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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ymbol_Primary

심볼은 네오스마트펜 브랜드의 모든 영역에 핵심이 되며,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매뉴얼 지침에 따르는 디자인 전개방식은 독자적인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준다.
 

기존 개발 완료된 Brand Identity에서 추가로 심볼을 개발하였으며 가이드라인에서 활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형사용을 금하며,

모든 제작물 사용시 다음의 그리드를 참고하여 제작한다.

BASIC version 1. BASIC version 2.



NEW Symbol_Design Motif

나무, 펜, 앱 이 세가지 조합을 형상화하여 네오스마트펜을 단순화하여 표현하였다.

노트의 시작

나무
필기의 시작

펜
서비스의 시작 

앱



Symbol _Basic color

심볼의 기본 컬러는 N 다크 그레이를 사용하며, 팬턴컬러 사용 불가시 K85로 대체사용한다.

Symbol 기본 컬러규정

PANTONE 7540C
C0 M0 Y0 K85
R75 G79 B84

4B4F54

N Dark
Gray

심볼 최소사이즈 사용 규정

* 심볼의 높이가 8mm 미만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

8.8mm

(25pixel)



Symbol _Sub color

심볼의 서브 컬러는 에매럴드 블루를 사용한다. 심볼 단독으로 사용시에만 사용가능하며 BI 와 조합시는 컬러사용을 제한한다.

서브컬러는 풀컬러 형태로 사용 가능하며 임의 컬러변경과 컬러조합은 사용을 금한다. 

Symbol 서브 컬러규정

PANTONE 319C
C65 M0 Y22 K0
R45 G204 B211

2DCCD3

Emerald



Symbol _Sub color Symbol 서브 컬러규정

PANTONE 429C
C4 M0 Y0 K38

R162 G170 B173
A2AAAD

Light
Gray



Symbol & BI Combination_Basic Symbol, BI 좌우 조합규정

뉴 심볼과 B I의 기본 조합이며 임의로 사이즈, 비율, 공간의 변형을 금한다.

* 심볼의 높이가 8mm 미만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

8.8mm

(25pixel)

심볼, BI 기본조합 최소사이즈 사용 규정



Symbol & BI Combination_Basic Symbol, BI 좌우 조합규정

뉴 심볼과 B I의 기본 조합이며 임의로 사이즈, 비율, 공간의 변형을 금한다.



Symbol & BI Combination_Basic Symbol, BI 상하 조합규정



Symbol & BI Combination_Gray

전용색상은 PANTONE Color의 규정색상을 준수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적용 매체의 특수한 환경에 의해 

단색 표현이나 Negative표현을 사용 해야할 경우 아래 예시한 규정에 의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흑백규정

0% 100%90%80%70%60%50%40%30%20%10%

Black 85



Corporate Color_Incorrect Usage

심볼&BI 조합 사용시 다음과 같이 왜곡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적용한다.

NEO SMARTPEN

색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임의로 효과를 줄 수 없다. 전용서체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비례를 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

기울여 사용 할 수 없다. 서브컬러(에메랄드컬러)를 풀컬러로 사용할 수 없다. 회전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림자 처리를 할 수 없다.

복잡한 이미지에 겹쳐 사용 할 수 없다. 식별성이 떨어지는 복잡한 패턴위에 적용할 수 없다. 테두리를 적용할 수 없다. 주목성, 식별성이 떨어지는 배경에 사용할 수 없다.

Symbol, BI 잘못된 활용



Neo smartpen use mark

네오스마트펜(BtoB/BtoBtoB/BtoBtoC) 관련 모든 제품,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삽입.

브랜드 표기 가이드에 근거해 솔루션 파트너사의 제작물에 이 문구를 필히 삽입한다.



Typeface_전용서체

한글 전용서체는 윤고딕 300Family를 사용하며, 전용서체는 타이틀, 헤드라인, 본문등에 사용한다.

영문 전용서체는 Helvetica Neue LT Std Family를 사용하며 굵기는 전체적인 흐름에 맞추어 사용한다. 해당 문자사용이 어려울시 B I원본 일러스트 혹은 jpg이미지 파일을 사용한다.
 

영문전용 서체와 한글전용 서체는 네오스마트펜의 이미지를 일관성있게 보여주려 채택한 서체이나 

홍보물제작이나 마케팅 목적에 의한 서체변경안은 해당 사업부에 일임하며 시인성과 디자인 컨셉상의 조언이 필요할 경우 디자인센터 시각디자인팀과 협의한다.

영문&국문 전용서체

Helvetica Neue LT Std Family

25 Ultra Light

35 Thin

45 Right

55 Roman

65 Medium

75 Bold

ABCDEFGHIJKLMN
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
stuvwxyz 0123456789

Neo smartpen N2

Neo smartpen N2

Neo smartpen N2

Neo smartpen N2

Neo smartpen N2

Neo smartpen N2

윤고딕 300Family

한글전용 서체영문전용 서체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0123456789

윤고딕 310

윤고딕 320

윤고딕 330

윤고딕 340

윤고딕 350

윤고딕 360

네오스마트펜 N2

네오스마트펜 N2

네오스마트펜 N2

네오스마트펜 N2

네오스마트펜 N2

네오스마트펜 N2



본 가이드에 대한 문의사항 및 규정 외 활용에 대해서는

Graphic Design Team으로 연락 바랍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