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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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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공적인 성격과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떠올린 
심볼이 각종 계약과 선언 등에 쓰이는 도장이다. “민주주의”의 초성인 “ᄆᄌᄌᄋ”를 기본 도형들로 
단순화하여 도장 형태로 조합하여 제작되었다. 끝이 둥근 사각형 내부에 배치된 기본 도형으로 
만들어진 한글 초성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비례, 자간, 행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10mm

최소사용규정

IS. 01 _ 심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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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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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의 형태로 심볼을 함께 네모진 부리의 한글을 활용한 명칭 로고타입과 함께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본 기본형 시그니처는 대부분의 적용물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시그니처이다. 
심볼과 로고타입 간의 간격이나 비례 및 크기 관계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적용시 다른 
요소들이 그리드 공간 구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침범해서는 안된다.

IS. 02 _ 기본형 시그니처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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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System

16mm

최소사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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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m

4mm
최소사용규정 최소사용규정

IS. 03 _ 세로형 시그니처
_

심볼이 가진 도장의 의미를 더욱 직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세로형 시그니처를 활용하기도 한다. 
심볼이 세로로 내려쓰기한 한글 로고타입의 하단부에 겹치면서 비대칭적으로 좌측으로 쏠리게 
배치된다. 심볼과 로고타입 간의 간격이나 비례 및 크기 관계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적용시 
다른 요소들이 그리드 공간 구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침범해서는 안된다.

세로형 1 세로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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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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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m

최소사용규정

IS. 04 _ 기타 시그니처
_

시그니쳐는 워드마크와 약장, 그리고 로고타입의 조합을 말한다. 
적용매체의 상황에 따라 공간, 레이아웃 등을 고려하려 적절한 시그니쳐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사용시 형태와 색상, 비례나 간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10mm

최소사용규정

기타 세로형

기타 가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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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System

IS. 05 _ 로고타입
_

국문의 로고타입은 심볼마크와 이룰 수 있는 서체로 선정되었다. 
글자의 꼴, 굵기, 비례, 자간, 행간 등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1줄 가로형

1줄 가로형

1줄 세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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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06 _ 색상규정: 메인컬러
_

TEAL
Pantone 3262 U

C79 M0 Y40 K0
# 00B7B0

DARK GRAY
Pantone 419 U 

C71 M63 Y63 K16
# 585955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메인컬러는 ‘Teal’ 색상이다. 청록색은 이성을 상징하는 푸른 색에 따뜻함을 
상징하는 황색 계열이 섞어 만든 색으로 민주주의의 이성적임에 시민들이 모여 더 따뜻한 서울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다. 로고타입의 색상은 중립을 의미하는 짙은 회색인 ‘Dark Gray’
가 적용되었다. 색상은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색상 
값을 정확하게 준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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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System

IS. 07_ 색상규정: 흑백
_

K50
# 939598

K80
# 58595B

컬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흑백의 시그니처를 사용하며, 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흑색의 
값을 정확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흑색의 농도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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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08_ 색상규정: 대체컬러
_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고유의 색을 부여하거나 위원회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활동에 
유연하게 색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밝고 경쾌한 느낌의 컬러 팔레트 제안한다. 
전체적인 아이덴티티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워드마크”만 색이 변경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명칭 로고타입은 다크그레이 컬러를 유지한다.

TEAL
Pantone 3262 U
C79 M0 Y40 K0
# 00B7B0

RED
Pantone 192 U
C10 M88 Y53 K0
# E54360

메인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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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System

CANARY YELLOW
Pantone 123 U
C0 M46 Y93 K0
# FF9E18

PURPLE
Pantone 2602 U
C55 M86 Y8 K0
# 8F4899

BLUE
Pantone Process Blue U
C100 M41 Y12 K0
# 0082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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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09_ 사용권장사항
_

바탕색이 Teal인 경우에 서울
민주주의위원회는 백색으로 대
치한다.

‘색상규정: 대체컬러’에서 
제안하는 컬러의 바탕색에는 
백색의 시그니처를 사용한다.

바탕색이 Dark Gray인 
경우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은 
백색으로 대치한다.

바탕색이 밝은 사진일 
경우에는 Dark Gray, 혹은 
검정의 모노톤 시그니처를 
사용한다.

바탕색이 그레이 및 블랙과 
같은 무채색인 경우에는 
시그니처를 백색으로 
표현한다.

바탕색이 어두운 사진일 
경우에는 시그니처를 백색이나 
밝은 그레이의 모노톤으로 
표현한다.

흰 배경에 대표 색상 적용을 
우선시 한다.

‘색상규정: 대체컬러’에서 
제안하는 컬러의 워드마크를 
시그니처에 적용할 수도 있다.  

시그니쳐의 사용시 배경의 색을 항상 고려하여 사용한다. 
임의로 로고타입 서체를 바꾸거나 색상을 지정 컬러 팔렛에 없는 색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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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System

IS. 10_ 사용금지사항
_

규정에 없는 시그니처를 
주체의 허락 없이 만들어 
적용할 수 없다.

‘색상규정: 대체컬러’에서 
제안하는 컬러의 바탕색에는 
백색이 아닌 다른 컬러가 
적용된 시그니처를 적용할 수 
없다.

워드마크에 규정에 없는 
컬러를 적용하거나 색을 
바꾸어 적용할 수 없다.

시그니처에 임의로 윤곽선을 
추가하여 적용해서는 안된다.

로고타입의 컬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바탕색이 어두운 사진에 Dark 
Gray 모노톤 시그니처를 
적용할 수 없다.

로고타입의 부분 혹은 전체를 
다른 서체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색상규정: 대체컬러’에서 
제안하는 컬러가 적용된 
컬러가 아닌 컬러를 배경에 
사용할 수 없다.

시그니쳐의 사용시 배경의 색을 항상 고려하여 사용한다. 
임의로 로고타입 서체를 바꾸거나 색상을 지정 컬러 팔렛에 없는 색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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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01 _ 명함
_

사이즈: 세로형 - 50×90mm, 가로형 - 90×50mm  |  100% View
사용 서체: 성명 - 한글, Noto sans CJK KR, Bold, 10pt, 자간 50%, Teal 컬러
  영문, Noto sans CJK KR, Bold, 10pt, 자간 10%, Teal 컬러
 직책 - 한글, Noto sans CJK KR, Bold, 7pt, 자간 0%, Dark Gray 컬러
  영문, Noto sans CJK KR, Bold, 7pt, 자간 -10%, Dark Gray 컬러
 정보이니셜 - 영문, Noto sans CJK KR, Bold, 7pt, Teal 컬러
 정보 - Noto sans CJK KR, Regular, 7pt, 자간 5%, Dark Gray 컬러

가로형 - 앞면

가로형 - 뒷면

세로형 - 앞면

세로형 -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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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System

AS. 02 _ 레터헤드
_

사이즈: 210×297mm  |  70% View 
사용 서체:  정보이니셜 - 영문, Noto sans CJK KR, Bold, 7pt, Teal 컬러
  정보 - Noto sans CJK KR, Regular, 7pt, 자간 5%, Dark Gray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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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03 _ 소봉투
_

1:1 Size

소봉투 인쇄면 
사이즈: 220×115mm  |  70% View
사용 서체: 정보이니셜 -    영문, Noto sans CJK KR, Bold, 8pt, Teal 컬러
 정보 -     Noto sans CJK KR, Medium, 8pt, 자간 5%, Dark Gray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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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System

AS. 04 _ 대봉투
_

1:1 Size

대봉투 인쇄면 
사이즈: 330×245mm  |  45% View
사용 서체: 정보이니셜 -    영문, Noto sans CJK KR, Bold, 12pt, Teal 컬러
 정보 -     Noto sans CJK KR, Medium, 12pt, 자간 5%, Dark Gray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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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05 _ 메모패드
_

메모패드 시뮬레이션

접착제본, 표지 바인딩 부분은 접착이 들어가지 않아
내지를 한 장씩 뜯어서 쓸 수 있는 형태

매직칼라 우유색, 에메랄드색, 청록색이 
번갈아가며 랜덤하게 조합/구성된 내지

로고 인쇄와 엠보싱 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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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System

메모패드 커버 인쇄형 

사이즈: 100×100mm  |  85% View
커버인쇄방식: 별색 2도 인쇄 - Teal, Dark Gray 컬러 
후가공: 표지 로고 엠보싱 형압, 접착제본 
표지종이: 문켄 폴라 러프 300g
내지: 매직칼라 120g - 우유색, 청록색, 에메랄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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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06 _ 쇼핑백: 세로형
_

사이즈: 230×280×100mm  |  26% View
인쇄방식: 4도 단면 오프셋 인쇄  
종이: 화이트크래프트 150g
손잡이: 25mm 청록색 골지 리본 



29
-

Application System

AS. 07 _ 쇼핑백: 가로형
_

사이즈: 330×280×100mm  |  30% View
인쇄방식: 4도 단면 오프셋 인쇄  
종이: 화이트크래프트 150g
손잡이: 25mm 청록색 골지 리본 



30
-

AS. 08 _ 에코백
_

340mm

280mm

에코백 폭 
80mm

3m
m

30mm

35mm

예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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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System

예시이미지

AS. 09 _ 마이보틀
_

로고 높이 
2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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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10 _ 멀티펜
_

4mm

사이즈: 길이 약 150mm  |  100% View
인쇄방식: 2도 실크스크린 인쇄 (Dark Gray 컬러를 흑/백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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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System

AS. 11 _ 프레젠테이션 양식
_

사이즈: 350×210mm  |  40% View
프레젠테이션 표지 서체: 타이틀 - Noto sans CJK KR, Bold, 37pt, 행간 53pt, White 컬러
   정보 -  Noto sans CJK KR, Bold, 19pt, 행간 27pt,  White 컬러

프레젠테이션 내지 서체: 타이틀 - Noto sans CJK KR, Bold, 30pt, 행간 30pt, Teal컬러
                               정보 -  Noto sans CJK KR, Regular, 15pt, 행간 30pt,  Dark Gray 컬러

프레젠테이션 표지

프레젠테이션 내지

시민제안
시민토론은 시민제안이 일정 시민(5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시민으로 구성된 의제선정단의 검토, 기획, 숙의, 선정 단계를 거친 뒤 공론장이 개최됩니다.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시민토론은 의제 필요에 따라

시민들과 직접 만나 논의하는 ‘열린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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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 앞 커버 - 뒤

사이즈: B5 - 176×250mm  |  35% View
인쇄방식: 4도 양면 오프셋 인쇄 
제본방식: 32p 이하는 중철 제본, 32p 이상은 접착 제본
표지종이: 문켄 폴라 러프 300g
내지종이: 문켄 폴라 러프 170g

서체: Noto sans CJK KR Family 
앞커버: 제목 - Black, 크기 28pt, 행간 41pt, Teal 컬러
 소제목 - 크기 20pt, 행간 41pt, Dark Gray 컬러
뒤커버:  제목 - Bold, 크기 8pt, 행간 13pt, Teal 컬러
 정보 - Regular, 크기 8pt, 행간 13pt, Dark Gray 컬러 
내지: 제목 - Bold, 크기 30pt, 행간 32pt, Teal 컬러
 정보 - Regular, 크기 9pt, 행간 16pt, Dark Gray 컬러

AS. 12 _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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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System

내지

‘시민제안'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 서울”에서 제안하는 것 외에도, 
다른 시민들의 제안을 읽고 공감을 하거나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적으며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들의 제안을 
발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시민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 제안 할 수 있는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과 시민들이 있는 서울 곳곳에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생각과 제안을 듣는 ‘찾아가는 시민제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제안

01.“
”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일상의 제안, 일상의 토론, 일상의 정책을 
만드는 시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시민토론은 시민제안이 일정 시민(5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시민으로 구성된 의제선정단의 검토, 기획, 숙의, 선정 단계를 거친 뒤 
공론장이 개최됩니다.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시민토론은 의제 필요에 따라
시민들과 직접 만나 논의하는 ‘열린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 갑니다.

02.

제안 올리기

제목과 간단한 설명만 적으면 
끝입니다. 일상에 생각을 

올려보세요.

찬반 투표하기

제안에 대한 나의 의사를 
찬성과 반대, 중립으로 

표현해보세요. 

공감하고 이야기 나누기

마음이 움직이는 제안에는 
공감을 누르고, 댓글로 대화에 

참여해보세요.

시민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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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13 _ 포스터+리플렛
_

사이즈: A2 - 420×594mm  |  20% View
인쇄방식: 4도 양면 오프셋 인쇄
종이: 모조지 100g 

서체: Noto sans CJK KR, Bold
리플렛: 제목 - Bold, 크기 61pt, 행간 80pt, Teal 컬러
                정보 - Medium, 크기 11pt, 행간 19pt, Dark Gray 

앞면 - 포스터 뒷면 - 리플렛

예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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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14 _ 웹배너
_

웹배너 1 - LeaderBoard Size

웹배너 2 - LeaderBoard Size

사이즈: 970×90px  |  50% View
웹배너 1 서체: 타이틀 - Noto sans CJK KR, Bold, 27pt, White 컬러
                            정보 -  Noto sans CJK KR, Medium, 16pt, White 컬러

웹배너 2 서체: 타이틀 - Noto sans CJK KR, Bold, 23pt, Dark Gray 컬러
                            정보 -  Noto sans CJK KR, Medium, 12pt, Dark Gray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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