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Korea Grand Sale Key Visual Guideline

Introduction
본 가이드라인은 2019 Korea Grand Sale의 키 비주얼 사용법 및 전개 방식을 제시한
관리지침서입니다.

가이드라인 내 수록된 사용 지침은 2019 Korea Grand Sale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능성 및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잘 지켜나가고 관리하는 것은 2019 Korea Grand Sale의 브랜드 이미지를
분명히 하고 고객에게 긍정적 인식을 지속해서 심어가며,
더 나아가 비즈니스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다음 각 세부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01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방문위원회에 저작권이 속한 디자인 관리 규정집으로

외부에 유출되거나 무단으로 복제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제작 발주를 하는 경우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대여하고 작업 완료와 동시에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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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내용은 새롭게 도입된 2019 Korea Grand Sale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각 항목의 적용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

변형해서는 안됩니다. 시대적 요구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나, 미 수록된 항목에 대한 추가 개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방문위원회 내
03

본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타입별 디자인은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방문위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빈(xiubin@vkc.or.kr / 02-6272-7311)

IDENTITY

담당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Attributes
2019 Korea Grand Sale

매년 다른 테마와 콘셉트를 가지고 진행되는 연례 페스티벌은

대내·외 소통에 있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인식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한국을
체험하다
다양성

이 가이드라인은 다른 유사 축제/행사는 물론 기존 Korea Grand Sale과도 차별되는
2019 Korea Grand Sale만의 특성을 부각하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관성 있게 브랜드를 표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와 감성적 혜택을 강조하였습니다.
Main Theme : 한국을 체험하다

2019 Korea Grand Sale은 쇼핑에 집중되었던 기존 행사를 기반으로
한국 여행/관광을 이끄는 쇼핑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적인 여행 트렌드와 한국 여행 형태 분석을 통해 새로운 핵심 가치를 수립하였습니다.

역동성

쇼핑 뿐 아니라 한국이 가진 다양한 매력을 알리고
지역 곳곳에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문화를 전하고

한국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될 능동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한국 체험이
바로 2019 Korea Grand Sale의 새로운 지향점입니다.

쇼핑을 넘어 다양한 매력을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한국 여행을
Korea Grand Sale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달할 것입니다.

IDENTITY

능동성

이러한 메인 테마를 바탕으로 디자인된 키 비주얼은

Color System
색상은 키 비주얼과 더불어 이미지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2019 Korea Grand Sale의 핵심가치와
감성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색상과 보조 색상으로 구분되며, 규정 외의 색상 사용은

이미지를 왜곡시키거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약화시키므로
사용 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색상
RGB color

R:240 G:56 B:108

Main color

Pantone color

EF376B

IDENTITY

공식 명칭
공식명칭(영어/English)

Korea Grand Sale

공식명칭(일본어/日本語)

コリアグランドセール

공식명칭(중문번체/中文)

韓國購物季

공식명칭(독일어/Deutsch)

공식명칭(중문간체/汉语)

韩国购物季

Großer Verkauf von Korea

공식명칭(러시아어/Русский)

Грандиозная Распродажа в Корее

공식명칭(스페인어/el español)

공식명칭(프랑스어/le français)

Grands soldes de la Corée

2019 Korea Grand Sale의 공식명칭은

대한민국 쇼핑문화관광축제를 칭하는 유일한 브랜드이자
행사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담고 있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당 가이드라인에는 Korea Grand Sale의 8개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공식명칭을 담고 있습니다.
공식명칭 사용 시는 당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단어 및 문장 구성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의적인 단어 누락 및 추가, 띄어쓰기 등 변용 일체를 금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명칭 이외 언어로의 임의 번역을 금하며,
해당 언어권 외 국가 대상으로 사용할 시는

영어 공식명칭 사용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지정서체

2019 Korea Grand Sale의 공식명칭은 Noto Sans 서체 외에
타 서체 활용을 금합니다.
Noto Sans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1234567890

IDENTITY

Gran Venta de Corea

공식 명칭

Symbol design
스노우볼(Snowball) : 간직하고 싶은 한국 겨울 여행의 다양한 매력
2019 Korea Grand Sale의 심볼은

한국 여행의 다양한 매력을 표현한 스노우볼로

한국 겨울 여행을 대표하는 Korea Grand Sale의
아이덴티티와 특성, 의의를 상징합니다.
스노우볼은 겨울을 상징함과 동시에

기억에 남고 간직하고 싶은 행사의 매력을 뜻하며,
스노우볼 속에 펼쳐지는 풍경은

Korea Grand Sale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과 즐거움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심볼 디자인은 반드시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오브제의 배치, 구성, 색상의 변용을 금합니다.
또한 심볼 디자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율을 바꾼 경우

내부 구성을 바꾼 경우

각도를 틀은 경우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임의로 정비례를 깨뜨리거나

IDENTITY

각도를 기울이는 것을 금합니다.

Catchphrase(Grid)
로고타입_가로형

Travel, Taste, Touch : 한국을 여행하고, 맛보고, 느끼다
2019 Korea Grand Sale의 캐치프레이즈는

행사의 메인 테마 ‘한국을 체험하다’의 핵심적인 세 가지
로고타입_세로형

로고타입_계단형

여행, 식도락, 쇼핑을 대표 단어 3개로 간결하게 표현하였으며,

두운인 “T”를 통일하여 한국을 찾은 여행객들의 각인효과를 유도하고
여행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캐치프레이즈는 반드시 가이드라인에 제공된 조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임의적으로 비례를 깨뜨리거나

각도를 기울이는 것을 금합니다.

비율을 바꾼 경우

지정서체

2019 Korea Grand Sale의 캐치프레이즈는 Noto Sans 서체 외에
타 서체 활용을 금합니다.
Noto Sans

abcdefghijklmnopqrstuvwxyz
1234567890

IDENTITY

각도를 틀은 경우

ABCDEFGHIJKLMNOPQRSTUVWXYZ

Catchphrase(Grid)
Main Color + Reverse

Travel, Taste, Touch : 한국을 여행하고, 맛보고, 느끼다
2019 Korea Grand Sale의 캐치프레이즈는

행사의 메인 테마 ‘한국을 체험하다’의 핵심적인 세 가지

여행, 식도락, 쇼핑을 대표 단어 3개로 간결하게 표현하였으며,

두운인 “T”를 통일하여 한국을 찾은 여행객들의 각인효과를 유도하고
여행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캐치프레이즈는 반드시 가이드라인에 제공된 조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임의적으로 비례를 깨뜨리거나

각도를 기울이는 것을 금합니다.

Mono Color(Black, Gray)

지정서체

2019 Korea Grand Sale의 캐치프레이즈는 Noto Sans 서체 외에
타 서체 활용을 금합니다.
Noto Sans

ABCDEFGHIJKLMNOPQRSTUVWXYZ
1234567890
Color Type

2019 Korea Grand Sale의 캐치프레이즈는 단색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공된 컬러조합 외 새로운 컬러 사용을 금합니다.

IDENTITY

abcdefghijklmnopqrstuvwxyz

메인 키 비주얼
키 비주얼
2019 Korea Grand Sale 키 비주얼은 로고와 심볼 이미지의 비율에 맞춰 배열되었으며,
배경에 광원 효과를 적용해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여 표현하였습니다.
키 비주얼은 반드시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오브제의 배치, 구성, 색상 변경, 제공된 시안에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는 등의 변용 일체를 금합니다.
또한 키 비주얼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임의로 정비레를 깨뜨리거나 각도를 기울이는 것을 금합니다.

Color Type

2019 Korea Grand Sale의 키비주얼은 반드시 제공된 조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공된 컬러조합 외 새로운 컬러 사용을 금합니다.

IDENTITY

A3 size_420mm x 594mm

포스터 디자인
2019 Korea Grand Sale 포스터는 로고와 심볼 이미지의 비율에 맞춰 배열되었으며,

배경에 광원 효과를 적용해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여 표현하였습니다.
포스터는 반드시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오브제의 배치, 구성, 색상 변경, 제공된 시안에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는 등의 변용 일체를 금합니다.

다만, 비율을 맞춘 상태에서 A3 이외의 사이즈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임의로 정비례를 깨뜨리거나 각도를 기울이는 것을 금합니다.

Color Type

포스터는 반드시 제공된 조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공된 컬러조합 외 새로운 컬러 사용을 금합니다.

IDENTITY

A3 size_420mm x 594mm

CUSTOMIZE_포스터
포스터는 각 기업에서 필요한 경우, 가이드를 준수하여
수정 금지 영역

자유롭게 디자인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사 디자인이 없는 경우 가이드에 제공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정된 영역에서 벗어난 영역은 변경을 금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배너 내 오브제의 비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각도를 기울이는 것, 제공된 시안에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는 등 변용을 금합니다.
텍스트 및 로고 삽입 영역
- 여백 침범 금지

수정 금지 영역

단, 자사 작성 영역에는 자사 로고 및 텍스트 삽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율을 맞춘 상태에서 다양한 사이즈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지정 서체

Noto Sans 외에 타 서체 활용을 금합니다.

수정 금지 영역

수정 금지 영역

컬러 조합은 반드시 제공된 조합을 사용해야 하며

제공된 컬러조합 외 조합 및 새로운 컬러 사용을 금합니다.

IDENTITY

텍스트 및 로고 삽입 영역
- 여백 침범 금지

Color Type

X banner size_600mm x 1,800mm

X-배너 디자인
2019 Korea Grand Sale X-배너는 로고와 심볼 이미지의 비율에 맞춰 배열되었습니다.
X- 배너는 반드시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오브제의 배치, 구성, 색상 변경, 제공된 시안에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는 등의 변용 일체를 금합니다.

다만, 비율을 맞춘 상태에서 사이즈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임의로 정비례를 깨뜨리거나 각도를 기울이는 것을 금합니다.

Color Type

X-배너는 반드시 제공된 컬러 조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공된 컬러조합 외 새로운 컬러 사용을 금합니다.

IDENTITY

X banner size_600mm x 1,800mm

CUSTOMIZE_X-배너
수정 금지 영역

수정 금지 영역

X-배너는 각 기업에서 필요한 경우, 가이드를 준수하여
자유롭게 디자인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사 디자인이 없는 경우 가이드에 제공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정된 영역에서 벗어난 영역은 변경을 금합니다.
자사 작성 영역
-여백 침범 금지

자사 작성 영역
-여백 침범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배너 내 오브제의 비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각도를 기울이는 것, 제공된 시안에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는 등 변용을 금합니다.
단, 자사 작성 영역에는 자사 로고 및 텍스트 삽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율을 맞춘 상태에서 다양한 사이즈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수정 금지 영역

수정 금지 영역

지정 서체

Noto Sans 외에 타 서체 활용을 금합니다.
Color Type

제공된 컬러조합 외 조합 및 새로운 컬러 사용을 금합니다.

IDENTITY

컬러 조합은 반드시 제공된 조합을 사용해야 하며

BIG banner size_3,000mm x 500mm

현수막 디자인
2019 Korea Grand Sale 현수막는 로고와 심볼 이미지의 비율에 맞춰 배열되었습니다.
현수막은 반드시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오브제의 배치, 구성, 색상 변경, 제공된 시안에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는 등의 변용 일체를 금합니다.

다만, 비율을 맞춘 상태에서 사이즈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임의로 정비례를 깨뜨리거나 각도를 기울이는 것을 금합니다.

Color Type

현수막은 반드시 제공된 컬러조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공된 컬러조합 외 새로운 컬러 사용을 금합니다.

IDENTITY

BIG banner size_3,000mm x 500mm

CUSTOMIZE_현수막
현수막은 각 기업에서 필요한 경우, 가이드를 준수하여
수정 금지 영역

자사 작성 영역 (여백 침범 금지)

수정 금지 영역

자유롭게 디자인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사 디자인이 없는 경우 가이드에 제공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정된 영역에서 벗어난 영역은 변경을 금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배너 내 오브제의 비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각도를 기울이는 것, 제공된 시안에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는 등 변용을 금합니다.
단, 자사 작성 영역에는 자사 로고 및 텍스트 삽입이 가능합니다.
수정 금지 영역

자사 작성 영역 (여백 침범 금지)

수정 금지 영역

또한 비율을 맞춘 상태에서 다양한 사이즈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지정 서체

Noto Sans 외에 타 서체 활용을 금합니다.
Color Type
자사 작성 영역 (여백 침범 금지)

수정 금지 영역

제공된 컬러조합 외 조합 및 새로운 컬러 사용을 금합니다.

IDENTITY

수정 금지 영역

컬러 조합은 반드시 제공된 조합을 사용해야 하며

가로형 예시

웹 배너 디자인
웹 배너는 각 기업에서 필요한 경우, 가이드를 준수하여
자유롭게 디자인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사 디자인이 없는 경우 가이드에 제공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정된 영역에서 벗어난 영역은 변경을 금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배너 내 오브제의 비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각도를 기울이는 것, 제공된 시안에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는 등 변용을 금합니다.
다만, 비율을 맞춘 상태에서 다양한 사이즈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배리에이션이 다양한 웹배너 특성 상 게재 전 별도의 협의가 필요 합니다.

사각형 예시

Color Type

웹 배너는 반드시 제공된 컬러조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공된 컬러조합 외 새로운 컬러 사용을 금합니다.

IDENTITY

Street lamp banner size_600mm x 1800mm

가로등 배너 디자인
2019 Korea Grand Sale 가로등 배너는

로고와 심볼 이미지의 비율, 가로등 형태에 맞춰 배열되었습니다.
가로등 배너는 반드시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오브제의 배치, 구성, 색상 변경, 제공된 시안에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는 등의 변용 일체를 금합니다.

다만, 비율을 맞춘 상태에서 사이즈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임의로 정비레를 깨뜨리거나 각도를 기울이는 것을 금합니다.

Color Type

가로등 배너는 반드시 제공된 컬러조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공된 컬러조합 외 새로운 컬러 사용을 금합니다.

IDENTITY

QR code size_150mm x 150mm (Minimum)

QR코드 디자인
2019 Korea Grand Sale QR코드는 키 비주얼에 맞춰 변형되었으며,
코리아그랜드세일 어권별 홈페이지로 연동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테두리_ 박스형

QR코드는 반드시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문 QR코드

영문 QR코드

일문 QR코드

내부 오브제의 배치, 구성, 색상 변경, 제공된 시안에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는 등의 변용 일체를 금합니다.

다만, 비율을 맞춤 상태에서 사이즈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임의로 정비례를 깨뜨리거나 각도를 기울이는 것을 금합니다.

중문간체 QR코드

중문번체 QR코드

Color Type

QR코드는 반드신 제공된 컬러조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공된 컬러조합 외 새로운 컬러 사용을 금합니다.

IDENTITY

테두리_포장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