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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은 국대떡볶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위한 구체적 관리 

지침이므로 세부 사항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매뉴얼 지면에 실린 그래픽 요소들은 

참고용이므로 원고의 재생이나 

복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작 시 

반드시 DVD에 수록된 디지털 재생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매뉴얼에 수록된 내용 중 어떤 

부분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의문이나 해석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해 

협의해야 한다.

매뉴얼 관리 기본 매뉴얼에 실린 내용은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은 반드시 관련

담당자의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매뉴얼에서 ‘PANTONE’은 팬톤 사의 

등록상표이자 팬톤 사에서 제시하는 

색상 배합표상 명칭이다. 이 매뉴얼은 

팬톤 별색으로 인쇄하지 않았으므로 

지면에 제시된 색상은 인쇄 색상 

기준으로 쓸 수 없다. 색을 정확히 

재현하려면 반드시 팬톤 사에서 

발행한 공식 색상표를 참고해야 한다.



국대떡볶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기본 로고타입으로 

'국대떡볶이' BOLD서체를 바탕으로 

구성된 로고임으로 임의로 자간을 

조절하거나 구성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기본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간 

제약 등으로 기본형 사용이 어려울 

때에는, 응용형을 사용한다. 

로고타입은 첨부한 디지털 재생 

자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컴퓨터 

제작이 불가능한 매체에서는 다음 

그리드를 참조해 정확히 작도한다.

로고타입 A 인장마크는 '국가대표'임을 상징하는 

심볼로서 지정된 위치 이외에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서의 사용은 

불가하다.



국대떡볶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원형 로고타입으로 

'국대떡볶이' BOLD서체를 바탕으로 

구성된 로고임으로 임의로 자간을 

조절하거나 구성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기본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간 

제약 등으로 기본형 사용이 어려울 

때에는, 응용형을 사용한다. 

로고타입은 첨부한 디지털 재생 

자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컴퓨터 

제작이 불가능한 매체에서는 다음 

그리드를 참조해 정확히 작도한다.

로고타입 B 인장마크는 '국가대표'임을 상징하는 

심볼로서 지정된 위치 이외에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서의 사용은 

불가하다.



국대떡볶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기본 로고타입으로 

'국대떡볶이' BOLD서체를 바탕으로 

구성된 로고임으로 임의로 자간을 

조절하거나 구성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기본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간 

제약 등으로 기본형 사용이 어려울 

때에는, 응용형을 사용한다. 

로고타입은 첨부한 디지털 재생 

자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컴퓨터 

제작이 불가능한 매체에서는 다음 

그리드를 참조해 정확히 작도한다.

로고타입 C 인장마크는 '국가대표'임을 상징하는 

심볼로서 지정된 위치 이외에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서의 사용은 

불가하다.

좌측에 붙을경우

하단에 붙을 경우

우측에 붙을경우

x

x

상단에 붙을경우



좌측에 붙을경우

x

x

x/3
x/6



PANTONE 539C

PANTONE 485C

PANTONE 7401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