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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브랜드 아이덴티티 가이드



기본형과 최소여백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의 기본 로고입니다. 로고의 최소 사이즈는 가로폭 25mm로 제한합니다.  

글자의 간격 및 형태를 임의로 변형하는 것을 금지하며 상징 이미지가 다른 요소의 침해없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하•좌•우의 최소 여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시각적 보정

X

최소 사이즈 25mm



세로형과 최소여백

세로형 로고입니다. 로고의 최소 사이즈는 가로폭 26.3mm로 제한합니다.  

정해진 형태의 변형을 금지하며 상징 이미지가 다른 요소의 침해없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하•좌•우의 최소 여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시각적 보정

3/4 X

X

최소 사이즈 26.3mm



심볼 사용

사용 환경에 따라 워드마크 없이 심볼만 단독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워드마크는 단독 사용을 지양합니다. 심볼의 최소 사이즈는 가로폭 8mm로 제한합니다.  

상징 이미지가 다른 요소의 침해없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하•좌•우의 최소 여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메신저 아이콘 높이

X

최소 사이즈 8mm



사이좋은 마음 

따뜻함, 열정을 상징하는 빨강

소통하는 메신저 

즐거움, 희망을 상징하는 노랑

작은 디지털 세상, 스마트 폰 

스마트, 도시를 상징하는 파랑

연결, 미소 

조화로움을 상징하는 보라

확장형

로고의 4가지 구성요소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요소의 최소 사용 크기는 10mm 이상입니다. 요소의 Round  값은 1.5mm 로 동일합니다. 컨텐츠 제작시 반드시 Round 값을 준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색상규정

로고의 색상규정입니다. 적용 매체에 따라 화면용 RGB, 인쇄용 CMYK 또는 지정된 별색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아이덴티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정 색상 이외의 사용을 지양합니다. 

*색상의 경우 모니터에 따라 또는 프린트 매체, 영상매체에 따라 색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팬톤칼라를 기준으로 색상을 조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255 G205 B0 

C0 M20 Y100 K0 

#FFCD00 

PANTONE 7548C

R234 G81 B100 

C0 M85 Y45 K0 

#EA5164 

PANTONE Solid Coated 198 C

R128 G207 B245 

C50 M0 Y0 K0 

#80CFF5 

PANTONE Solid Uncoated  2905 U

R62 G55 B154 

C100 M95 Y0 K0 

#3E379A 

PANTONE Solid Coated 2104 C

메인컬러

보조컬러 

보조컬러는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외 보조컬러로 흑백, 회색이 사용 가능합니다.



예외 사용

가급적 원형 사용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채의 경우, 하단의 예시와 같이 배경색의 밝기 및 적용 환경에 따라 색상을 흰색 불투명, 회색, 블랙으로 제한하며 이외의 색채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BI 계열 색상 중 노랑과 파랑 같이 밝은 바탕색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로고보다 좀 더 굵게 조정한 로고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도 컬러 경우, 컬러는 블랙으로 한정하며 BI 계열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색상의 경우 모니터에 따라 또는 프린트 매체, 영상매체에 따라 색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팬톤칼라를 기준으로 색상을 조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외1-1. 노랑 계열 바탕색에 사용할 경우 1도 

                  로고보다 좀 더 굵은 서체

예외1-2. 빨강 계열 바탕색에 사용할 경우 1도

예외1-3. 파랑 계열 바탕색에 사용할 경우 1도 

                  로고보다 좀 더 굵은 서체

예외1-4. 보라 계열 바탕색에 사용할 경우 1도

원형 예외1. BI 계열 색상을 바탕색에 사용하는 경우

예외3. 배경색이 어두워서 안보이는 경우

흰색 불투명 밝은 회색

예외2. 1도



금지 규정

로고의 형태와 색상을 임의로 바꾸거나 변형하여 사용을 금지합니다. 반드시 지정된 형태와 색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단의 예시는 부적절한 사용입니다.

요소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 요소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 요소의 크기를 임의로 변경

BI가 구분되지 않는 유사한 배경 사용 요소의 효과를 임의로 변경 서체의 크기, 두께, 종류를 임의로 변경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그림자 표현 기울기 변형 블랙을 제외한 1도 색상으로 변경



서체

로고에 사용된 서체는 카카오 Regular에서 좀 더 굵게 조정한 것입니다. 바탕색에 흰색 단도로 사용되는 로고는 기존 로고에서 좀 더 굵게 조정한 것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컨텐츠 서체는 Noto Sans CJK KR(구글 오픈 소스)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Noto Sans CJK KR Regular Noto Sans CJK KR Bold

로고 배경이 밝을 경우 좀 더 굵게 조정



포스터 적용시 위치규정

로고의 심미성과 효과적인 인지를 위하여 적용매체별 비례에 따라 다음의 위치규정을 권장합니다. 

*좌•우측•중앙정열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적용매체의 크리에이티브를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좌측정열의 사용을 추천합니다. 

*상기 예시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예시이며 디자인 크리에이티브에 따라 다양하게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A. 기본형

B. 세로형

좌측상단 적용시

1.5X

1.5X

X

우측상단 적용시 우측하단 적용시

1.5X

X

X

1.5X

1.5X

X

1.5X

좌측상단 적용시 우측상단 적용시

좌측하단 적용시

0.75X

1.5X

1.5X

0.75X

0.75X 0.75X

0.6X

X

0.6X

X

0.6X

X

우측하단 적용시좌측하단 적용시

0.6X

X



포스터 : 활용1

4가지 요소를 활용한 포스터입니다. 상기 예시는 하나의 예시이며, 이를 참고하여 행사에 따라 다양하게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아이덴티티를 벗어나는 상황은 담당 디자이너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 활용2

요소를 Round 값 1.5mm로 분해한 포스터입니다. 상기 예시는 하나의 예시이며, 이를 참고하여 행사에 따라 다양하게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아이덴티티를 벗어나는 상황은 담당 디자이너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배너



ㅍ

티셔츠



현수막



강사증



by kakao CXD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