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기술 CI 매뉴얼

2016.12.07 Ver1.0

Table of Contents
01

심벌마크

02

로고타입/그리드

01

01
03
05

03

심벌마크

02

심벌마크 그리드/최소 공간 규정

국문 로고타입/그리드 (가로형)
영문 로고타입/그리드 (가로형)
로고 색상 활용 (기본)

02
04
06

국문 로고타입/그리드 (세로형)
로고 전용 색상
로고 색상 활용 (예외)

시그니쳐
01
03
05

국문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 그리드 (가로형)
영문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 그리드 (가로형)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 그리드 (그룹 제한적 사용)

04

사용 금지 규정

05

로고 지정 서체

01

01

심벌

로고 지정 서체 (국문/영문)

02
04
06

국문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 그리드 (세로형)
영문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 그리드 (세로형)
시그니쳐 블럭

01
심벌마크
Symbol Mark

01

심벌마크

02

심벌마크 그리드/최소 공간 규정

심벌마크
Symbol Mark
심벌마크는 다우기술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대내외적으로 널리 활용되며, CI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영원성을 상징하는 무한곡선(Mobius Strip)과 힘차게 비상하는 날개를 결합한 형태로서, 두 날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창조적 서비스로 다우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IT기반의
플랫폼 분야를 선도해 나감을 의미하고 있으며, Blue컬러는 다우기술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업문화를 나타내며, 임직원간의 믿음을 토대로 고객의 변화와 혁신에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심벌마크의 형태, 색상 등은 매뉴얼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정확히 사용되어야 하며 임의로 변형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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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벌마크 그리드/최소 공간 규정
Symbol Mark Grid System/Least Space Rules
그리드 시스템은 심벌마크의 일관된 이미지 유지를 위한 작도 기준이다. 심벌마크가 잘못 사용되거나 변형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배포된 다우기술 로고는 반드시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대형 크기 또는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항에서 제시된 그리드에 준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최소 공간 규정은 심벌마크와 심벌마크 주변의 다른 그래픽적 요소들이 함께 적용될 시,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이 공간 안에는 어떠한 요소나 그래픽이
침범 할 수 없다.

심벌마크 그리드 시스템

최소 공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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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로고타입/그리드
Symbol Mark

01

국문 로고타입/그리드 (가로형)

02

국문 로고타입/그리드 (세로형)

03

영문 로고타입/그리드 (가로형)

04

로고 전용 색상

05

로고 색상 활용 (기본)

06

로고 색상 활용 (예외)

국문 로고타입/그리드 (가로형)
Logotype/Grid
로고타입은 심벌마크와 함께 다우기술 CI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 항에 예시한 것은 로고타입 가로형으로 심벌마크와 기타 다른 디자인 요소와의 조화와 가독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개발된 것으로, 다우기술의 독자적인 공식 표시이므로
그 사용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다우기술 로고타입은 사용시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배포된 다우기술 로고는 반드시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대형 크기 또는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항에 제시된 그리드에 준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국문 로고타입 (가로형)

국문 로고타입 그리드 (가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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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로고타입/그리드 (세로형)
Logotype/Grid
로고타입은 심벌마크와 함께 다우기술 CI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 항에 예시한 것은 로고타입 세로형으로 심벌마크와 기타 다른 디자인 요소와의 조화와 가독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개발된 것으로, 다우기술의 독자적인 공식 표시이므로
그 사용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다우기술 로고타입은 사용시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배포된 다우기술 로고는 반드시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대형 크기 또는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항에 제시된 그리드에 준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국문 로고타입 그리드 (세로형)

국문 로고타입 (세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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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로고타입/그리드 (가로형)
Logotype/Grid
로고타입은 심벌마크와 함께 다우기술 CI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 항에 예시한 것은 로고타입 가로형으로 심벌마크와 기타 다른 디자인 요소와의 조화와 가독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개발된 것으로, 다우기술의 독자적인 공식 표시이므로
그 사용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다우기술 로고타입은 사용시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배포된 다우기술 로고는 반드시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대형 크기 또는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항에 제시된 그리드에 준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영문 로고타입 그리드 (가로형)

영문 로고타입 (가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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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전용 색상
Logo Color
전용 색상은 심벌마크, 로고타입과 함께 다우기술 CI 시스템의 중요한 3요소 중 하나로써, 심벌마크의 표시색으로부터 인쇄물, 사인물 등 각종 매체에 폭넓게 사용되어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전용 색상의 활용 시에는 정확한 색상과 명도, 채도 등을 유지하여 사용, 관리되어져야 한다.

컬러

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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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색상 활용 (기본)
Logo Color Version
로고의 가장 이상적인 색상 표현은 흰색 바탕에 다우기술의 심벌마크를 표현하는 것이나, 바탕에 색이 있을 경우에는 흰색 로고를 사용하도록 한다.
적용 매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활용할 경우에는 이 항에 제시한 색상 활용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색상은 자칫 잘못 사용하면 명도, 채도에 따라 가독성을 잃거나 이미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이 항에 제시되지 않은 색상 활용은 바탕색의 채도, 명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CI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기본타입01
Blue + Gray Color

기본타입02
Whit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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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색상 활용 (예외)
Logo Color Version
‘로고 색상 활용 (기본)’에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만 파랑색 로고 및 무채색 로고(회색, 검정색)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시된 색상 값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색상 값을 두지 않는다.

예외 사용01
Blue Color

예외 사용02
Gray Color

예외 사용03
Black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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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그니쳐
Signature

01

국문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 그리드 (가로형)

02

국문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 그리드 (세로형)

03

영문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 그리드 (가로형)

04

영문 시그니쳐 상하/좌우, 그리드 (세로형)

05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 그리드 (그룹 제한적 사용)

06

시그니쳐 블럭

국문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 그리드 (가로형)
Signature, Grid System
시그니쳐는 다우기술 CI 시스템의 기본요소인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가장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조합한 것으로, 다우기술의 정식 표기를 의미하며 대외적으로 다우기술을
인식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각종 공고문, 사인물(Sign), 서식류, 인쇄물 등 시그니쳐의 활용 범위는 그 적용 매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각 기능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시그니쳐 시스템이다.
이 항은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으로 시그니쳐의 색상은 전용색상을 우선으로 사용한다. 사용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배포된 다우기술 로고는 반드시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대형 크기 또한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항에 제시된 시그니쳐 그리드에 준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01

시그니쳐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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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 그리드 (가로형)
Signature, Grid System
시그니쳐는 다우기술 CI 시스템의 기본요소인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가장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조합한 것으로, 다우기술의 정식 표기를 의미하며 대외적으로 다우기술을
인식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각종 공고문, 사인물(Sign), 서식류, 인쇄물 등 시그니쳐의 활용 범위는 그 적용 매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각 기능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시그니쳐 시스템이다.
이 항은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으로 시그니쳐의 색상은 전용색상을 우선으로 사용한다. 사용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배포된 다우기술 로고는 반드시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대형 크기 또한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항에 제시된 시그니쳐 그리드에 준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02

시그니쳐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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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 그리드 (세로형)
Signature, Grid System
시그니쳐는 다우기술 CI 시스템의 기본요소인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가장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조합한 것으로, 다우기술의 정식 표기를 의미하며 대외적으로 다우기술을
인식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각종 공고문, 사인물(Sign), 서식류, 인쇄물 등 시그니쳐의 활용 범위는 그 적용 매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각 기능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시그니쳐 시스템이다.
이 항은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으로 시그니쳐의 색상은 전용색상을 우선으로 사용한다. 사용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배포된 다우기술 로고는 반드시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대형 크기 또한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항에 제시된 시그니쳐 그리드에 준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03

시그니쳐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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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 그리드 (가로형)
Signature, Grid System
시그니쳐는 다우기술 CI 시스템의 기본요소인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가장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조합한 것으로, 다우기술의 정식 표기를 의미하며 대외적으로 다우기술을
인식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각종 공고문, 사인물(Sign), 서식류, 인쇄물 등 시그니쳐의 활용 범위는 그 적용 매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각 기능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시그니쳐 시스템이다.
이 항은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으로 시그니쳐의 색상은 전용색상을 우선으로 사용한다. 사용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배포된 다우기술 로고는 반드시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대형 크기 또한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항에 제시된 시그니쳐 그리드에 준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01

시그니쳐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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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 그리드 (가로형)
Signature, Grid System
시그니쳐는 다우기술 CI 시스템의 기본요소인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가장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조합한 것으로, 다우기술의 정식 표기를 의미하며 대외적으로 다우기술을
인식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각종 공고문, 사인물(Sign), 서식류, 인쇄물 등 시그니쳐의 활용 범위는 그 적용 매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각 기능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시그니쳐 시스템이다.
이 항은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으로 시그니쳐의 색상은 전용색상을 우선으로 사용한다. 사용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배포된 다우기술 로고는 반드시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대형 크기 또한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항에 제시된 시그니쳐 그리드에 준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02

시그니쳐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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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 그리드 (그룹 제한적 사용)
Signature, Grid System
해당 페이지에 제시된 시그니쳐 조합은 다우기술이 주관하는 다우그룹 차원의 각종 행사, 공고문, 사인물(Sign), 서식류, 인쇄물 등에 제한적 사용으로 규정한다.
시그니쳐 조합 사용시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배포된 다우기술 로고는 반드시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대형 크기 또한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항에 제시된 시그니쳐 그리드에 준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시그니쳐 상하/좌우

시그니쳐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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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쳐 상하/좌우 조합, 그리드 (그룹 제한적 사용)
Signature, Grid System
해당 페이지에 제시된 시그니쳐 조합은 다우기술이 주관하는 다우그룹 차원의 각종 행사, 공고문, 사인물(Sign), 서식류, 인쇄물 등에 제한적 사용으로 규정한다.
시그니쳐 조합 사용시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배포된 다우기술 로고는 반드시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대형 크기 또한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항에 제시된 시그니쳐 그리드에 준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시그니쳐 상하/좌우

시그니쳐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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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쳐 블럭
Signature Block
이 항에 제시한 것은 시그니쳐와 회사명, 주소 등을 서식류, 간행물 등에 적용할 경우 다우기술의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이상적인 배치공간을 규정한 것이다.
이 항에는 시그니쳐 블럭 좌우 조합형의 예시로, 적용 면의 공간, 레이아웃 등에 따라 적합한 표현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시그니쳐 블럭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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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쳐 블럭
Signature Block
이 항에 제시한 것은 시그니쳐와 회사명, 주소 등을 서식류, 간행물 등에 적용할 경우 다우기술의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이상적인 배치공간을 규정한 것이다.
이 항에는 시그니쳐 블럭 좌우 조합형의 예시로, 적용 면의 공간, 레이아웃 등에 따라 적합한 표현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시그니쳐 블럭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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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용 금지 규정
CI Incorrect usage

01

심벌

사용 금지 규정
CI Incorrect usage
다우기술의 심벌마크는 CI 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색상이나 형태가 항상 일관성있게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벌마크의 색상과 형태를 임의로 변형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잘못 표현된 형태의 예를 들었다. 예시된 심벌마크들은 가독성과 식별성이 낮을 뿐 아니라 이미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을 금한다.

심벌마크 요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임의로 색상을 변경한 경우

심벌마크의 비율을 왜곡한 경우

심벌마크에 테두리를 적용한 경우

가독성이 떨어지는 배경위에 적용한 경우

복잡한 패턴 위에 적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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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로고 지정 서체
Logo Typography

01

로고 지정 서체 (국문/영문)

로고 지정 서체 (국문/영문)
Logo Typography
다우기술 CI에 사용되는 지정서체는 울릉도체와 아시아 각헤드체 이다.

국문 – 울릉도

영문 – 아시아 각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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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다우기술 공식서체
Daou Tech Typography
다우기술 문서작성시 사용되는 공식서체는 다키체이며, 다우기술 홈페이지(www.daou.com)에 배포된 파일을 활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키체는 다키 L, 다키 M, 다키 B, 다키 M Title로 구성되어 있다.

다키 L

다키 M

다키 B

다키 M Ti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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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