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정책 BI 디자인 가이드



기본체계(Basic System)

기본 구성 기본 색상

청년과 정책 간의 연결성을 상징하는 BI는 청년정책의 핵심가치를 나타냅니다. 
어스름한 먼 산의 푸른 빛을 뜻하는 ‘취람색’은 청년의 꿈을, 단청의 푸른 빛을 뜻하는 ‘삼청색’은 정부의 정책을 상징합니다.

‘청년’과 ‘정책’이 하나로 연결된 모습을
형상화한 오브제

청년이 꿈꾸면 정책은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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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람색
CMYK 60 0  50 0 
RGB 99 194 157 (#63C29D)

CMYK 75 65 0 0 
RGB 85 101 175 (#5565AF)

청년 삼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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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체계(Basic System)

가로형

세로형

청년정책 BI는 가로형과 세로형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한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제공된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며, 본 가이드에 수록된 사용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소크기 이하의 사용을 금지

BI 내의 지정된 넓이의 공간에 다른 시각요소(이미지, 문자) 등의 요소를 사용할 수 없음

최소크기

보호 공간

가로 길이 기준
인쇄매체 : 35mm
화면 : 90px

35mm / 90px
가로 길이 기준
인쇄매체 : 22mm
화면 : 60px

22mm / 60px

Clear Spac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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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a Clear Space



최소 간격 이하의 사용을 금지

Clear Space

2R 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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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형 안내

기본형 조합

정부기관과 조합 시, 정부기관 기본형 가로Type을 사용하여 조합합니다.
정부상징 문양의 반지름(R)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보호공간을 지키고, 세로의 길이가 정부상징 문양의 지름(2R)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R 1R

2R 1R

Clear Space

Clea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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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 따른 활용

Full Color Logo

Full Color Logo on Dark Color Background

Mono Logo

White Logo 

청년정책 BI는 기본형을 중심으로 사용하며, 제한적 상황에 한하여 단색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배경색 위에 사용할 경우에는 가이드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명시도를 확보하기 위해 BI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Gray Logo

White Logo 



온라인

05청년정책 BI 디자인 가이드

응용 디자인 활용

적용 예시

오프라인(행사, 출력물 등)에서는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비례 유지)
온라인(웹사이트, 모바일 등)에서는 적용환경에 따라 위치와 색상이 가이드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콘텐츠에 맞게 사용합니다.

오프라인 영상

콘텐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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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규정

올바른 적용 잘못된 적용

형태를 변경해서 사용 색상을 다르게 사용 회전해서 사용

형태를 왜곡해서 사용 단색형에 백색이 아닌 다른 색상 사용 두껍게 사용

조합을 변경해서 사용 흐림 효과를 사용 테두리 사용

청년정책 BI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금지하며, 형태와 표준 색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에서 제시한 ‘잘못된 적용’ 예시를 참고하시어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