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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가이드

본 디자인 가이드는  청년정책 BI 디자인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디자인 의도와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규정한 지침서이자 해설서입니다.

본 디자인 가이드는 기본체계(Basic System)과 응용디자인(Application Desig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체계는 청년정책 BI 디자인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요소로서 형태과 색상, 조합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용 디자인은 청년정책 BI를 적용하는 예시 및 권장사항으로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서식류, 홍보물류, 기념품류,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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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디자인



청년정책 BI 디자인의

개발배경

2020년 청년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년정책의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활발한 정책홍보가 추진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제작된 BI는 청년정책의 지속성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은 브랜딩의 기초자료입니다.

청년정책의

지속성

정책홍보

추진+



청년정책 BI 디자인의

서체와 색상

청년의 꿈을 상징하는 별

청년의 푸르름을 상징하는 색상

간결하고 활력감 있어보이는 붓글씨 서체

Objet Color Font

+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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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조합 규정



기본형 안내

BS 1-01

청년정책 BI는 청년의 꿈을 상징하는 별과 캘리그라피 형태로 쓰여진 ‘청년이 바꾼 오늘, 청년이 만든 내일’ 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한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제공된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며, 본 가이드에 수록된 사용규정을 준수한다.

30mm / 85px 

기본 구성

청년의 꿈을 상징하는 오브제 청년이 바꾼 오늘, 청년이 만든 내일

최소크기 최소크기 이하의 사용을 금지

가로 길이 기준

인쇄매체: 30mm

화면: 8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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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a

Clear Space



색상

BS 1-02

사용색상은 청년의 푸르름 등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오브제, 서체와 함께 청년정책BI 디자인의 핵심요소이다.

적용환경에 따라 인쇄방법, 잉크의 농도, 재질, 매체의 상황 등을 검토하여 본 항이 정한 표준색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CMYK는 인쇄용 / RGB는 디지털용 색상 표기

PANTONE 상용색표

청년 Bluish Violet  

CMYK            C 100   M 95   Y 35

RGB              R 26   G 48   B 109

PANTONE     534C 

청년 Black

CMYK            K 98

RGB             R 38   G 28   B 25

PANTONE     Neutral Black C



기본형 / 배경에 따른 활용

BS 1-03

다른 배경색 위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부 백색으로 변경하여 명시도를 확보한다.

Negative 형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명도 대비 60% 이상, 80% 이하에서는 전체 백색으로 변경한다.



단색형

BS 1-04

청년정책 BI는 기본형을 중심으로 사용하며, 제한적 상황에 한하여 단색형을 사용할 수 있다.

K 0% K 30% K 50% K 70% K 100%

흑백규정

바탕색이 K 30% 이하의 경우, 어두운 로고를 사용(강조 색상값 K 100 / K 80) 바탕색이 K 30% 초과일 경우, 밝은 로고를 사용(강조 색상값 K 0 / K 20)

단색규정

바탕색이 있는 단색 사용시, 바탕색의 80% 별색값을 적용 흰바탕에 단색 사용시, 바탕색의 25% 별색값을 적용 



금지규정

BS 1-05

청년정책 BI는 형태 및 색상을 임의로 바꾸거나 변형할 경우 고유의 이미지가 훼손되므로 형태와 표준 색상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본 항에서 제시한 예시는 잘못 사용한 경우로 이러한 사용을 유의해야 한다.

올바른 적용 잘못된 적용

형태를 변경해서 사용 색상을 다르게 사용 회전해서 사용

형태를 변경 사용 단색형에 백색이 아닌 다른 색상 사용 두껍게 사용

형태를 변경해서 사용 흐림 효과 사용 테두리 사용



정부기관 조합 규정1

BS 2-01

정부기관과 조합 시, 정부기관 기본형 가로Type을 사용하여 조합한다.

정부상징 문양의 반지름(R)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보호공간을 지키고, 세로의 길이가 정부상징 문양의 지름(2R)을 넘어서는 안된다. 

기본형 조합 최소 이하의 간격 사용을 금지 

2R(R=10r) 8r

Clear Space

2R(R=10r) 8r

Clear Space

2R(R=10r) 8r

Clear Space

SI-YTH-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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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조합 규정2

BS 2-02

청년정책 BI를 사용한 공문 발행 시, 슬로건을 공문 상단 중앙에 텍스트 형태로 기입한다.

기본형을 중심으로 하며, 제한적 상황에 한하여 흑백형을 사용할 수 있다.

청년이 바꾼 오늘, 청년이 만든 내일

기본형 사용 흑백형 사용

공문 세부내용

청년이 바꾼 오늘, 청년이 만든 내일

공문 세부내용

SI-YTH-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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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합 규정

BS 2-03

청년정책 BI를 사용한 자자체 보도자료 배포 시, 슬로건을 중복 포함하지 않는다.

기본형을 중심으로 하며, 제한적 상황에 한하여 흑백형을 사용할 수 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기본형 사용 흑백형 사용

보도자료 세부내용 보도자료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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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AS 1-01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옵셋 인쇄하여 제작 사이즈 : 90mm X 50mm

지질 : 반누보 울트라화이트 227g/㎡ 또는 랑데뷰 울트라화이트 210g/㎡

성명 : 고딕류 Bold, 13pt, 자간 200%

소속/직책 : 고딕류 Medium, 7pt

주소 : 고딕류 Medium, 6pt

T/F/M/E : 고딕류 Medium, 6pt, 행간 8.5pt

정보 : 고딕류 Medium, 6pt

전면

성명 : 고딕류 Bold, 12pt, 자간 40%

소속/직책 : 고딕류 Medium, 6pt, 행간 7pt

주소 : 고딕류 Medium, 5.5pt

T/F/M/E : 고딕류 Medium, 6pt, 행간 8.5pt

정보 : 고딕류 Medium, 6pt

후면

홍길동 청년소통과 / 사무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502호

www.2030.go.kr

T. 044-200-0000

M. 010-0000-0000

F. 044-865-0000

E. youngman@korea.go.kr

Hong Gildong
Office for Youth Policy Coordination
Deputy Director

Room #502, 492, Hannuri-daero, Sejong-si, 30103

www.2030.go.kr

T. 044-200-0000

M. 010-0000-0000

F. 044-865-0000

E. youngman@korea.go.kr

5mm

4mm

영어 type

후면 로고 type

SI-YTH-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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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YTH-003
이미지삽입




업무용 소봉투

AS 1-02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옵셋 인쇄하여 제작

부처명은 제공된 기관상징으로 대체하여 제작

사이즈 : 220mm X 103mm

지질 : 백색모조지 120g/㎡

기본형 정부기관 조합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502호

T. 044-200-0000 F. 044-865-0000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502호

T. 044-200-0000 F. 044-865-0000

8mm

6mm

8mm

6mm
www.2030.go.kr

SI-YTH-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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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중봉투

AS 1-03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옵셋 인쇄하여 제작

부처명은 제공된 기관상징으로 대체하여 제작

사이즈 : 260mm X 190mm

지질 : 백색모조지 150g/㎡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502호

www.2030.go.kr

T. 044-200-0000 F. 044-865-0000

9.5mm9.5mm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502호

T. 044-200-0000 F. 044-865-0000

기본형 정부기관 조합

www.2030.go.kr

SI-YTH-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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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대봉투

AS 1-04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옵셋 인쇄하여 제작

부처명은 제공된 기관상징으로 대체하여 제작

사이즈 : 335mm X 245mm

지질 : 백색모조지 150g/㎡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502호

www.2030.go.kr

T. 044-200-0000 F. 044-865-0000

12mm12mm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502호

T. 044-200-0000 F. 044-865-0000

기본형 정부기관 조합

www.2030.go.kr

SI-YTH-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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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가로형)

AS 2-01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례를 유지하여 확대하여 디지털 프린팅하여 제작

상단 혹은 하단에 고정된 상태에서 위치와 색상은 가이드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

부처명은 제공된 기관상징으로 대체하여 제작

사이즈 : 4,000mm X 900mm 기준 (적용 현장에 맞게 확대/축소하여 제작)

재질 : 합성섬유

상황별 콘텐츠에 맞는 서체 사용적용서체

행사 제목 및 문구

행사 제목 및 문구

SI-YTH-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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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세로형)

AS 2-02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례를 유지하여 확대하여 디지털 프린팅하여 제작

상단 혹은 하단에 고정된 상태에서 위치와 색상은 가이드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

부처명은 제공된 기관상징으로 대체하여 제작

사이즈 : 600mm X 1,800mm 기준 (적용 현장에 맞게 확대/축소하여 제작)

재질 : 합성섬유

상황별 콘텐츠에 맞는 서체 사용적용서체

행사 제목 및 문구

행사 제목 및 문구

SI-YTH-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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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대형)

AS 2-03

상황별 콘텐츠에 맞는 서체 사용적용서체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례를 유지하여 확대하여 디지털 프린팅하여 제작

상단 혹은 하단에 고정된 상태에서 위치와 색상은 가이드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

부처명은 제공된 기관상징으로 대체하여 제작

사이즈 : 15,000mm X 15,000mm 기준 (적용 현장에 맞게 확대/축소하여 제작)

재질 : 합성섬유

행사 제목 및 문구

행사 제목 및 문구

SI-YTH-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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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티

AS 3-01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례를 유지하여 확대하여 디지털 프린팅하여 제작

상품 색상에 따라 가이드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BI 색상 변경 가능 

부처명 삽입 필요 시, 제공된 기관상징으로 대체

재질 : 면 소재

청년정책 BI : 좌측 가슴 상단에 고정

정부부처명(필요시) : 왼팔 하단에 고정 

전면

청년정책 BI(필요시) : 좌측 하단에 고정

후면

SI-YTH-003





반팔티

AS 3-02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례를 유지하여 확대하여 디지털 프린팅하여 제작

상품 색상에 따라 가이드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BI 색상 변경 가능 

부처명 삽입 필요 시, 제공된 기관상징으로 대체

재질 : 면 소재

청년정책 BI : 왼쪽 가슴 상단에 고정

정부부처명(필요시) : 왼팔 하단에 고정 

전면

청년정책 BI(필요시) : 좌측 하단에 고정

후면

SI-YTH-003





메모장

AS 3-03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례를 유지하여 확대하여 디지털 프린팅하여 제작

부처명 삽입 필요 시, 제공된 기관상징으로 대체

사이즈 : 70mm X 70mm 기준 (제작물에 맞게 확대/축소하여 제작)

재질 : 백색모조지 60g/㎡

4mm 4mm

기본형 정부기관 조합

SI-YTH-003





쇼핑백

AS 3-04

사이즈 : 사용 목적에 맞게 조정하여 제작하되

             종이의 경제적 사이즈를 고려하여 제작

재질 : 백색아트지 200g/㎡ 이상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례를 유지하여 확대하여 디지털 프린팅하여 제작

상품 색상에 따라 가이드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BI 색상 변경 가능 

부처명 삽입 필요 시, 제공된 기관상징으로 대체

청년정책 BI : 좌측 상단에 고정

정보 : BI 하단 좌측정렬로 고정   

기본형

청년정책 BI : 정중앙에 고정

정부부처명 : 하단 중앙에 고정

정보: 우측 상단에 고정 

정부기관 조합

www.2030.go.kr

www.2030.go.kr

SI-YTH-003





카드뉴스 표지(가로형)

AS 4-01

온라인(웹사이트, 모바일 등)에서는 적용환경에 따라 BI를 기본형에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치와 색상은 가이드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콘텐츠에 맞게 사용한다.

부처명은 제공된 기관상징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상황별 콘텐츠에 맞는 서체 사용적용서체

콘텐츠 내용

콘텐츠 내용

 정부기관 조합 type청년정책  위원회 조합 type

SI-YTH-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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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표지(세로형) / 단일이미지

AS 4-02

온라인(웹사이트, 모바일 등)에서는 적용환경에 따라 BI를 기본형에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치와 색상은 가이드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콘텐츠에 맞게 사용한다.

부처명은 제공된 기관상징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상황별 콘텐츠에 맞는 서체 사용적용서체

콘텐츠 내용

콘텐츠 내용

정부기관 조합 type

SI-YTH-003



SI-YTH-003
이미지삽입




카드뉴스 표지 / 단일이미지 (정방향형)

AS 4-03

온라인(웹사이트, 모바일 등)에서는 적용환경에 따라 BI를 기본형에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치와 색상은 가이드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콘텐츠에 맞게 사용한다.

부처명은 제공된 기관상징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상황별 콘텐츠에 맞는 서체 사용적용서체

콘텐츠 내용

콘텐츠 내용

정부기관 조합 type

SI-YTH-003



SI-YTH-003
이미지삽입




온라인 배너

AS 4-04

온라인(웹사이트, 모바일 등)에서는 적용환경에 따라 BI를 기본형에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치와 색상은 가이드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콘텐츠에 맞게 사용한다.

부처명은 제공된 기관상징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상황별 콘텐츠에 맞는 서체 사용

예시

적용서체

콘텐츠 내용

SI-YTH-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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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AS 4-05

영상에서는 적용환경에 따라 BI를 기본형에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치와 색상은 가이드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콘텐츠에 맞게 사용한다.

기본형 적용 예시 단색형 적용 예시

최종화면 기본형 적용 예시

최종화면 단색형 적용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