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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북은 콘텐츠기업지원센터 C. I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C. I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파일 전송 및 디자인의 일부 및 상당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가이드북 관리지침

본 가이드북은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모든 시각 전달매체에 대한 디자인 통합지침서로서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이미지 제고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활용하여야 한다. 본 가이드북은 콘텐츠기업지원

센터의 고유 C. I. P (Corporate Identity Program) 관리 규정집이므로 외부에 무단유출하거나 복제할 수 없으며, 제작을 위한 발주시에도 항목별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대여하고, 작업완료와 동시에 즉시 회수하도록 한다. 본  

가이드북에 수록된 어떠한 부분도 임의로 해석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문의·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C. I. P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한다. 본 가이드북에 수록된 그래픽 요소들은 단지 참고용이다.  

원고의 재생 또는 복제시에는 USB에 수록된 원고만을 활용할 수 있으며, USB의 모든 정보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본 가이드북 내용 중 PANTONE Color는 미국 PANTONE사의 색상 기준으로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전용색상 기준이 된다. 따라서 정확한 색 재현을 위하여 PANTONE Color 또는 본 가이드북 Color Chip을 활용하도록 한다. 4원색 인쇄 시에도 전용색상의 4원색 (Process Color)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재현하도록 한다. 본 가이드북에 수록된 내용이나 C. I. P 전반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 C. I. P 관리부서나 C. I. P 제작회사인 CREATIVE AD CHANG (Tel : 02 - 3446 - 9379) 에 문의하도록 한다. 

가이드북 기본 구성

콘텐츠기업지원센터 C. I. P 관리 규정집인 본 매뉴얼은 크게 구분하여 Basic System과 Application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Basic System은 C. I. P의 핵심을 이루는 로고타입, 심볼마크, 워드마크, 시그니처, 전용색상, 그래픽모티브 등으로 구성되었고, Application System은 Basic System을 기초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식류, 총무양식류, 홍보, 사인류 

등으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체계화하여 구성되어 있다. 

사용환경 : Mac OS,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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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ystem
 0 1  로고타입  5

 0 2 심볼마크  6

 0 3 국문 워드마크  7

 0 4 국 · 영문 혼합 워드마크  8

 0 5 영문 워드마크  9

 0 6 국문 가로 조합 시그니처  10

 0 7 국문 세로 조합 시그니처  14  

 0 8 국문 세로형 시그니처  18

0 9 국 · 영문 가로 조합 시그니처  22

 1 0 국 · 영문 세로 조합 시그니처  26  

 1 1  국 · 영문 세로형 시그니처  30

 1 2 영문 가로 조합 시그니처  34

 1 3 영문 세로 조합 시그니처  38

 1 4 영문 세로형 시그니처  42

 1 5 색상 시스템  46

 1 6 색상 사용  49

 1 7 사용금지 규정  50

 1 8 지정 서체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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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type
로고타입

로고타입은 심볼마크와 더불어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심볼마크와의 통일성과 조합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으므로 임의로 변형할 수 없다. 로고타입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로고타입을 전면에 워드마크 대신 단독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 후면에 인증의 기능으로 로고타입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BS 01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

심볼마크 지역센터워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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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시스템

BS 02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Symbol Mark

심볼마크

심볼마크는 계단을 형상화하여 국민 기업센터 허브인 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더 큰 성공으로 올라감을 상징하고 있으며, 기업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심볼마크는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하며, 

심볼마크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단, 대형크기나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본 항에 예시한 그리드에 준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최소사용 

규정으로 세로 6㎜ 미만은 왜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한다.

6㎜

최소크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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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시스템

BS 03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Word Mark K

국문 워드마크

국문 워드마크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통일성과 조합성을 고려하여 모던하게 디자인되었으므로 임의로  

변형할 수 없다. 국문 워드마크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단, 대형크기나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항에 예시한 그리드에 준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4㎜

최소크기 규정

K - 국문 / KE - 국·영문 / E - 영문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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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시스템

BS 04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Word Mark KE

국 · 영문 혼합 워드마크

국·영문 혼합 워드마크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통일성과 조합성을 고려하여 모던하게 디자인되었으므로  

임의로 변형할 수 없다. 혼합 워드마크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단, 대형크기나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항에 예시한 그리드에 준하여 정확히 작도

하여야 한다.

8㎜

최소크기 규정

K - 국문 / KE - 국·영문 / E - 영문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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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시스템

BS 05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Word Mark E

영문 워드마크

영문 워드마크는 CEPC의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통일성과 조합성을 고려하여 모던하게 디자인되었으므로 임의로 변형할 

수 없다. 영문 워드마크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단, 대형크기나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항에 예시한 그리드에 준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7.5㎜

최소크기 규정

K - 국문 / KE - 국·영문 / E - 영문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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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06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Primary Signature K- type A

국문 가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의 사이즈는 6㎜ 이하로 사용을 지양한다. 국•영문 혼합 시그니처 사용 시 

최소 크기는 9㎜로 제한한다.

K - 국문 / KE - 국·영문 / E - 영문

type A - 가로 조합 / type B - 세로 조합 / type C - 세로형

Notice

0.5 x

0.5 x

0.5 x 0.5 x

0.7 x

x

0.4 xy

2 x

0.5 y

가로 조합

최소 여백

6㎜

최소크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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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06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Primary Signature K- type A

국문 가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

전북 센터

그리드 시스템

전남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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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가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

충남 센터

그리드 시스템

인천 센터

BS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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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가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

대구 센터

그리드 시스템

경남 센터

BS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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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ystemPrimary Signature K- type B

국문 세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

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의 사이즈는 16㎜ 이하로 사용을 지양한다. 국•영문 혼합 시그니처 사용 시 

최소 크기는 26㎜로 제한한다.

K - 국문 / KE - 국·영문 / E - 영문

type A - 가로 조합 / type B - 세로 조합 / type C - 세로형

Notice

x

x

x x

0.5 x

x

4 x

최소 여백

16㎜

최소크기 규정

세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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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07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Primary Signature K- type B

국문 세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

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

그리드 시스템

전남 센터

전북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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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세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

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

그리드 시스템

인천 센터

충남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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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세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

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

그리드 시스템

경남 센터

대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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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세로형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0.5 x

0.5 x 0.5 x

0.5 x

최소 여백

x

0.3 x

0.7 x

2 x

0.25 x

0.1 x

세로형

6㎜

최소크기 규정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의 사이즈는 6㎜ 이하로 사용을 지양한다. 국•영문 혼합 시그니처 사용 시 

최소 크기는 8㎜로 제한한다.

K - 국문 / KE - 국·영문 / E - 영문

type A - 가로 조합 / type B - 세로 조합 / type C - 세로형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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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세로형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그리드 시스템 전북 센터전남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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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세로형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그리드 시스템 충남 센터인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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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세로형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그리드 시스템 대구 센터경남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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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영문 가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의 사이즈는 6㎜ 이하로 사용을 지양한다. 국•영문 혼합 시그니처 사용 시 

최소 크기는 9㎜로 제한한다.

K - 국문 / KE - 국·영문 / E - 영문

type A - 가로 조합 / type B - 세로 조합 / type C - 세로형

Notice

0.5 x

0.5 x

0.5 x 0.5 x

0.7 x

0.2 x
0.25 x

x

0.4 xy

2 x

0.5 y

가로 조합

최소 여백

최소크기 규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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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영문 가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

전북 센터

그리드 시스템

전남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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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영문 가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

충남 센터

그리드 시스템

인천 센터

BS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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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영문 가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

대구 센터

그리드 시스템

경남 센터

BS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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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영문 세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

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의 사이즈는 16㎜ 이하로 사용을 지양한다. 국•영문 혼합 시그니처 사용 시 

최소 크기는 26㎜로 제한한다.

K - 국문 / KE - 국·영문 / E - 영문

type A - 가로 조합 / type B - 세로 조합 / type C - 세로형

Notice

x

x

x x

0.5 x

x

4 x

최소 여백
최소크기 규정

26㎜

세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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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영문 세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

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

그리드 시스템

전남 센터

전북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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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영문 세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

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

그리드 시스템

인천 센터

충남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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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영문 세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

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

그리드 시스템

경남 센터

대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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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1 1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Primary Signature KE- type C

국 · 영문 세로형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0.5 x

0.5 x 0.5 x

0.5 x

최소 여백

x

0.3 x

0.7 x

0.25 x0.2 x

2 x

0.25 x

0.1 x

세로형

최소크기 규정

8㎜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의 사이즈는 6㎜ 이하로 사용을 지양한다. 국•영문 혼합 시그니처 사용 시 

최소 크기는 8㎜로 제한한다.

K - 국문 / KE - 국·영문 / E - 영문

type A - 가로 조합 / type B - 세로 조합 / type C - 세로형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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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1 1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Primary Signature KE- type C

국 · 영문 세로형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그리드 시스템 전북 센터전남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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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1 1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Primary Signature KE- type C

국 · 영문 세로형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그리드 시스템 충남 센터인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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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1 1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Primary Signature KE- type C

국 · 영문 세로형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그리드 시스템 대구 센터경남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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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12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Secondary Signature E- type A

영문 가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워드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6㎜

최소크기 규정

10㎜

0.5 x

0.5 x

0.5 x 0.5 x

0.4 x

0.1 x 0.1 x

y

2 x

0.5 y

가로 조합

1.2 x
0.15 x

0.6 x

0.4 x

최소 여백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의 사이즈는 6㎜ 이하로 사용을 지양한다. 국•영문 혼합 시그니처 사용 시 

최소 크기는 10㎜로 제한한다.

K - 국문 / KE - 국·영문 / E - 영문

type A - 가로 조합 / type B - 세로 조합 / type C - 세로형

Notice



콘텐츠기업지원센터 C.I 가이드라인35

그리드 시스템

전북 센터

그리드 시스템

전남 센터

BS  12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Secondary Signature E- type A

영문 가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워드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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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시스템

충남 센터

그리드 시스템

인천 센터

BS  12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Secondary Signature E- type A

영문 가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워드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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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시스템

대구 센터

그리드 시스템

경남 센터

BS  12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Secondary Signature E- type A

영문 가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워드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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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BS  13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Secondary Signature E- type B

영문 세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워드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의 사이즈는 10㎜ 이하로 사용을 지양한다. 국•영문 혼합 시그니처 사용 시 

최소 크기는 24㎜로 제한한다.

K - 국문 / KE - 국·영문 / E - 영문

type A - 가로 조합 / type B - 세로 조합 / type C - 세로형

Notice

x

x

x x

1.2 x

3 x

최소 여백
최소크기 규정

24㎜

세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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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13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Secondary Signature E- type B

영문 세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워드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

그리드 시스템

전남 센터

전북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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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13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Secondary Signature E- type B

영문 세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워드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

그리드 시스템

인천 센터

충남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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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13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Secondary Signature E- type B

영문 세로 조합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워드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

그리드 시스템

전남 센터

전북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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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14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Secondary Signature E- type C

영문 세로형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워드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0.5 x

0.5 x 0.5 x

0.5 x

최소 여백

0.4 x

2 x

0.5 y

세로형

0.1 x

0.1 x

0.15 x

0.6 x0.4 x

1.2 x 0.5 x

6㎜ 9㎜

최소크기 규정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의 사이즈는 6㎜ 이하로 사용을 지양한다. 국•영문 혼합 시그니처 사용 시 

최소 크기는 9㎜로 제한한다.

K - 국문 / KE - 국·영문 / E - 영문

type A - 가로 조합 / type B - 세로 조합 / type C - 세로형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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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14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Secondary Signature E- type C

영문 세로형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워드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그리드 시스템 전북 센터전남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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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세로형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워드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그리드 시스템 충남 센터인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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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세로형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C. I의 핵심 요소인 워드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적용매체의 레이아웃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그니처는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또한 지정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그니처 사용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USB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그리드 시스템그리드 시스템 대구 센터경남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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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색상

전용색상의 표현은 별색이 원칙이며, 미국 PANTONE사의 PANTONE 

Color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잉크의 농도, 종이의 지질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니 매뉴얼이 정한 표준색상을 기본으로 하여 유지

하도록 한다. 신문, 잡지 등 4원색 Process Color를 기본으로 하는 매체 

에서는 아래에 예시된 Process Color의 인쇄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사인용 

비닐소재, 실크스크린, 페인트 도료, 아크릴 소재 등에 있어서도 표준색상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확한 색상 재현을 위해서는 매뉴얼에 첨부된 색상

칩이나 PANTONE Color와 대조하여 시각적 동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PANTONE
1925C

PANTONE
Black
0961C

PANTONE
872C

PANTONE
195C

PANTONE
Black
5C

K 100%

PANTONE
876C

PANTONE
877C

  9
  100

  66
  1

  d7053e

  44
  40
  42
  0

  a0968b

  54
  57
  75
  5

  88704c

  37
  87

  62
  35

  822c39

  72
  81

  71
  48

  402a2e

  51
  65
  73
  7

  8f6349

  52
  42
  40
  0

  898d8f

핵심 컬러

보조 컬러

워드마크의 색상은 PANTONE Black 5C를 기본으로 하되,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K 100%로 

사용한다.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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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색상

전용색상의 표현은 별색이 원칙이며, 미국 PANTONE사의 PANTONE 

Color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잉크의 농도, 종이의 지질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니 매뉴얼이 정한 표준색상을 기본으로 하여 유지

하도록 한다. 신문, 잡지 등 4원색 Process Color를 기본으로 하는 매체 

에서는 아래에 예시된 Process Color의 인쇄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사인용 

비닐소재, 실크스크린, 페인트 도료, 아크릴 소재 등에 있어서도 표준색상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확한 색상 재현을 위해서는 매뉴얼에 첨부된 색상

칩이나 PANTONE Color와 대조하여 시각적 동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별색

4도

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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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색상

전용색상의 표현은 별색이 원칙이며, 미국 PANTONE사의 PANTONE 

Color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잉크의 농도, 종이의 지질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니 매뉴얼이 정한 표준색상을 기본으로 하여 유지

하도록 한다. 신문, 잡지 등 4원색 Process Color를 기본으로 하는 매체 

에서는 아래에 예시된 Process Color의 인쇄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사인용 

비닐소재, 실크스크린, 페인트 도료, 아크릴 소재 등에 있어서도 표준색상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확한 색상 재현을 위해서는 매뉴얼에 첨부된 색상

칩이나 PANTONE Color와 대조하여 시각적 동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도

1도

1도

1도

1도

1도
전용 색상 규정은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이미지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워드마크 색상 활용의 경우 Red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이미지를 오도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한다.

Notice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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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사용

심볼마크는 어떠한 바탕색 위에서도 명시도가 확보되어야 하며, 주황  

및 적색 계열의 매체의 경우 White로 표현해야 한다. 워드마크는 어떠한 

바탕색 위에서도 명시도가 확보되어야 하며, 흑백매체일 경우 바탕색에 

대한 시그니처의 명도 표현으로, 55% 이하의 경우 White로 표현해야 한다. 

100%

90%

80%

70%

60%

55%

50%

40%

30%

20%

10%

0%

배경 명도에 따른 적용 규정배경 색상에 따른 적용 규정

바탕에 색상이 있을 경우 명시도에 따라 주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히 RED 계열의 바탕에서 

심볼마크 색상은 주의해서 사용한다.

Notice

사용주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 C.I 가이드라인50

BS  17Center Identity Guidelines
Basic SystemIncorrect Usage

사용금지 규정

시그니처의 사용금지 규정은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이미지를 보다 철저

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며, 잘못 사용되었을 경우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이미지를 오도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의 예시는 잘못 사용한 경우이며, 이러한 사용은 금지한다.

기울기를 변경한 경우

심볼과 로고타입 내부에 이미지를 적용한 경우

테두리를 적용한 경우

심볼의 비례를 변경한 경우

지정색 외의 색상을 적용한 경우

복잡한 그래픽요소 위에 사용한 경우

그림자를 적용한 경우그라데이션을 적용한 경우

시그니처의 위치나 간격을 변형한 경우

유사한 색상 또는 명도의 바탕에 적용한 경우

특정한 도형을 결합한 경우심볼마크 주변에 다른 요소가 근접하여 있는 경우

사용금지

사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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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서체

지정서체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이미지 통합을 위하여 로고타입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정된 서체로서 매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한다. 모든 매체에 국문이 적용될 때에는 지정서체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매체의 특성과 적용 조건, 디자인 컨셉에 따라 다른 서체의 활용도 

가능하다.

THE정고딕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1 2 3 4 5 6 7 8 9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1 2 3 4 5 6 7 8 9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1 2 3 4 5 6 7 8 9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1 2 3 4 5 6 7 8 9 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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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사이즈  90㎜ × 50㎜

이름  정고딕 150 /12pt / 95% / Optical -40 

직책, 주소 및 정보  정고딕 130 / 7pt / 95% / Optical -40

스케일 100%

뒷면

앞면

AS 01Center Identity Guidelines
Application SystemBusiness Card

명함

명함은 대내외적으로 노출빈도가 높은 항목으로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시각매체 중 하나이므로 관리부서와 일괄적인 

제작·관리가 필요하다. 제작 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록된 원고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별색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gildong@jcep.or.kr  M 010 - 5555 - 5555  T 061 - 339 - 6994  F 061 - 336 - 7079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빛가람동 186 - 1 ) (우) 58322

팀장 | 마케팅팀   홍길동

5 ㎜

4 ㎜

4 ㎜ 4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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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봉투

소봉투는 우편물 포장의 1차적인 기능뿐 아니라 우송되면서 접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노출되어 대내외적으로 노출빈도가 높은 항목으로, 콘텐츠 

기업지원센터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시각매체 중 하나이므로 관리 

부서와 일괄적인 제작·관리가 필요하다. 제작 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록된 원고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별색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세부사항

사이즈  220㎜ × 105㎜

센터명  정고딕 150 / 9pt / 95% / Optical -40 

주소 및 연락처  정고딕 130 / 7pt / 95% / Optical -40

스케일 50%

앞면

뒷면

8 ㎜

12 ㎜

4 ㎜

4 ㎜

17 ㎜

16 ㎜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빛가람동 186 - 1 ) 
Tel 061 - 339 - 6994 Fax 061 - 336 - 7079

5 8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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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투

대봉투는 우편물 포장의 1차적인 기능뿐 아니라 우송되면서 접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노출되어 대내외적으로 노출빈도가 높은 항목으로, 콘텐츠 

기업지원센터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시각매체 중 하나이므로 관리 

부서와 일괄적인 제작·관리가 필요하다. 제작 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록된 원고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별색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앞면

뒷면

세부사항

사이즈  330 × 245㎜

센터명  정고딕 150 / 12pt / 95% / Optical -40 

주소 및 연락처  정고딕 130 / 10pt / 95% / Optical -40

스케일 40%

18 ㎜

6 ㎜

4 ㎜

28 ㎜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빛가람동 186 - 1 ) 
Tel 061 - 339 - 6994 Fax 061 - 336 - 7079

5 8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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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템플릿

PPT 템플릿은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홍보매체 중 하나이므로 관리부서의 일괄적인  

제작·관리가 필요하다. 제작 시 본 항의 예시와 같이 일정 포맷을 유지 

하도록 한다.

제작사양 (표지)

사이즈 254 × 190.5 ㎜

타이틀  정고딕 150 / 40pt / 95% / Optical -40 

서브 타이틀  정고딕 130 / 20pt / 95% / Optical -40

제작사양 (내지)

사이즈  254 x 190.5 ㎜

타이틀  정고딕 150 / 16pt / 95% / Optical -40

스케일 40%

타이틀 Title 
내지

표지

타이틀 Title 
서브 타이틀 Sub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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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표류

표창장은 모범이 되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임직원 및 부서에 수여하는 

증서이며, 사령장은 임직원의 승진, 임명, 인사발령 등과 관련되어 사용하는 

증서로서 품위와 신뢰감의 중요성이 돋보이는 매체이다. 제작 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록된 원고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별색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제작사양

규격  210 × 297  ㎜

타이틀  윤명조 140 / 50pt / 95% / Optical 400

소속 · 직급 · 성명 · 일자  윤명조 120 / 14pt / 95% / Optical -40

내용  윤명조 120 / 18pt / 95% / Optical 표창장 -40pt, 사령장 -50)

대표이사  윤명조 140 / 32pt / 95% / Optical 200

스케일 30%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홍   길   동

사 령 장

임:

명:

급:

소 속

직 급

성 명

제 호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홍   길   동

표 창 장

위 사람은 근면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타인

의 모범이 되며 남다른 애사심과 책임감으로 회사의발전에 기

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함

소 속

직 급

성 명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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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

쇼핑백은 상품 및 기념품 등을 포장,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콘텐츠기업 

지원센터의 이미지 전달을 위한 프로모션 역할을 한다. 제작 시 본 항의 

예시와 같이 일정 포맷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작사양

사이즈  330 × 100 × 290 ㎜

스케일 25%

전면측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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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패

본 항의 디자인은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교육 시 

참가자의 좌석 배치나 성명 인지 등 진행상의 편의를 위한 회의용·교육용 

명패로서 직원들의 좌석이름표로 겸용할 수 있다.

제작사양

사이즈  200 × 80 ㎜

직함  정고딕 150 / 32pt / 95% / Optical -40

성명  정고딕 150 / 76pt / 100% / Optical 200

스케일 65%

홍길동마케팅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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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사인

사인류는 대내외적으로 노출빈도가 높은 항목으로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시각매체 중 하나이므로 관리부서와 일괄적인 

제작·관리가 필요하다. 제작 시 USB에 수록된 원고를 바탕으로 실측하여 

제작·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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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딩 사인

스탠딩 사인은 출입문 입구 좌우측 녹지나 공지에 설치하여 콘텐츠기업 

지원센터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시설물로 제작 시 USB에 수록된 원고를 

바탕으로 실측하여 제작·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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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인

안내사인은 현관의 주출입구에 설치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돕고, 각 층별 

안내 및 시설물 안내를 담당하며 건물 내 총체적인 용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인이다. 부서 수에 따라 연장, 확대, 축소 시킬 수 있으며 제작 

시 USB에 수록된 원고를 바탕으로 실측하여 제작·설치한다.

휴게실 / 기획조정실 / 행정관리팀 / 전략기획팀 4 F

감사실 / 비서실 / 사업운영본부장 / 경영지원본부장 3 F

회의실 / 관리팀 / 총무팀 / 경리팀 / 인사팀 2 F

소회의실 / 휴게실 / 홍보관 1 F

ARS팀 / 시설팀 B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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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증

사원증은 대내외적인 보안에 중요하며 사내에서의 신분 구분의 용도뿐만 

아니라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직원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므로 본사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 제작 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록된 원고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컴퓨터 출력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제작사양

사이즈  54 × 86 ㎜

스케일 100%

홍길동
Hong Gil Dong

전면 후면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우. 58322)  Tel. 061 - 339 - 6994

사원번호
상기인은 당사 직원임을 증명함 : 2020.    .    .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휴/퇴직시  
본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분실, 훼손시 즉시 본사에 신고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습득하신분은 당사에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넣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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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증

방문증은 대내외적인 보안에 중요하며 사내외에서의 신분 구분의 용도로 

본사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 제작 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록된 원

고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컴퓨터 출력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방문
Visitor

전면 후면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우. 58322)  Tel. 061 - 339 - 6994

유의사항

1.  본증은 현장출입시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랍니다.

2.  본증은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용무가 끝나면 본증을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증을 분실 및 습득시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제작사양

사이즈  54 × 86 ㎜

스케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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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 모티브 활용 예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사용되는 각 시설물의 위치와 크기에 맞도록 본 항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준수하여 제작한다. 컬러는 주색 

외에도 보조색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다.

지역콘텐츠기업의 든든한 서포터
2020년 OO월 OO일 ㅣ OOOOOOOOOO 홀

지역콘텐츠기업의 든든한 서포터
2020년 OO월 OO일 ㅣ OOOOOOOOOO 홀

지역콘텐츠기업의 든든한 서포터
2020년 OO월 OO일 ㅣ OOOOOOOOOO 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