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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본 가이드라인은 외부에 유출되거나 무단으로 복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작 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대여하고, 작업 완료와 동시에 회수해야 합니다.

본 자료를 인쇄 등 재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원고의 재생 및 복제는 

가이드에 수록된 파일만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내용의 적용 시 규정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신규 응용 아이템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ROUND 브랜드 관리부서와 협의한 후에 수정, 보완 또는 신규 개발하여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사용된 이미지는 참고 이미지이며, 

필요 시 이미지를 별도 구매하여 사용해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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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우리 사회의 어르신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사업인 

‘60+책의해’의 심볼은 책의 모양을 디자인 모티브로 잡

고 그 안에 60+를 안경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여 캠페

인의 의미가 쉽게 전달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심볼

Minimum Size 최소규정

실제 규격의 100%

단위 : mm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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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GRID

심볼마크는 행사의 공식표시로서 사용 시 세심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고유의 디자인이므로 어떤 경우

라도 변형되어서는 안 되며, 심볼마크의 재생은 컴퓨터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래의 그리드

는 불가피하게 작도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원칙으

로 한다. 그 이외의 경우는 반드시 B.I. 주관부서에 의뢰 

후 정확하게 사용한다.

심볼그리드

A

12A

15.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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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의 조합인 시그니쳐는 심볼의 독

자적인 사용보다 시인성 및 인식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형태이다. 심볼과 로고타입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시그

니쳐는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잘못 사용된 

시그니쳐는 행사의 이미지에 큰 악영향 및 저작권에 큰 

침해를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한다. 아래에 예시된 형태 

이 외의 경우에서 사용은 반드시 B.I. 주관부서에 의뢰 

후 정확하게 사용한다.

시그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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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COLOR SCHEME

심볼의 이상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색상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심볼의 색상재현은 별색 사용을 원칙으

로 하나 적용매체의 특성상 4원색으로 인쇄되어야 할 

때나 컴퓨터, TV 등과 같은 화면 출력용 전파매체에서

의 심볼마크 색상재현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제작한다.

심볼 색상 계획

C 50 / M 58 / Y 100 / K 45 C 100 / M 80 / Y 0 / K 55 C 0 / M 0 / Y 0 / K 100

PANTONE 

462C

PANTONE 

5255C

PANTONE 

BL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