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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표준 규정집 관리지침

본 규정집은 비타카페의 구체적인 아이텐티티 활용 지침서로 이미지와 직결되는 시각적 정보,  구체적인 디자인 전개,

응용을 예시한 올바른 적용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 라인으로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되어야 한다.

본 규정집은 비타카페가 저작권을 갖는 고유의 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외부에 노출되거나 복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한다.

본 규정집에 수록된 내용을 제작·발주할 경우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여 수록된 내용으로 제작토록하고 제작완료 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본 규정집은 디자인 활용지침을 규정한 지침서이므로 원고의 재생 또는 복제시에는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한다.

본 규정집에 수록된 내용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의문점이 발생 할 경우 비타카페의 담당관리자에게

연락하여 협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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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one 14-4811 Tpx Aqua Sky Color

# 7fcdcd

Pantone 19-3905 Tpg Rabbit Color

#5e5a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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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색상표현 단색표현 Pantone 19-3905 Tpg Rabbit Color

단색표현 Pantone 14-4811 Tpx Aqua Sky Color 음화표현

※로고의 지정컬러와 정비례를 준수할 것

비타카페의 로고는 대표적인 시각적 상징물이자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핵심요소로 차별화된 고유한 디자인으로 개발되었다.

로고타입의 색상과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사용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본 아이덴티티가 왜곡됨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컴퓨터 출력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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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의 지정컬러와 정비례를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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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

Gray

 Turquoise

Black

Black/
White

비타카페 로고 색상활용은 인쇄매체와 바탕색에 따라 로고의 색상을 달리한 디자인 요소로 배경색 등으로 인해 기본색상의 적용이 어렵고

가독성이 떨어질 경우 참고하여 명시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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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one 14-4811 Tpx Aqua Sky Color

# 7fcdcd

Pantone 19-4535 Tpx Ocean Depths Color

#006578

Pantone 14-6330 Tpx Spring Bud Color

#6dd7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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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색상표현 단색표현 Pantone 19-4535 Tpx Ocean Depths Color

단색표현 Pantone 14-4811 Tpx Aqua Sky Color 음화표현

비타카페의 로고는 대표적인 시각적 상징물이자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핵심요소로 차별화된 고유한 디자인으로 개발되었다.

로고타입의 색상과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사용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본 아이덴티티가 왜곡됨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컴퓨터 출력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로 타입] [가로 타입]

※ “비타뇽”이 포함된 로고 사용시 확대 및 축소 후 반드시 캐릭터 눈의 모서리 둥글기를 최대로 변경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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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카페 로고 색상활용은 인쇄매체와 바탕색에 따라 로고의 색상을 달리한 디자인 요소로 배경색 등으로 인해 기본색상의 적용이 어렵고

가독성이 떨어질 경우 참고하여 명시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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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one 17-1755 Tpg Paradise Pink Color

#e64d67

Pantone 708 U Color

#fe99a8

Pantone 14-6330 Tpx Spring Bud Color

#6dd7a2

Pantone 19-4535 Tpx Ocean Depths Color

#006578

Pantone 16-5421 Tpg Sea Green Color

#2ba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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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색상표현 단색표현 Pantone 19-4535 Tpx Ocean Depths Color

단색표현 Pantone 14-4811 Tpx Aqua Sky Color 음화표현

Mascot [비타뇽] LOGO type Mascot [비타뇽] BASIC type Mascot [비타뇽] SMILE type

비타뇽은 비타카페의 마스코트로 개발된 디자인 요소로서 “용이 되기를 꿈꾸는 아기 악어”의 컨셉으로 대내외에 비타카페를 인식시키는 효과적인 상징적

캐릭터이다. 따라서 마스코트를 활용 시 주변 요소의 침범으로 인해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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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카페 로고 색상활용은 인쇄매체와 바탕색에 따라 로고의 색상을 달리한 디자인 요소로 배경색 등으로 인해 기본색상의 적용이 어렵고

가독성이 떨어질 경우 참고하여 명시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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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one 14-4811 Tpx
Aqua Sky Color

CMYK 53,3,26,0

Pantone 14-6330 Tpx
Spring Bud Color

CMYK 56,0,50,0

Pantone 16-5421 Tpg
Sea Green Color

CMYK 76,20,54,0

Black Color White Color

Pantone
17-1755 Tpg
Paradise Pink

CMYK 11,82,45,0

Pantone
708 U

CMYK 0,54,20,0

Pantone 19-4535 Tpx
Ocean Depths Color

CMYK 90,57,49,4

Pantone 19-3905
Tpg Rabbit Color

CMYK 70,64,58,11

전용색상은 비타카페의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핵심 디자인 요소로 정확한 표준색상 재현을 통해 비타카페에 사용되는 각종 아이템에 폭넓게 사용되어

비타카페의 이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본 지침사항에 수록된 기준은 전용색상 재생 시 적용매체의 환경에 따라 색감의 차이가

심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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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체는 일괄된 아이덴티티를 위해 홍보물 및 각종 매체에 사용되는 서체를 지정한 것으로 자간 및 행간 등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나눔스퀘어 Light

지정서체는 일괄된 아이덴티티를 위해 홍보물 및 각종 매체에 사용되는 서체를 지정한 것으로 자간 및 행간 등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나눔스퀘어 Regular

지정서체는 일괄된 아이덴티티를 위해 홍보물 및 각종 매체에 사용되는 서체를 지정한 것으로 자간 및 행간 등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나눔스퀘어 Bold

지정서체는 일괄된 아이덴티티를 위해 홍보물 및 각종 매체에 사용되는 서체를 지정한 것으로 자간 및 행간 등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나눔스퀘어 ExtraBold

나눔스퀘어

지정서체는 일괄된 아이덴티티를 위해 홍보물 및 각종 매체에 사용되는 서체를 지정한 것으로 자간 및 행간 등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나눔고딕 Light

지정서체는 일괄된 아이덴티티를 위해 홍보물 및 각종 매체에 사용되는 서체를 지정한 것으로 자간 및 행간 등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나눔고딕 Regular

지정서체는 일괄된 아이덴티티를 위해 홍보물 및 각종 매체에 사용되는 서체를 지정한 것으로 자간 및 행간 등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나눔고딕 Bold

지정서체는 일괄된 아이덴티티를 위해 홍보물 및 각종 매체에 사용되는 서체를 지정한 것으로 자간 및 행간 등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나눔고딕 ExtraBold

나눔고딕

지정서체는 비타카페의 각종 인쇄 홍보물류의 문장 등에 사용하는 서체로 비타카페의 시각적 이미지를 보다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것이다. 매체 적용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아래의 지정서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므로 적용 매체의 종류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지정 서체 -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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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1234567890 ~!@#$%^&*()_+

나눔스퀘어 Light

지정서체는 일괄된 아이덴티티를 위해 홍보물 및 각종 매체에 사용되는 서체를 지정한 것으로 자간 및 행간 등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나눔스퀘어 Regular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1234567890 ~!@#$%^&*()_+

나눔스퀘어 Bold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1234567890 ~!@#$%^&*()_+

나눔스퀘어 ExtraBold

나눔스퀘어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1234567890 ~!@#$%^&*()_+

나눔고딕 Light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1234567890 ~!@#$%^&*()_+

나눔고딕 Regular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1234567890 ~!@#$%^&*()_+

나눔고딕 Bold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1234567890 ~!@#$%^&*()_+

나눔고딕 ExtraBold

나눔고딕

지정서체는 비타카페의 각종 인쇄 홍보물류의 문장 등에 사용하는 서체로 비타카페의 시각적 이미지를 보다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것이다. 매체 적용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아래의 지정서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므로 적용 매체의 종류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지정 서체 -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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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
배너는 각종 행사 및 이벤트에 사용되는 장식물로 각 시설물의 위치와 크기에 맞도록 본 항에 제시된 비례를 참고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준수하여

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