이블싸인

스티커

테이블 싸인 - 모서리 R 20mm, 두께 5mm (150x150mm) 거치대 예시

스티커 - (100x100mm)



테이블싸인 / 스티커_영문
싸인은 대외적인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활용시에는 제공되는 데이타를 활용하여야 한다.

테이블싸인

스티커

테이블 싸인 - 모서리 R 20mm, 두께 5mm (150x150mm) 거치대 예시

스티커 - (100x100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