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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Color

본 가이드라인은 Contents Lab. Blue의 BI를 제시한 것입니다. 
브랜드 정체성 확립과 협업, 입점, 컨텐츠 제작 시 브랜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 내용을 숙지하시고 준수해 일관된 메세지와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BI이므로 무단 도용하거나 복제해서는 안됩니다. 
이 가이드 북에 수록되지 않은 기타 매체에 대한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규격에 맞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내용이나 BI 전반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graphic-sommar@gmail.com으로 문의주세요.

*가이드라인 제작 후 추가, 수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01 identity

Contents Lab. Blue의 로고 사용법을 설멍하기 위한 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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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고_logo
2 시그니처_signature
3 워드마크_wordmark
4 심볼_symbol
5 사용 금지 규정

가로형 세로형

1 로고_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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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Lab. Blue의 시그니처 로고 입니다. 
특정 제약이 있는 매체나 상황이 아니라면 이 형태를 유지해주세요.
심볼과 워드마크 두 타입이 혼합된 로고를 기본 로고 타입으로 사용합니다.
정해진 형태 외의 변형을 지양합니다.
다른 요소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명확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소 여백 clear Sapce를 지켜 사용합니다.

clear space

알파벳 W를 기준으로 로고와 워드마크 사이의 여백을 확보 및 유지합니다.
심볼과 워드마크의 그룹을 해제하지 않고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사용합니다.

*전체 로고의 1/4 영역을 기준으로 최소 여백을 확보합니다.

clea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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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그니처_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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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Lab. Blue의 심볼 로고 입니다. 
정해진 형태 외의 변형을 지양합니다.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다른 요소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명확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소 여백 clear space를 지켜 사용합니다.

Contents Lab. Blue의 워드마크 입니다.
정해진 형태의 변형을 지양합니다.
다른 요소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명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소 여백 clear space을 지켜 사용합니다. 

크기는 사용 환경 및 조합에 따라 조절하여 사용하며,
위의 시안 외의 임의로 단어를 줄바꿈 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젠타 컬러의 실선은 시각보정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워드마크 오브젝트 그룹을 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체 로고의 1/4 영역을 기준으로 최소 여백을 확보합니다.

*전체 로고의 1/4 영역을 기준으로 최소 여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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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볼_Symbol 4 워드마크_wordmark

clea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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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금지 규정은 BI를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최대한 가이드를 준수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디테일을 제거하거나 주요 색상을 변경

로고, 워드마크의 주요 색상과 유사한 색상 위에 사용

비율이나 기울기를 임의로 변경

로고와 워드마크의 순서를 바꿔 사용

아웃라인으로 변형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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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 금지 규정



02 Color

Contents Lab. Blue 브랜드 어셋 가이드를 기준으로 
Lab Blue, Lab Black 색상을 사용합니다.
적용 매체에 따라 화면용(RGB)과 인쇄용(CMYK)을 사용하고 
아이덴티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정 색상 이외의 사용을 지양합니다.

다만 channel yellow (overlay detail) 색상은 일부 디테일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주요 색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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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색상_main color

screen	 R33 G90 B168

	 #215aa8

screen	 R0 G0 B8

	 #040207

print	 C89 M67 Y8 K0

	 PANTONE 293 U 

print	 C100 M79 Y44 K93

	 PANTONE Black 6 CP

Lab Blue Lab Black

주요 색상_main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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