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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Back

283, Yulgok-ro, Jongno-gu, Seoul, 03098, Korea

T.  02 1234 5678  

F.  02 1234 5678

M. 010 1234 5678

gildong@seouldesign.or.kr

0309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홍  길  동
홍보팀 / 팀장
PR Team / Manager

Hong Gildong

41mm6mm

5mm

6mm

소속 / 직책 짧을 경우 : 1줄 ‘/’사용

소속 / 직책 길경우 : 2줄 사용, ‘/’는 제거

영문이름 길 경우 

6pt, 행간 6pt 두줄 적용

주소가 길어 2줄일 경우

상단으로 2.5mm이동

3.01

Seoul Design Foundation Corporate Identity Graphic Standards

명함A는 서울디자인재단을 대표하여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의 로고마크와 정보를 앞뒤로 

적용하며, 뒷면은 서울디자인재단의 아이덴티티를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표 색상인 RED를 사용한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한다.

명함 A Business Card A

규격 : 90 X 50 mm

지질 : 몽블랑 240g/㎡

인쇄 : 옵셋인쇄

국문 서체

이름 : DDP Bold, 10pt, 자간 -10pt

부서&직책 : DDP Regular, 7pt, 자간 -10pt

번호 & E-mail : DDP Regular, 7pt, 자간 -10pt, 행간 10pt

주소 : 앞_ DDP Regular, 6.7pt, 자간 -10pt, 행간 10pt

         뒤_ DDP Bold 7.35pt

영문 서체

이름 : DDP Regular, 8pt, 평 100%

부서&직책 : DDP Regular, 6pt, 자간 -10pt, 행간8pt



Front

Back

홍보팀 / 팀장
PR Team / Manager

41mm6mm

5mm

6mm

영문이름 길 경우 

6pt, 행간 6pt 두줄 적용

주소가 길어 2줄일 경우

상단으로 2.5mm이동

소속 / 직책 짧을 경우 : 1줄 ‘/’사용

소속 / 직책 길경우 : 2줄 사용, ‘/’는 제거

홍  길  동 Hong Gildong
T.  02 1234 5678  

F.  02 1234 5678

M. 010 1234 5678

gildong@seouldesign.or.kr

0309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283, Yulgok-ro, Jongno-gu, Seoul, 03098, Korea

Scal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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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B Business Card B

명함 B는 서울디자인재단의 소속이지만 DDP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조직을 위한 명함이다. 뒷면은 DDP 사진과 로고마크를 

적용하며 앞면은 명함 A와 동일하게 제작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형성하도록 하며 대내외적으로 통일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규격 : 90 X 50 mm

지질 : 몽블랑 240g/㎡

인쇄 : 옵셋인쇄

국문 서체

이름 : DDP Bold, 10pt, 자간 -10pt

부서&직책 : DDP Regular, 7pt, 자간 -10pt

번호 & E-mail : DDP Regular, 7pt, 자간 -10pt, 행간 10pt

주소 : 앞_ DDP Regular, 6.7pt, 자간 -10pt, 행간 10pt

         뒤_ DDP Bold 7.35pt

영문 서체

이름 : DDP Regular, 8pt, 평 100%

부서&직책 : DDP Regular, 6pt, 자간 -10pt, 행간8pt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7, 8, 9층 (우)03098

7, 8, 9F 283 Yulgok-ro, Jongno-gu, Seoul, 03098, Korea

tel. +82 2 2096 0000   www.seouldesign.or.kr

17mm 32mm 8mm

16mm

Scal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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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전지는 서울디자인재단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정확하고 일관된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편전지 Letterhead

규격 : 210 X 297 mm

지질 : 랑데뷰 90g/㎡

인쇄 : 옵셋인쇄

국문 서체

주소 : DDP Regular, 7.5pt, 자간 -10pt, 행간 11pt

본문 내용 : DDP Regular, 11pt, 평 95%, 행간 18pt

영문 서체

주소 : DDP Regular, 7.5pt, 자간 -10pt, 행간 11pt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7, 8, 9층 (우)03098

7, 8, 9F 283 Yulgok-ro, Jongno-gu, Seoul, 03098, Korea

tel. +82 2 2096 0000   www.seouldesign.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7, 8, 9층 (우)03098

7, 8, 9F 283 Yulgok-ro, Jongno-gu, Seoul, 03098, Korea

tel. +82 2 2096 0000   www.seouldesign.or.kr

9.4mm

11.8mm

9.3mm

Center

15.6mm

12mm

Scale 50%

3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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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봉투는 A4용지를 세 번 접어서 넣을 수 있는 사이즈의 봉투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의 대표 색상인 Red 색상의 로고마크를 사용하여 

외부인들에게 서울디자인재단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한다. 봉투 내부에는 서울디자인재단의 패턴02를 사용하여 서울 디자인의 가치 

상승을 통해 시민의 행복 상승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Gray 색상으로 봉투 제작 시 겉면에 비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라데이션을 사용한다.

소봉투 Small Envelope

규격 : 220 X 105 mm

지질 : 몽블랑 130g/㎡

인쇄 : 옵셋인쇄

영문 서체

주소 : DDP Regular, 7.5pt, 자간 -10pt, 행간 11pt

국문 서체

주소 : DDP Regular, 7.5pt, 자간 -10pt, 행간 11pt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7, 8, 9층 (우)03098

7, 8, 9F 283 Yulgok-ro, Jongno-gu, Seoul, 03098, Korea

tel. +82 2 2096 0000   www.seouldesign.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7, 8, 9층 (우)03098

7, 8, 9F 283 Yulgok-ro, Jongno-gu, Seoul, 03098, Korea

tel. +82 2 2096 0000   www.seouldesign.or.kr

16.3mm 9.3mm 32mm 5.7mm11.8mm

Center

Scal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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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봉투 Medium Envelope

중봉투는 홍보물 또는 카탈로그 등 인쇄물을 담을 때 사용하도록 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의 대표 색상인 Red 색상의 로고마크를 

사용하여 외부인들에게 서울디자인재단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한다. 봉투 내부에는 서울디자인재단의 패턴02를 사용하여 서울 

디자인의 가치 상승을 통해 시민의 행복 상승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Gray 색상으로 봉투 제작 시 겉면에 비침이 없도록 

그라데이션을 사용한다.

규격 : 265 X 190 mm

지질 : 몽블랑 130g/㎡

인쇄 : 옵셋인쇄

영문 서체

주소 : DDP Regular, 7.5pt, 자간 -10pt, 행간 11pt

국문 서체

주소 : DDP Regular, 7.5pt, 자간 -10pt, 행간 11pt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7, 8, 9층 (우)03098

7, 8, 9F 283 Yulgok-ro, Jongno-gu, Seoul, 03098, Korea

tel. +82 2 2096 0000   www.seouldesign.or.kr

Center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7, 8, 9층 (우)03098

7, 8, 9F 283 Yulgok-ro, Jongno-gu, Seoul, 03098, Korea

tel. +82 2 2096 0000   www.seouldesign.or.kr

16.6mm14.2mm 13.4mm 38.2mm 7.2mm

Scal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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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투 Large Envelope

대봉투는 A4용지를 펼쳐서 넣을 수 있는 사이즈의 봉투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의 대표 색상인 Red 색상의 로고마크를 사용하여 

외부인들에게 서울디자인재단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한다. 봉투 내부에는 서울디자인재단의 패턴02를 사용하여 서울 디자인의 가치 

상승을 통해 시민의 행복 상승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Gray 색상으로 봉투 제작 시 겉면에 비침이 없도록 그라데이션을 

사용한다.

규격 : 335 X 245 mm

지질 : 몽블랑 130g/㎡

인쇄 : 옵셋인쇄

영문 서체

주소 : DDP Regular, 8pt, 자간 -10pt, 행간 12pt

국문 서체

주소 : DDP Regular, 8pt, 자간 -10pt, 행간 12pt



32.3mm20mm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경영팀)

문서제목

홍보팀-@N

협  조

추진근거

대 내 외
협력현황

※ 문서내용을 위와  간단히 요약하세요.

- 시장 지시사항 제208호 (12.01.17)
- 희망서울 사회혁신 의제

‘12년 575백만원 (’11년 430백만원)사업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추진계획 수립 후 
실행협조

조례개정 추진

서울시교육청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시민서비스디자인팀

대상학교 선정 및 추천

사업추진방향 협의

대상지 추천 및
사업추진 시 참여

TFT 구성

문서번호

결재일자

공개여부

방침번호

2016.   .    .

20mm

20mm

10mm

18mm

20mm

Scale 50%

본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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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양식 포맷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사용하는 문서양식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디자인한 것이다. 로고마크는 좌측 상단에 위치하며 

Gray 색상을 사용하여 흑백 복사, 다량 인쇄, 팩스 등 대내외 문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문서 내 서체는 Window 기본 서체인 

맑은 고딕을 사용하여 외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시 글자깨짐이 없도록 한다.

공문양식 포맷  Official Document Template

규격 : 210 X 297 mm

지질 : 백색 모조지 80g/㎡

인쇄 : 프린트 출력

국문 서체

제목 : 맑은고딕 Bold 23pt, 자간 -20pt

내용&날짜 : 맑은고딕 Regular, 12pt, 자간 -20pt

                 맑은고딕 Regular, 10pt, 자간 -20pt

서울디자인재단 : 맑은고딕 Bold, 16pt, 자간 -20pt



32.3mm

20mm

12mm

5mm

11.7mm

20mm20mm

20mm

 용역사업시행 입찰공고
「고용노동부 연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6년 봉제교육 운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고용노동부 연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6년 봉제교육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6년 12월 31일

    3) 소요예산 : 금이억원정(200,000,000) - VAT포함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6)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서울시/재단/수행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도간 경쟁’에 컨소시엄 구성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사업임.(국고보조금은 추후 협의)

2. 추진일정

    1) 공고기간 : 2015. 12. 24(목) ~ 2015. 1. 3(일)(11일)

    2) 접수일 : 2016. 1. 4(월) 10:00부터-17:00까지(※시간엄수)

                   중구 신당동 U:US 빌딩 4층 서울디자인재단 (패션봉제 T/F팀)

                   입찰참가등록 및 서류심사 제안서 제출  

                ※ 주소 : 서울시 중구 신당동 251-7 U:US 빌딩 4층 서울디자인재단 패션봉제T/F팀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고용노동부 연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6년 봉제교육 

운영」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참여 및 협력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Center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20       .        .        . 

17mm

Scale 50%

본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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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포맷 Notification Template

공고문 포맷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사용하는 문서양식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디자인한 것이다. 로고마크는 좌측 상단에 위치하며 

Gray 색상을 사용하여 흑백 복사, 다량 인쇄, 팩스 등 대내외 문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문서 내 서체는 Window 기본 서체인 

맑은 고딕을 사용하여 외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시 글자깨짐이 없도록 한다.

규격 : 210 X 297 mm

지질 : 백색 모조지 80g/㎡

인쇄 : 프린트 출력

국문 서체

제목 : 맑은고딕 Bold, 25pt, 자간 -20pt

내용 : 맑은고딕 Bold, 11pt, 자간 -20pt

         맑은고딕 Regular, 10pt, 자간 -20pt

서울디자인재단 : 맑은고딕 Bold, 16pt, 자간 -20pt



20mm

입찰참가등록 서류

서식 제1호

「 2016 서울패션위크 및 2016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지원」 
홍보 . 마케팅

※업체명은 제안서 원본에만 표기하며, 평가 본에는 업체명과 로고를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접수번호 : 

(주)대표회사명

20       .        .        . 

Center

20mm

48.6mm

7.3mm

63mm

70.5mm

22mm

20mm20mm

4.2mm

Scal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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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 커버 Bid Proposal Cover

입찰서류 커버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사용하는 문서양식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디자인한 것이다. 문서 내 서체는 Window 기본 

서체인 맑은 고딕을 사용하여 외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시 글자깨짐이 없도록 한다.

규격 : 210 X 297 mm

지질 : 백색 모조지 80g/㎡

인쇄 : 프린트 출력

국문 서체

제목 : 맑은고딕 Bold, 30pt, 자간 -20pt

접수번호 : 맑은고딕 Regular, 9pt, 자간 -20pt

대표회사명: 맑은고딕Bold, 20pt, 자간 -20pt



20mm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서식 제1-2호

Center

20mm

30.2mm

4.2mm

20.7mm

20mm20mm

본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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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 포맷 Bid Proposal Template

입찰서류 포맷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사용하는 문서양식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디자인한 것이다. 문서 내 서체는 Window 기본 

서체인 맑은 고딕을 사용하여 외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시 글자깨짐이 없도록 한다.

규격 : 210 X 297 mm

지질 : 백색 모조지 80g/㎡

인쇄 : 프린트 출력

국문 서체

제목 : 맑은고딕 Bold, 21pt, 자간 -20pt

내용 : 맑은고딕 Regular, 10pt, 자간 -20pt



(재) 서울디자인재단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협조자

시행 홍보팀-@N                   (                      ) 접수                               (                         )

우  0456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1 DDP 살림터 3층 운영사무실 http://www.seouldesign.or.kr
전화  02-2153-0034 전송  02-2153-0070 ggummini@seouldesign.or.kr

2016.   .    .

수신자

(경유)

제  목

붙임:   .끝.

1.

2.

20mm

20mm

3.7mm

12.2mm

32.3mm 22mm 20mmCenter

20mm

본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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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웨어 기안서 포맷 Drafting Paper Template

그룹웨어 기안서 포맷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사용하는 문서양식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디자인한 것이다. 로고마크는 좌측 상단에 

위치하며 Gray 색상을 사용하여 흑백 복사, 다량 인쇄, 팩스 등 대내외 문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문서 내 서체는 Window 기본 

서체인 맑은 고딕을 사용하여 외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시 글자깨짐이 없도록 한다.

규격 : 210 X 297 mm

지질 : 백색 모조지 80g/㎡

인쇄 : 프린트 출력

국문 서체

제목 : 맑은고딕 Bold, 23pt, 자간 -20pt

내용&날짜 : 맑은고딕 Regular, 12pt, 자간 -20pt

                 맑은고딕 Regular, 10pt, 자간 -20pt

서울디자인재단 : 맑은고딕 Bold, 16pt, 자간 -20pt



20mm

29mm

13mm

20mmCenter

20mm

33mm

9mm

5mm

11.3mm

6.7mm

14.2mm

업무협력 협약서

서울디자인재단   |    시즈오카문화예술대학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과 시즈오카문화예술대학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위한 디자인의 역할을 제고하고, 적극적 연구 및 사업교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 간의 유기적인 콘텐츠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다각적인 디자인 연구 확산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 및 협력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콘텐츠 공유 및 연구협력

  2. 각 기관의 주요 컨퍼런스에 대한 상호 협조

  3. 공동 관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 및 업무과제 개발을 위한 협력 

20       .        .        . 

시즈오카문화예술대학

(인)

(재)서울디자인재단

(인)

본문영역

Scal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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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포맷 MOU Template

MOU는 특정인에게 발부되는 특수한 매체로서 권위와 신뢰성을 상징하므로 고급스럽게 제작하여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작 시 본항에 예시된 규정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규격, 색상, 위치 등을 준수하여 제작한다.

국문 서체

제목 : DDP Bold, 23pt, 자간 -20pt

         DDP Bold, 18pt, 자간 -20pt

내용 : DDP Regular, 12pt, 자간 -20pt

협력체 : DDP Bold, 15pt, 자간 -20pt

규격 : 210 X 297 mm

지질 : 반누보  White 200g/㎡

인쇄 : 옵셋인쇄



Scale 45%

Center

대표이사 김   서   울

일 시 _ 2016 06 10 / 목   오후 4시 - 5시

장 소 _ 서울디자인재단 9층 대회의실

문 의 _ 서울국제디자인공모전 02 3705 0063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입니다.

귀하를 서울국제디자인공모전 2010 설명회에 모시고자 합니다.

디자인에 관심있는 서울 시민 모두가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의 성공적 개최와 

많은 참여를 위하여 공모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디자인재단 드림.

20mm 20mm

18.3mm

11mm

클래식 크래스트 C1 솔라화이트 216g/m2

클래식 크래스트 CT1 솔라화이트 118g/m2

펄박

펄박

3.13

Seoul Design Foundation Corporate Identity Graphic Standards

초청장 A는 2단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초청장이며, 클래식 크래스트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지에 글자를 펄박으로 인쇄하여 고급스러움을 

표현한다. 고급스러움이 특징인 초청장 A는 재단 내 중요한 행사 때 사용하도록 한다.

초청장 A Invitation Card A

규격 : 200 X 90 mm

지질 : 클래식 크래스트 C1 솔라화이트 216g/m2

        클래식 크래스트 CT1 솔라화이트118g/m2

인쇄 : 옵셋인쇄

후가공 : 펄박

국문 서체

내용 : DDP Regular, 9pt, 자간 -20, 행간 6pt

날짜 : DDP Regular, 8pt, 자간 -20, 행간 5pt

대표이사 : DDP Bold 10pt, 자간 -20

              DDP Regular 12pt, 자간 -20



Scale 45%

펄박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7, 8, 9층 (우)03098

7, 8, 9F 283 Yulgok-ro, Jongno-gu, Seoul, 03098, Korea

tel. +82 2 2096 0000   www.seouldesign.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7, 8, 9층 (우)03098

7, 8, 9F 283 Yulgok-ro, Jongno-gu, Seoul, 03098, Korea

tel. +82 2 2096 0000   www.seouldesign.or.kr

9.4mm

11.8mm

9.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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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봉투 A Invitation Envelope A

초청장 봉투 A의 앞면 주소 블록 로고마크는 서울디자인재단의 대표 색상인 Red색상의 로고마크를 사용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의 아이덴티티 

인식을 향상 하도록 하며, 뒷면은 초청장 A에 맞춰 펄박 인쇄 로고마크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한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문양 패턴 03을 

사용하여 서울시 디자인 문화의 전통을 이끌어가겠다는 재단의 내면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규격 : 205 X 95 mm

지질 : 몽블랑 130g/㎡

인쇄 : 옵셋인쇄

후가공 : 펄박

영문 서체

주소 : DDP Regular, 7pt, 자간 -10pt, 행간 11pt

국문 서체

주소 : DDP Regular, 7pt, 자간 -10pt, 행간 11pt



Scale 50%

일 시 _ 2016 06 10 / 목   오후 4시 - 5시

장 소 _ 서울디자인재단 9층 대회의실

문 의 _ 서울국제디자인공모전 02 3705 0063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입니다.

귀하를 서울국제디자인공모전 2010 설명회에 모시고자 합니다.

디자인에 관심있는 서울 시민 모두가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의 성공적 개최와 

많은 참여를 위하여 공모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mm

8mm

10.5mm 10.5mm

9.5mm

Center

대표이사 김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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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B Invitation Card B

초청장 B는 아이보리 보드를 사용한 1단의 초청장이다. 앞면은 템플릿 A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정보전달을 하며 뒷면은 서울디자인재단의 

Red 색상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여 초청장의 주목도를 높인다. 재단 내 공연, 전시회 등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가 되는 행사에 초대할 때 

사용하도록 한다.

규격 : 173 X 115 mm

지질 : 아이보리 보드 400g/㎡

인쇄 : 옵셋인쇄

국문 서체

내용 : DDP Light, 9pt, 자간 -20, 행간 6pt

날짜 : DDP Bold 8.5pt, 8pt, 자간 -20, 행간 5pt

대표이사 : DDP Bold 10pt, 자간 -20

              DDP Regular 12pt, 자간 -20



Scale 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7, 8, 9층 (우)03098

7,8,9F 283 Yulgok-ro, Jongno-gu, Seoul, 03098, Korea

tel. +82 2 3705 0000 fax. +82 2 3705 0005

www.seouldesign.or.kr

10mm

10mm

7.3mm

무광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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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봉투 B Invitation Envelope B

초청장 봉투 B의 주소 블록은 초대장과 같이 템플릿 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초청장 봉투 내지는 대표 색상인 Red 색상을 사용하여 

주목도를 높인다.

국문 서체

주소 : DDP Regular, 7pt, 자간 -10pt, 행간 11pt

규격 : 180 X 120 mm

지질 : 몽블랑 130g/㎡

인쇄 : 옵셋인쇄

후가공 : 펄박, 무광코팅



Scale 50%

www.seouldesign.or.kr

 2016 06 10 / 목   

오후 4시 - 5시

서울디자인재단 9층 대회의실

서울국제디자인공모전 02 3705 0063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입니다.

귀하를 서울국제디자인공모전 2010 설명회에 모시고자 합니다.

디자인에 관심있는 서울 시민 모두가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의 

성공적 개최와 많은 참여를 위하여 공모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디자인재단 드림.

Center

15mm

9mm

15mm

무광금박

Center

10mm

12mm

Center

10mm

12mm

무광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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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C Invitation Card C

초청장 C는 아이보리 보드를 사용한 1단의 초청장에 Script 영문 서체와 패턴 02를 사용하여 역동감이 느껴지므로 박람회나 전시회 등 

고급스러운 행사에 사용하도록 한다.

규격 : 115 X 173 mm

지질 : 아이보리 보드 400g/m2

인쇄 : 옵셋인쇄

후가공 : 무광 금박, 은박

국문 서체

내용 : DDP Light, 9pt, 자간 -20, 행간 6pt

날짜 : DDP Bold 8.5pt, 8pt, 자간 -20, 행간 5pt



무광금박

무광은박

Scale 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7, 8, 9층 (우)03098

7, 8, 9F 283 Yulgok-ro, Jongno-gu, Seoul, 03098, Korea

tel. +82 2 2096 0000   www.seouldesign.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7, 8, 9층 (우)03098

7, 8, 9F 283 Yulgok-ro, Jongno-gu, Seoul, 03098, Korea

tel. +82 2 2096 0000   www.seouldesign.or.kr

9.4mm

11.8mm

9.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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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봉투 C Invitation Envelope C

초청장 봉투 C의 주소 블록 로고마크는 서울디자인재단의 대표 색상인 Red 색상의 로고마크를 사용하여 외부인들에게 서울디자인재단의 

아이덴티티 인식을 향상 시키며, 뒷면은 초청장 C에 맞춰 무광 금박,은박 로고마크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한다.

규격 : 180 X 120 mm

지질 : 몽블랑 130g/㎡

인쇄 : 옵셋인쇄

후가공 : 무광 금박,은박

국문 서체

주소 : DDP Regular, 7pt, 자간 -10pt, 행간 11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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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지는 서울디자인재단의 이미지를 인식시키며 외부인들에게 광고 노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체이다. 메모지 A-1는 메모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대내외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메모지 A-2는 템플릿 A를 활용해 대외적인 홍보 시 열린 기관으로서 재단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메모지 A-3는 서울디자인재단의 사각 모티브를 응용한 격자 형식의 메모지로 사용할 수 있다.

메모지  Memo

규격 : 100 X 150 mm

지질 : 랑데뷰 90g/㎡

인쇄 : 옵셋인쇄



디보싱

Center Center

13.5mm

6.5mm

Center Center

13.5mm

6.5mm

Scale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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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잇 Post-it

포스트잇은 서울디자인재단의 이미지를 인식시키며 외부인들에게 광고 노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체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의 메인 

색상인 Red를 사용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의 아이덴티티 인식을 향상시키며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추후에 재단의 

아이덴티티 인지도가 높아지면 보조색상인 Gray를 추가로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규격 : 70 X 75 mm

지질 : 모조지 80g/㎡

인쇄 : 옵셋인쇄



Official Form

사원증 A ID Card A

사원증 B ID Card B

사원증 C ID Card C

AD 카드 A AD Card A

AD 카드 B AD Card B

문서/상장 케이스 Certificate Case

상장내지 Certificate of Merit Template

프레스킷 Press kit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김 서 울

Kim Seoul

Front Back

신 분 증

유 의 사 항

No.0000000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7, 8, 9층 (우)03098

tel. +82 2 3705 0000  www.seouldesign.or.kr

1. 본 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절대 

    양도 할 수 없습니다.

2. 분실, 훼손시에는 즉시 경영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휴직, 퇴직시에는 반드시 회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이나

     아래의 주소로 연락 바랍니다.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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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증 A는 사내에서의 직원 착용물로서 직원에게는 소속과 자부심을, 서울디자인재단을 찾는 관계자에게는 기업 이미지를 손쉽게 

전달하는 매체이다. 사원증 A는 서울디자인재단의 Red 프레임과 조화를 위해 사람의 이미지는 흑백으로 규정하고, 사원들의 상반신 

혹은 증명사진으로 제작한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서체, 재질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원증 A ID Card A

사이즈 : 54mm x 86mm, 끈 9mm

재질 : PVC Card

인쇄 : 전사인쇄

국문 서체

이름 : DDP Bold, 9pt, 자간 0

신분증 : DDP Bold, 8pt, 자간 0

소속,직위,성명 : DDP Bold, 7pt, 자간 0, 행간 11pt

유의사항 : DDP Regular, 8pt, 자간 0

              DDP Light, 6pt, 자간 0, 행간 10.5pt

주소 : DDP Regular, 6pt, 자간 0, 행간 9pt

영문 서체

이름: DDP Regular, 9pt, 자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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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eoul

Back

신 분 증

유 의 사 항

No.0000000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7, 8, 9층 (우)03098

tel. +82 2 3705 0000  www.seouldesign.or.kr

1. 본 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절대 

    양도 할 수 없습니다.

2. 분실, 훼손시에는 즉시 경영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휴직, 퇴직시에는 반드시 회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이나

     아래의 주소로 연락 바랍니다.

Front

4.02

Seoul Design Foundation Corporate Identity Graphic Standards

사원증 B ID Card B

사원증 B는 사내에서의 직원 착용물로서 직원에게는 소속과 자부심을, 서울디자인재단을 찾는 관계자에게는 기업 이미지를 손쉽게 

전달하는 매체이다. 사원증 B는 서울디자인재단의  Red 프레임과 조화를 위해 사람의 이미지는 흑백으로 제작한다.

사원증 A와는 다르게 사원들의 사진이 전신이거나, 해상도가 높은경우, 사진의 크기가 큰 경우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서체, 재질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사이즈 : 54mm x 86mm, 끈 9mm

재질 : PVC Card

인쇄 : 전사인쇄

국문 서체

이름 : DDP Bold, 9pt, 자간 0

신분증 : DDP Bold, 8pt, 자간 0

소속,직위,성명 : DDP Bold, 7pt, 자간 0, 행간 11pt

유의사항 : DDP Regular, 8pt, 자간 0

              DDP Light, 6pt, 자간 0, 행간 10.5pt

주소 : DDP Regular, 6pt, 자간 0, 행간 9pt

영문 서체

이름: DDP Regular, 9pt, 자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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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증 C ID Card C

사원증 C는 사내에서의 직원 착용물로서 직원에게는 소속과 자부심을, 서울디자인재단을 찾는 관계자에게는 기업 이미지를 손쉽게 

전달하는 움직이는 매체이다. 사원증 C는 기존의 사원증과는 다르게 디자인, 편리성 측면이 우수한 제품이다. 제작 시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원증 앞면은 서울디자인재단의 Red 색상의 로고마크를 뒷면에는 국문 서울디자인재단 워드마크를 인쇄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규격 : 85 X 55 mm

인쇄 : 실크 프린트와 UV코팅으로

전,후면 로고 인쇄 가능

국문 서체

이름 :  DDP Bold, 9pt, 자간 0

영문 서체

이름: DDP Regular, 9pt, 자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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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위크 
홍보팀

홍 길 동 

서울디자인위크

S T A F F

서울디자인위크 
홍보팀

홍 길 동 

서울디자인위크

V   I   P

서울디자인위크 
자문위원회

홍 길 동 위원

서울디자인위크

Scal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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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카드 A AD Card A

AD 카드 A는 사이즈가 큰 타입으로 소속 팀, 이름 등 명확한 판단을 해야 하는 대규모의 행사 때 사용하도록 한다. AD 카드의 

색상은 어플리케이션 보조색상 내에서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재질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규격 : 107mm x 145mm, 내지 100 x 120mm

재질 : PVC 

인쇄 : 프린터기 출력 or 인디고인쇄

행사명&팀 : DDP Bold, 31pt, 자간 -20, 행간 38pt

이름 : DDP Bold, 37pt, 자간 -20, 행간 57pt

STAFF : DDP Bold, 37pt, 자간 20, 평 95%



서울디자인위크

서울디자인위크 홍보팀

홍 길 동 

S T A F F

서울디자인위크

서울디자인위크 관리팀

홍 길 동 

S T A F F

서울디자인위크

서울디자인위크 자문위원회

홍 길 동 위원

V   I   P

Scal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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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카드 B AD Card B

AD 카드 B는 사이즈가 작은 타입으로 서울디자인재단 내의 행사 또는 소규모의 행사 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AD 카드의 색상은 

어플리케이션 보조색상 내에서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재질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규격 : 102mm x 90mm, 내지 95mm x 65mm

재질 : PVC 

인쇄 : 프린터기 출력 or 인디고인쇄

STAFF : DDP Bold, 37pt, 자간 20, 평 95%

행사명&팀 : DDP Bold, 19pt, 자간 -20, 행간 21pt

이름 DDP Bold, 24pt, 자간 -20pt, 행간 30pt



무광금박

무광금박

Type A

Typ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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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임용장, MOU 문서 등의 협약 문서와 행사용 케이스는 특정인에게 발부되는 특수한 매체이다. 권위와 신뢰성을 상징하는 

케이스이므로 고급스럽게 제작하여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문서/상장 케이스 Certificate Case

규격 : 케이스_230 X 317 mm

지질 : 케이스_인조가죽

인쇄 : 옵셋인쇄

후가공 : 무광금박



Scale 40%

제2016-01호 

마케팅팀

김   서   울

표   창  장

홍  길  동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위 사람은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대한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전 직원의 귀감이 되었기에 

이달의 우수 직원으로 표창합니다.

2016.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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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내지는 특정인에게 발부되는 특수 매체로서 서울디자인재단의 권위와 신뢰성을 상징하므로 고급스럽게 제작하여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재질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의 통일된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상장내지 Certificate of Merit Template

규격 : 210 X 297 mm 

지질 : 반누보 White 200g/㎡ 

인쇄 : 옵셋인쇄

표창장 : DDP Bold, 37pt, 자간 100, 평 100%

부서/직급 : DDP Light, 15pt, 자간 0, 행간 21pt

이름 : DDP Bold, 21.5pt, 자간 0, 행간 21pt

내용 : DDP Regular, 24.3pt, 평 95%, 

        행간 43.3pt

날짜 : DDP Regular, 20pt

대표직책 : DDP Bold, 17.8pt, 자간 0

대표이름 : DDP Bold, 23.5pt, 자간 0



Scale 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7, 8, 9층 (우)03098

7, 8, 9F 283 Yulgok-ro, Jongno-gu, Seoul, 03098, Korea

tel. +82 2 2096 0000  www.seouldesign.or.kr

무광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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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킷은 업무 양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재질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의 통일된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프레스킷 Press kit

규격 : 230 X 315 X 세네카 5 mm

지질 : 스노우지 300g/㎡

인쇄 : 옵셋인쇄

후가공 : 무광코팅

주소 : DDP Regular, 7.14pt, 자간 -10, 행간 10.57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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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리서치 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정의

    1-1. 디자인 리서치 방법의 분류

    1-2. Quantitative / Qualitative Research

    1-3. 디자인 리서치의 중요성

2.  디자인 리서치 방법론

    2-1. 리서치 계획하기

    2-2. 리서치의 Universal Tool

    2-3. 리서치 방법론과 사례

    2-4. User Experience Modeling

Agenda

1-1. 디자인 리서치 방법의 분류

1-2. Quantitative / Qualitative Research

1-3. 디자인 리서치의 중요성

1.  디자인 리서치 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정의

목차

간지 내지

표지

서울디자인재단 Corporate Identity 

Basic & Application System

서울디자인재단 홍보팀 홍길동 연구원

2016.12.12

Scale 25%

1.1 디자인 리서치 방법의 분류

사용자 리서치 방법의 분류

User Profile에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연구

통계학적인 정보와 작업 및 담당하는 역할에 관한

정보가 담긴다. 사용자의 직함, 책임 등을 기록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의 따라 숙련도, 제품 사용에

관한 지식 정도 등도 기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User Profile에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인 정보와 작업

예시 1. User Profile에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와

서울디자인재단 정례회의 운영 개선계획01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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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포맷 A는 서울디자인재단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및 이미지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PPT 포맷 A는 이미지 활용형 

타입이다. 간지에서는 한글 패턴을 이용하여 단순한 PPT에 주목도를 올린다. PPT 간지 패턴은 한글 패턴 01, 02, 03과 

사각 패턴 04를 사용하며 A4 가로사이즈 ½를 넘지 않게 사용하도록 한다.

PPT 포맷 A PPT Template A

규격 : 297 X 210 mm

서체 : DDP & 맑은고딕



표지

1.1 디자인 리서치 방법의 분류

사용자 리서치 방법의 분류

User Profile에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연구

통계학적인 정보와 작업 및 담당하는 역할에 관한

정보가 담긴다. 사용자의 직함, 책임 등을 기록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의 따라 숙련도, 제품 사용에

관한 지식 정도 등도 기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User Profile에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인 정보와 작업

예시 1. User Profile에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와

서울디자인재단 정례회의 운영 개선계획01

서울디자인재단 Corporate Identity 

Basic & Application System

홍길동 연구원

2016.12.12

서울디자인재단 홍보팀

1.  디자인 리서치 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정의

    1-1. 디자인 리서치 방법의 분류

    1-2. Quantitative / Qualitative Research

    1-3. 디자인 리서치의 중요성

2.  디자인 리서치 방법론

    2-1. 리서치 계획하기

    2-2. 리서치의 Universal Tool

    2-3. 리서치 방법론과 사례

    2-4. User Experience Modeling

Agenda

1-1. 디자인 리서치 방법의 분류

1-2. Quantitative / Qualitative Research

1-3. 디자인 리서치의 중요성

1.  디자인 리서치 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정의

Scale 25%

목차

간지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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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포맷 B PPT Template B

PPT 포맷 B는 서울디자인재단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및 이미지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PPT 포맷 B는 템플릿 B를 활용한 

타입으로 이미지 활용이 불가할 때 사용하도록 한다. Red 프레임은 글의 양에 따라서 확장이 가능하며 프레임 선의 굵기는 

6pt~7pt를 사용한다.

규격 : 297 X 210 mm

서체 : DDP & 맑은고딕



표지

홍보팀 김철수 연구원

서울디자인재단 CI 
Basic Design &
Application System
2016.12.12

1.1 디자인 리서치 방법의 분류

사용자 리서치 방법의 분류

User Profile에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연구

통계학적인 정보와 작업 및 담당하는 역할에 관한

정보가 담긴다. 사용자의 직함, 책임 등을 기록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의 따라 숙련도, 제품 사용에

관한 지식 정도 등도 기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User Profile에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인 정보와 작업

예시 1. User Profile에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와

서울디자인재단 정례회의 운영 개선계획01

1.  디자인 리서치 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정의

    1-1. 디자인 리서치 방법의 분류

    1-2. Quantitative / Qualitative Research

    1-3. 디자인 리서치의 중요성

2.  디자인 리서치 방법론

    2-1. 리서치 계획하기

    2-2. 리서치의 Universal Tool

    2-3. 리서치 방법론과 사례

    2-4. User Experience Modeling

Agenda

Scale 25%

목차

내지간지

1-1. 디자인 리서치 방법의 분류

1-2. Quantitative / Qualitative Research

1-3. 디자인 리서치의 중요성

1.  디자인 리서치 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정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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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포맷 C PPT Template C

PPT 포맷 C는 서울디자인재단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및 이미지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PPT 포맷 C는 서울디자인재단의 

패턴을 활용한 타입으로 프로젝트 구분 등 제작 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사각 프레임 속 패턴을 바꿔서 사용한다.

패턴은 한글 패턴 01, 02, 03과 사각 패턴 04를 사용할 수 있다. 

규격 : 297 X 210 mm

서체 : DDP & 맑은고딕



Scal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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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사용하는 문서 양식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관된 규칙이 필요하다.

연구보고서는 템플렛 B를 활용하였으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아이콘 및 텍스트의 활용이 가능하다.

Seoul Design Foundation Corporate Identity Graphic Standards

규격 : 188 X 257mm, 두께 20mm

지질 : 스노우화이트 250g/㎡

앞면 서체

제목 : DDP Bold, 46pt, 자간 -10, 행간 55pt

날짜 : DDP Bold, 39pt, 자간 -10

카테고리 : DDP Bold 9pt, 자간 0

옆면 서체

제목 : DDP Bold, 15pt, 자간 0

날짜 : DDP Bold, 15pt, 자간 0

카테고리 : DDP Bold 9pt, 자간 0

5.04



활용예시

2016. 9 - 2016. 12

2016
서울디자인재단
언론보도 Ⅳ

2016. 9 - 2016. 12

2016
서울디자인재단
언론보도 Ⅳ 2016. 9 - 2016. 12

2016
서울디자인재단
언론보도 Ⅳ

Scal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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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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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집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사용하는 문서 양식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관된 규칙이 필요하다.

언론보도집은 D. Square의 면을 활용하여 연구보고서와 구분되게 한다. 사각형 프레임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확대, 축소할 수 

있다. 색상은 어플리케이션 보조 색상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구분지어 사용하도록 한다.

언론보도집 Media Report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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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188 X 257mm, 두께 30mm

         (내지에 따라 변동가능)

지질 : 스노우화이트 250g/㎡

앞면 서체

제목 : DDP Light, 46pt, 자간 -10, 행간 55pt

날짜 : DDP Bold, 15pt, 자간 -10

옆면 서체

제목 : DDP Regular, 27pt, 자간 0



Print AD

보도자료 표지 Press Release Cover

보도자료 내지 Press Release Template

지면광고  Paper AD 

포스터  Poster 

배너  Banner

현수막  Pla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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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6.04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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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매 서울디자인재단 경영본부 유석윤 본부장 : 2096-0008
박내선 팀장 : 2096-0074
김민희 선임 : 2096-0091

홍보팀

건축가가 바라본 서울 풍경
DDP, ‘서울감성풍경展’ 전시 개최

www.ddp.or.kr

2016.   .    .

www.seouldesign.or.kr

20mm

20mm

12mm

5mm

20mm

20mm

16.3mm

20mm

Scal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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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지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사용하는 문서양식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디자인한 것이다. 로고마크는 Gray 색상으로 

통일하여 흑백 복사, 다량 인쇄, 팩스 등 대내외 문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문서 내 서체는 Window 기본 서체인 맑은 고딕을 

사용하여 외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시 글자깨짐이 없도록 한다.

보도자료 표지 Press Release Cover

규격 : 210 X 297 mm

지질 : 백색 모조지 80g/㎡

인쇄 : 프린트 출력

국문 서체

제목 : DDP Bold, 30pt, 자간 -20pt



건축가가 바라본 서울 풍경

‘서울감성풍경 展’홍보 포스터

1

DDP, ‘서울감성풍경 展’ 전시 개최

건축가가 바라본 서울 도시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 건축을 위한 밑작업으로 건축가들이 서울을 스케치

하고 사진을 찍은 작업들이 전시가 되어 시민들을 찾는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은 ㈜정림건축

대표이사 임진우)과 공동주최로 오는 13일부터 2월10일까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둘레길에

서 <서울감성풍경展>을 개최한다. 

서울은 조선시대 수도 한양을 기점으로 대한제국시기,일제강점기, 근대화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팽창해 왔다. 

한양을 감싸며 경계의 의미를 지녔던 성곽은 도시의 확장으로 그 의미가 허물어지고, 사람냄새 나던 작은

골목길과 오래된 담벼락은 도시 개발로 획일적인 모습 의 아파트로 변모했다. 서울은 조선시대 수도 한양을

일제강점기, 근대화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팽창해 왔다. 한양을 감싸며 경계의 의미를 지녔던 성곽은 

도시의 확장으로 그 의미가 허물어지고, 사람냄새 나던 작은 골목길과 오래된 담벼락은 도시 개발로 

획일적인 모습의 아파트로 변모했다. <서울감성풍경展>은 도시의 확장과 개발로 자칫 잃어 갈 수 있는 

서울의 과거와 현재로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서울의 성곽과 골목길을 중심으로 공간이 담고 있는 역사적 

이야기와 삶의 감성에 주목했다. 전시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역사의 문, 한양도성 ▲ 과거와 현재-공존의 

공간, 북촌한옥마을 ▲도시재생 -삶의 공간, 이화·창신·숭인동의 섹터로 나뉘고 건축가들이 도시를 

산책하며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그림과 사진으로 담아냈다. 

웹하드 주소_ http://webhard.seouldesign.or.kr

          (로그인 하시기 전, 게스트로 체크해주십시오.)

아이디 _ ddp0321         암호_ ddp0321

폴더명_ 160111_건축가가 바라본 서울 풍경

20mm 20mm

26mm

20mm

20mm

Scal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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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지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사용하는 문서양식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디자인한 것이다. 문서 내 서체는 Window 기본 

서체인 맑은 고딕을 사용하여 외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시 글자깨짐이 없도록 한다.

보도자료 내지 Press Release Template

국문 서체

제목 : DDP Regular, 27pt, 자간 -20pt

내용 : DDP Light, 10pt, 자간 -20pt

정보 : DDP Bold&Regular, 9pt, 자간 -20pt

규격 : 210 X 297 mm

지질 : 백색 모조지 80g/㎡

인쇄 : 프린트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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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광고는 외부인들에게 서울디자인재단의 이미지를 알리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세심한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지면광고의 

로고마크 위치는 아래 표기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제작 시 지면광고의 사이즈는 매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

지면광고 Paper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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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Poster 

포스터는 외부인들에게 서울디자인재단의 이미지를 알리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세심한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포스터에 활용되는 

서울디자인재단의 로고마크는 좌측 상단에 위치하며, 하위 브랜드 로고는 우측 상단에 위치한다. 이미지 활용은 아래 포스터 시스템 

규정과 색상 활용 규정을 통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규격 : 440 X 620 mm

인쇄 : 옵셋인쇄



창립 12주년
기념 리셉션

일 시   2016년 3월 25일

장 소  서울디자인지원센터 9F

주 관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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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리셉션

일 시   2016년 3월 25일

장 소  서울디자인지원센터 9F

주 관   홍보팀

Information

Information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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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 Banner

배너는 외부인들에게 서울디자인재단의 행사, 공고를 알릴 때 사용하는 매체이다. 템플릿 B를 사용하며 필요시 패턴을 사용하여 

주목성을 높인다. 제작 시 상황에 알맞은 타입을 선택하고 사용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의 배너 디자인 시스템에 통일성을 주도록 한다. 

하단의 현수막 템플릿 시스템 규정과 색상 활용 규정을 준수한다.

규격 : 600 X 1800mm

인쇄 : 옵셋인쇄



A

B

일시 2016년 5월 25일      장소 서울디자인지원센터 9F

창립 10주년 기념 리셉션

2016년도 패션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작업환경개선사업 및 본제장비 임대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기      간  2016 03월 - 11월자격기준  서울소재 사업자등록(필) 봉제업체

협찬사 로고

C

D

6.06

Seoul Design Foundation Corporate Identity Graphic Standards

현수막 Placard 

현수막은 외부인들에게 서울디자인재단의 행사,공고를 알릴 때 사용하는 매체이다. 제작 시 상황에 알맞은 타입을 선택하고 사용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의 현수막 디자인 시스템에 통일성을 주도록 한다. 하단의 현수막 템플릿 시스템 규정과 색상 활용 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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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MAY 2016

http://www.seouldesign.or.kr

100세 시대를 위한
디자인 세미나

프로그램 안내

등록 안내

사전등록

시간 & 석순

13:30 - 14:00

13:30 - 14:00

13:30 - 14:00

13:30 - 14:00

13:30 - 14:00

13:30 - 14:00

13:30 - 14:00

발표자 & 내용

사전등록 : 2016. 05. 20(월) ~  2014. 05. 20(월)

현장등록 : 2016. 05. 20(월)

문의 : 세미나 운영국

            Tel.02-3471-8311 

            Email. 100design@seouldesign.or.kr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온라인 사전등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교통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

백종원_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100세 시대를 위한 디자인의 비전과 전략

김광순_디맨드 대표

House :  서비스 디자인으로 준비하는 100세 시대 

이정규_디자인 와우 대표

Community : Age - friendly city design

김현선_김현선 디자인 연구소 대표

Service : 100세 시대를 대비한 커뮤니티 서비스  

               디자인

               이강오_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좌장 : 김광순_디맨드 대표

패널 : 박철웅_디자인 넥스트 대표

            이정규_디자인 와우 대표

등록

개회사

종합발표

세부발표 1.

세부발표 2.

세부발표 3.

패널토의 및 

Q&A

본 메일은 서울디자인재단의 웹사이트 회원 및 관계기업,기관 분들께 제공되는 이메일 뉴스레터입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본 메일은 발신 전용이므로, 문의사항은 [고객문의] 버튼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_  2014. 02. 06(목)

장소 _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주최 _ 서울디자인재단

60

29 53 2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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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메일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전시회, 세미나 등 행사 홍보가 있으면 외부인들에게 공지를 보낼 때 사용되는 포맷이다.

템플릿 B를 활용하여 많은 정보를 그룹핑하고 재단의 아이덴티티의 특징을 표현한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예시된 포맷을 활용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의 통일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공지 메일 Notice E-mail

규격 : 462 X 720 px



NOTICE

MARCH 2016 

DESIGN NEWS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하는 디자인 소식지

NEWS

MAGAZINE

DDP 잔디 사랑방
운영업체 선정 입찰공고

내용 자세히 보기

2014 서울패션위크 개최 사업
운영업체 선정 입찰공고

BOOKS

내용 자세히 보기
DDP 개관 D-100

내용 자세히 보기

디자인 서울뉴스 | Design Seoul News

성수동 

한국의 아테스토니 볼까 내용 자세히 보기

본 메일은 서울디자인재단의 웹사이트 회원 및 관계기업,기관 분들께 제공되는 이메일 뉴스레터입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본 메일은 발신 전용이므로, 문의사항은 [고객문의] 버튼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eouldesign.or.kr

책 제목책 제목

DDP | 입찰공고 안내 디자인 책 | Design Book

디자인 서울뉴스 | Design Seoul News

DDP 개관 D-100 DDP 개관 D-100

30

12

19 19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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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소식지 Monthly Newsletter

월간 소식지는 서울디자인재단의 소식을 월마다 전하는 월간지로 서울디자인재단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및 이미지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예시된 포맷을 활용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의 통일된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규격 : 462 X 750 px



디자인놀이터 체험전시

2016.12.03

2015 유니버설 디자인박람회

2015.10.02

서울디자인페스티벌 2015

2015.06.02

2015 서울 홍테이블데코

2015.05.01

DESIGN 
SEOUL

SEOUL 
DESIGN 
CENTER

DMC 
INCUBATING 
CENTER

U:US 
FASHION

DDP

28

42

28

Red or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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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는 서울디자인재단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및 이미지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의 로고마크는 좌측 상단을 

유지하며, 로고마크의 색상은 배경이미지가 밝은 톤일 때 Red 색상의 로고마크를, 배경이미지가 어두운 톤 일때 White 색상의 

로고마크를 사용한다. 배경이미지는 로고마크의 명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잡한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블로그 Blog 

단위 : Pixel



서울디자인재단
Seoul Design Foundation
지역단체

장폴고티에 전

33

Red or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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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Facebook 

페이스북은 서울디자인재단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및 이미지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의 프로필 사진 제작 시 

밝은 톤의 커버 이미지는 Red 배경에 White 로고마크를 사용하며, 어두운 톤의 커버 이미지 사용에는 White 배경에 

Red 로고마크를 사용하도록 한다. 

단위 : Pixel



16:9 HD화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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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로고마킹 위치규정 A Media Logo Position A

영상은 외부인들에게 서울디자인재단의 이미지를 알리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세심한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템플릿 시스템 

규정과 색상 활용 규정을 준수한다.



XX

X X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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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로고마킹 위치규정 B Media Logo Position B

영상은 외부인들에게 서울디자인재단의 이미지를 알리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세심한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템플릿 시스템 

규정과 색상 활용 규정을 준수한다.



16:9 HD화면 기준

서울디자인이 등장 하단 프레임이 늘어나면서 Foundation 이 디졸브 하단 프레임이 늘어나면서 Foundation 이 디졸브

회전하며 국문로고 등장 회전하며 국문로고 등장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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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모션 Logo Motion

로고모션은 외부인들에게 서울디자인재단의 이미지를 알리는 중요한 매체인 영상의 요소 중 하나로, 제작 시 템플릿 시스템 규정과 

색상 활용 규정을 준수한다.



Promotion

쇼핑백 A Shopping Bag A

쇼핑백 B Shopping Bag B

비닐 쇼핑백 Plastic Bag

캔버스 백 Canvas Bag

티셔츠 A T Shirt A

티셔츠 B T Shirt B

노트 A Notebook A

노트 B Notebook B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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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 A Shopping Bag A

쇼핑백 A는 기본형 쇼핑백이다. 쇼핑백은 이동성으로 인하여 일반대중과 친밀감을 유도하며, 움직이는 광고효과로 서울디자인재단의 

일관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매체이다. 쇼핑백 A는 패턴 02를 사용하여 서울 디자인의 가치 상승을 통해 시민의 행복 상승의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양 옆면에 절제된 패턴을 적용하였으므로 서울디자인재단의 대내외 격식을 갖춰야 하는 공식적인 행사 또는 

공기업 간의 문서 전달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규격 : 260 x 360 x 90 mm

재질 : 스노우화이트 250g/㎡

인쇄 : 옵셋인쇄

후가공 : 무광코팅

끈 : 종이,매립작업



www.seouldesign.or.krwww.seouldesig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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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 B Shopping Bag B

쇼핑백 B는 응용형 쇼핑백이다. 쇼핑백은 이동성으로 인하여 일반대중과 친밀감을 유도하며, 움직이는 광고효과로 서울디자인재단의 

일관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매체이다. 쇼핑백 B는 그래픽 모티프의 적극적인 표현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격 : 260 x 360 x 90 mm

재질 : 스노우화이트 250g/㎡

인쇄 : 옵셋인쇄

후가공 : 무광코팅

끈 : 종이,매립작업



투명

White_인쇄

투명
(봉투안 내용물 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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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쇼핑백 Plastic Bag 

비닐 쇼핑백은 응용형 쇼핑백이다. 비닐 쇼핑백은 서울디자인재단의 대내/외 행사용 상품, 카탈로그를 담거나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은품 포장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규격 : 300 X 430 mm

재질 : 평판비닐

인쇄 : 옵셋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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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 백 Canvas Bag

캔버스백은 이동성으로 인하여 일반대중과 친밀감을 유도하며, 움직이는 광고효과로 서울디자인재단의 인지도 및 일관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매체이다. 한글 패턴 01, 02, 03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의 다양성과 한글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재질 등 제작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규격 : 360 X 400 mm 

재질 : 광목천

인쇄 : 실크인쇄



8.05

Seoul Design Foundation Corporate Identity Graphic Standards

티셔츠 A T Shirt A

티셔츠 A는 기본형 티셔츠로 고객에게 서울디자인재단의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매체 중 하나이다. 제작 시 색상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전용색상 또는 보조색상 내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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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B T Shirt B

티셔츠 B는 응용형 티셔츠로 고객에게 서울디자인재단의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매체 중 하나이다. 제작 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이미지 또는 패턴을 적용하여 사용하며, 이미지는 복잡한 이미지보다 간결한 이미지 사용을 권장하며 페스티벌, 전시회 등 행사 

프로모션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지 A표지 펼침면

표지

내지 B

Color

Scale 100%

Scal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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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A Notebook A

노트 A는 서울디자인재단 대내외에서 직원, 고객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프로모션 제품이다. 색상은 어플리케이션 보조색상을 활용하여 

하나의 세트로 만든다.

규격 : 150 X 100 mm

제본 : 실제본 or 중철



표지

Scale 100%

디보싱

www.seouldesign.or.kr

표지 펼침면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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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B Notebook B

노트 B는 서울디자인재단 대내외에서 직원, 고객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프로모션 제품이다. 노트 B는 가죽 양장 제본을 활용하여 고급스러운 

노트이며 색상은 Red, Gray, Black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규격 : 150 X 210 mm

제본 : 가죽/ 양장제본

후가공 : 디보싱, 밴드포함,휘호리포함



Car & Signage

승합차 A Van A

승합차 B Van B

메인사인 Main Sign

종합안내사인 Information Sign

안내판 포맷 A Information Format A

안내판 포맷 B Information Format B

안내판 포맷 C Information Format C

안내판 포맷 D Information Forma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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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는 고객에게 서울디자인재단의 일관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 매체 중 하나로 제작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디자인재단과 DDP의 로고를 함께 적어 사용하여 DDP와 서울디자인재단이 

하나의 기관임을 강조한 안이다.

승합차 A Van A

제작 : 지정색 페인트컬러 도장 또는 시트 부착



www.seouldesign.or.kr www.seouldesig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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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는 고객에게 서울디자인재단의 일관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 매체 중 하나로 제작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의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DDP와 서울디자인재단의 로고를 강조한 안으로 A안 보다 기관의 로고를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도록 한다.

승합차 B Van B

제작 : 지정색 페인트컬러 도장 또는 시트 부착





아크릴 10T 스카시 부착

디자인재단 1층 로비 사인물B

901,904,907회의실
Conference Room

903 서울디자인재단 (경영팀,기획홍보팀,감사역)
Seoul Design Foundation

905 경영단장실
Director - General

906 대표이사실
CEO

902 자료보관실
Data Archive

401~405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수다공방)
Korean Advanced Sewing Skills Academy

203 방재실
System Control Room

204 휴게실
Lounge

103 관리사무실
Management Office

102 서버실
Server  RM

한양도성박물관
Seoul City Wall Museum

한양도성박물관
Seoul City Wall Museum

한양도성박물관
Seoul City Wall Museum

202 학습실
Learning Room

201 도성정보센터
Seoul City Wall Archives

101 기획전시실
Special Exhibition Hall

상설전시실
Permanant Exhibition Hall

안내
Information

(서울디자인위크총감독실, 공예디자인팀, 홍보팀, 감사팀)801 서울디자인재단
Seoul Design Foundation

802 소회의실
Meeting Room

803 여직원 휴게실
Lady Staff Lounge

601 소회의실605~606,608
Meeting Room

한양도성연구소607
Seoul City Wall Reserach Center

자재보관실
Equipment Storage

602~604사회적기업창업실
Social Enterprise Incubation Center

(시민디자인연구팀)701~705 서울디자인재단
Seoul Design Foundation

706 연구소장실
Research Center

707 소회의실
Meeting Room

501 자료보관실
Data Archive

502~506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
Seoul Biennale on Architecture and Urbanism Division

507 촬영스튜디오
Studio & Control Room

508 발표장
Presentation Room

509 인터뷰실
Interview Room

510 소회의실
Meeting Room

700mm

1044mm

x

350mm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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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사인은 건물 내 시설들의 위치를 안내하며, 서울디자인재단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주된 요소이다. 

신뢰감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재단의 로고마크를 안내사인의 상단에 위치하여 제작하였다. 현장 상황에 배경색이 그레이나

K20 이하일 경우 가시성을 고려하여 재단 로고 영역 안쪽에 화이트 아크릴을 부착하여 가시성을 높이도록 한다.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업체가 현장 실사 후 건물의 위치와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하며 사인의 크기는 현장 

상황에 맞게 본 항의 예시를 토대로 실측 조정한 후 제작하여 설치한다. 

종합안내사인 Information Sign

Size :  600 X 1080 mm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통합개선 사업

제안서 제출

일  시

장  소

주  관

연락처

2016. 11. 12 - 11. 19   00:00 - 00:00

8F 000호 회의실

담당부서

010.0000.0000

서울디자인재단 시민디자인연구단

회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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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포맷은 건물 내 위치를 안내하며, 서울디자인재단을 찾은 외부인들에게 서울디자인재단의 이미지를 표시하는 매체이다.

안내판 포맷 A는 가장 기본적인 타입으로 로고와 컬러만으로 심플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판형은 A4, A3 두 가지 타입 모두 가능하며 글줄의 상황에 맞게 서체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안내판 포맷 A Information Format A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통합개선 사업

제안서 제출

일  시

장  소

주  관

연락처

2016. 11. 12 - 11. 19   00:00 - 00:00

8F 000호 회의실

담당부서

010.0000.0000

서울디자인재단 시민디자인연구단

회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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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포맷은 건물 내 위치를 안내하며, 서울디자인재단을 찾은 외부인들에게 서울디자인재단의 이미지를 표시하는 매체이다.

안내판 포맷 B는 서울디자인재단의 템플릿 A를 사용하여 열린 공간, 소통의 공간이라는 컨셉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판형은 A4, A3 두 가지 타입 모두 가능하며 글줄의 상황에 맞게 서체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안내판 포맷 B Information Format B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통합개선 사업

제안서 제출

일  시

장  소

주  관

연락처

2016. 11. 12 - 11. 19   00:00 - 00:00

8F 000호 회의실

담당부서

010.0000.0000

Information

서울디자인재단 시민디자인연구단

회의장소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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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포맷은 건물 내 위치를 안내하며, 서울디자인재단을 찾은 외부인들에게 서울디자인재단의 이미지를 표시하는 매체이다.

안내판 포맷 C는 서울디자인재단의 템플릿 B를 사용하여 열린 공간, 소통의 공간이라는 컨셉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전체 안내정보의 양이 많거나 강조할 때 사용하도록 한다.

판형은 A4, A3 두 가지 타입 모두 가능하며 글줄의 상황에 맞게 서체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안내판 포맷 C Information Format C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통합개선 사업

제안서 제출

일  시

장  소

주  관

연락처

2016. 11. 12 - 11. 19   00:00 - 00:00

8F 000호 회의실

담당부서

010.0000.0000

서울디자인재단 

시민디자인연구단

회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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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포맷은 건물 내 위치를 안내하며, 서울디자인재단을 찾은 외부인들에게 서울디자인재단의 이미지를 표시하는 매체이다.

안내판 포맷 D는 서울디자인재단의 한글패턴을 사용하여 재단의 공식적인 행사안내에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한글패턴 01, 02, 03번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패턴 영역은 정보의 양이 많을 경우 축소할 수 있다.

판형은 A4, A3 두 가지 타입 모두 가능하며 글줄의 상황에 맞게 서체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안내판 포맷 D Information Format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