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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01

SYMBOL MARK

중앙의 ㅈ을 이용한 책상과 펼쳐진 

책의 형상은 전북대학교 심볼의

전통적 요소를 계승한다.

영문 UNIVERSITY의 U자 세개를 

겹쳐 놓은 형상은 교훈인 

자유, 정의, 창조를 상징한다.

형태, 색상의 변경 및 예시된 조합 

이외의 사용은 불가하다.

심벌은 전북대학교의 대표적인 시각 상징요소이다. 

따라서 전북대학교의 이미지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본 지침서의 항목별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제작물 개발 시 

아이덴티티의 왜곡, 변형 및 오남용 등에 따른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로고 적용에 따른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심볼마크 기본형

심볼마크 기본형
그라데이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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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타입은 심벌과 조합된 
시그니처의 사용을 우선시한다. 
적용 환경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왜곡, 변형 및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명시된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국문 로고 타입

영문 로고 타입

한문 로고 타입

B_002

LOG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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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렘은
로고 타입과 심볼마크 조합의 한가지 
방법이며 많은 경우에서 심볼마크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진다.

따라서 전북대학교의 이미지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본 지침서의 

항목별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제작물 개발 시 아이덴티티의 왜곡, 변형 및 

오남용 등에 따른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로고 적용에 따른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영문 로고 타입이 적용되어진 것을
기본형으로 하며 국문과 국영문 적용은
예시를 따른다.

B_003

EMBLEM

C100 M80
Y20

C40 M100
Y40

엠블렘 기본형

엠블렘 국문형

아웃라인 사용을 위한 예시

최소사용규정

엠블렘 국영문 혼합형

엠블럼의 판독성을 위해 최소 10mm 이하의 사용을 금지한다.

부득이하게 10mm이하로 사용해야 할 경우 

엠블럼이 아닌 심볼을 사용한다 .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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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렘의 보조색을
적용하여 활용 할수 있도록 
칼라 적용의 변화에 
대한 예시를 둔다.

왜곡, 변형 및 오남용 등에 따른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로고 적용에 따른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B_004

EMBLEM
COLOR VARIATION

K100

K70

C40 M100
Y40

C40 M100
Y40 K40

C100 M80
K20

C100 M60

C100 M15

C100 M80
C100 M80
K20

C100 M60

회색 음영 적용

그라데이션 적용

청색 그라데이션 적용
은박 적용 금박 적용



8

엠블렘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배경에 엠블렘을 칼라 적용된 상태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위한 테두리 예시를 둔다.

테두리의 두께는 엠블렘 직경의 103% 로 한다.

B_005

EMBLEM
WITH WHITE BORDER

엠블렘 기본 형
테두리 예시

엠블렘 국문형 테두리 예시 엠블렘 국영문 혼합형 테두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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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06

SIGNATURE

전북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조합은 심벌과 로고타입의 
시각요소를 고려해 가장 조화로운 
조형과 비례를 고려해서 만든 형태이다. 
상징과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며 
가장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시각물이다.

적용 환경에 따라 지침서에 제시된 
시그니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왜곡, 변형 및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명시된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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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06_1

SIGNATURE

1212.3

3.
3

1212.3

3.
3

전북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조합은 심벌과 로고타입의 
시각요소를 고려해 가장 조화로운 
조형과 비례를 고려해서 만든 형태이다. 
상징과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며 
가장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시각물이다.

적용 환경에 따라 지침서에 제시된 
시그니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왜곡, 변형 및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명시된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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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07

SIGNATURE

전북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조합은 심벌과 로고타입의 
시각요소를 고려해 가장 조화로운 
조형과 비례를 고려해서 만든 형태이다. 
상징과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며 
가장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시각물이다.

적용 환경에 따라 지침서에 제시된 
시그니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왜곡, 변형 및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명시된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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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08

SIGNATURE

전북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조합은 심벌과 로고타입의 
시각요소를 고려해 가장 조화로운 
조형과 비례를 고려해서 만든 형태이다. 
상징과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며 
가장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시각물이다.

적용 환경에 따라 지침서에 제시된 
시그니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왜곡, 변형 및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명시된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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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09

SIGNATURE

전북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조합은 엠블럼과 로고타입의 
시각요소를 고려해 가장 조화로운 
조형과 비례를 고려해서 만든 형태이다. 
상징과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며 
가장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시각물이다.

적용 환경에 따라 지침서에 제시된 
시그니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왜곡, 변형 및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명시된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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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09_1

SIGNATURE

전북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조합은 엠블럼과 로고타입의 
시각요소를 고려해 가장 조화로운 
조형과 비례를 고려해서 만든 형태이다. 
상징과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며 
가장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시각물이다.

적용 환경에 따라 지침서에 제시된 
시그니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왜곡, 변형 및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명시된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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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10

SIGNATURE

전북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조합은 엠블럼과 로고타입의 
시각요소를 고려해 가장 조화로운 
조형과 비례를 고려해서 만든 형태이다. 
상징과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며 
가장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시각물이다.

적용 환경에 따라 지침서에 제시된 
시그니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왜곡, 변형 및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명시된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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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11

SIGNATURE

전북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조합은 엠블럼과 로고타입의 
시각요소를 고려해 가장 조화로운 
조형과 비례를 고려해서 만든 형태이다. 
상징과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며 
가장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시각물이다.

적용 환경에 따라 지침서에 제시된 
시그니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왜곡, 변형 및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명시된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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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12

DESIGNATED FONTS 1

특성화캠퍼스

고창캠퍼스

0.7

전북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조합은 심볼과 로고타입의 
시각요소를 고려해 가장 조화로운 
조형과 비례를 고려해서 만든 형태이다. 
상징과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며 
가장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시각물이다.

적용 환경에 따라 지침서에 제시된 
시그니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왜곡, 변형 및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명시된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캠퍼스명은 윤고딕 340,

로고타입과 동일한 컬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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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13

DESIGNATED FONTS 2

특성화캠퍼스

고창캠퍼스

특성화캠퍼스
Specialized Campus

고창캠퍼스
Gochang Campus

0.7

전북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조합은 심볼과 로고타입의 
시각요소를 고려해 가장 조화로운 
조형과 비례를 고려해서 만든 형태이다. 
상징과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며 
가장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시각물이다.

적용 환경에 따라 지침서에 제시된 
시그니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왜곡, 변형 및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명시된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캠퍼스명은 윤고딕 340,

로고타입과 동일한 컬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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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14

DESIGNATED FONTS 3

특성화캠퍼스

고창캠퍼스

0.7

전북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조합은 심볼과 로고타입의 
시각요소를 고려해 가장 조화로운 
조형과 비례를 고려해서 만든 형태이다. 
상징과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며 
가장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시각물이다.

적용 환경에 따라 지침서에 제시된 
시그니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왜곡, 변형 및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명시된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캠퍼스명은 윤고딕 340,

로고타입과 동일한 컬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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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15

DESIGNATED FONTS 4
0.7

특성화캠퍼스

고창캠퍼스

특성화캠퍼스
Specialized Campus

고창캠퍼스
Gochang Campus

전북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조합은 심볼과 로고타입의 
시각요소를 고려해 가장 조화로운 
조형과 비례를 고려해서 만든 형태이다. 
상징과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며 
가장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시각물이다.

적용 환경에 따라 지침서에 제시된 
시그니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왜곡, 변형 및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명시된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캠퍼스명은 윤고딕 340,

로고타입과 동일한 컬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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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16

DESIGNATED FONTS 5
0.7

Specialized 
Campus

Gochang 
Campus

Specialized 
Campus

Gochang 
Campus

전북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조합은 심볼과 로고타입의 
시각요소를 고려해 가장 조화로운 
조형과 비례를 고려해서 만든 형태이다. 
상징과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며 
가장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시각물이다.

적용 환경에 따라 지침서에 제시된 
시그니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왜곡, 변형 및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명시된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캠퍼스명은 윤고딕 340,

로고타입과 동일한 컬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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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17

DESIGNATED FONTS 6

인문대학

Public Relations
홍보실

College of Humanities
인문대학

홍보실

0.7 0.7

전북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조합은 심볼과 로고타입의 
시각요소를 고려해 가장 조화로운 
조형과 비례를 고려해서 만든 형태이다. 
상징과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며 
가장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시각물이다.

적용 환경에 따라 지침서에 제시된 
시그니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왜곡, 변형 및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명시된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명은 윤고딕 330,

색상은 Pantone Coated Cool Gray 10C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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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18

DESIGNATED FONTS 7
0.7 0.7

홍보실

Public Relations
홍보실

인문대학

College of Humanities
인문대학

전북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조합은 심볼과 로고타입의 
시각요소를 고려해 가장 조화로운 
조형과 비례를 고려해서 만든 형태이다. 
상징과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며 
가장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시각물이다.

적용 환경에 따라 지침서에 제시된 
시그니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왜곡, 변형 및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명시된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명은 윤고딕 330,

색상은 Pantone Coated Cool Gray 10C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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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19

DESIGNATED FONTS 8

홍보실

3
1.2

0.5
0.5

Public Relations
홍보실

3
1.8

0.5
0.5

전북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조합은 심볼과 로고타입의 
시각요소를 고려해 가장 조화로운 
조형과 비례를 고려해서 만든 형태이다. 
상징과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며 
가장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시각물이다.

적용 환경에 따라 지침서에 제시된 
시그니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왜곡, 변형 및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명시된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명은 윤고딕 330,

색상은 Pantone Coated Cool Gray 10C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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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20

DESIGNATED FONTS 9

홍보실

2.85
1.2

0.5
0.5

Public Relations
홍보실

2.85
1.8

0.5
0.5

전북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조합은 심볼과 로고타입의 
시각요소를 고려해 가장 조화로운 
조형과 비례를 고려해서 만든 형태이다. 
상징과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며 
가장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시각물이다.

적용 환경에 따라 지침서에 제시된 
시그니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왜곡, 변형 및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명시된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명은 윤고딕 330,

색상은 Pantone Coated Cool Gray 10C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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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21

TYPEFACE

가나다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윤고딕 300 

윤고딕 310 

윤고딕 320 

윤고딕 330 

윤고딕 340 

윤고딕 350 

윤고딕 360 

전북대학교의 일관된 아이덴티티 표현을 위해 
지침서에 제시된 지정서체를 매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지성서체 이외에 부득이하게 다른 서체를 사용 
할 경우 대학본부의 UI관리 부서의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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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22

TYPEFACE

전북대학교의 일관된 아이덴티티 표현을 위해 
지침서에 제시된 지정서체를 매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지성서체 이외에 부득이하게 다른 서체를 사용 
할 경우 대학본부의 UI관리 부서의  
지침에 따른다.

Aa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Gotham Thin

Gotham Light

Gotham Book

Gotham Medium

Gotham Bold

Gotham Black

Gotham Ultra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Go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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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는 여러 그래픽 요소 중 
가장 먼저 인식되는 시각요소이다. 
따라서 정확한 색상이 구현되도록 
지침서의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인쇄 시 별색인쇄를 원칙으로 하나, 
적용 매체의 특성에 따라 CMYK 
4원색 분판 인쇄도 가능하다.

색상의 표현에 있어 인쇄 방법, 농도, 
지질에 따라 색상 구현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확한 
색상표현을 위해 지침서에서 제시한 
기준 색상을 참고해서 진행해야 한다.

B_023

COLOR SYSTEM

Main Color

Sub Color A

Sub Color B

JB BLUE Medium

C100 M60
PANTONE P 106-8C

JB BLUE Light

C100 M15
PANTONE P 115-16C

JB BLUE Dark

C100 M80 Y00 K20
PANTONE P 107-16C

JB BLUE Regular

C100 M85
PANTONE P 104-16C

JB RED Medium

C40 M100 Y40
PANTONE P 81-8C

JB RED Light

M60 K20
PANTONE P 82-12C

JB RED Dark

C40 M100 Y40 K40
PANTONE P 82-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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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0 M15

C50

C100 M15

C100 M60

C40 M100 Y40

C40 M100 Y40 K40

C100 M8 Y00 K20

C100 M60

전북대학교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색상 그라데이션을 지정 한다.
4색 옵셋 인쇄를 기본으로 하며
별색의 인쇄는 관리 부서의 지침에 따른다.

B_024

COLOR SYSTEM
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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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고분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금제 관식의
형상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전북대학교 전용 문양이다.
심볼마크, 엠블렘, 로고타입과 조화를 이루어 사용한다.

B_025

PATTERN 1

패턴 사용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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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인류와 응용물에서 사용 되어질  패턴이다.

UNIVERSITY의 U자 세개를 겹쳐 놓은 형상은 

교훈인 자유, 정의, 창조를 상징한다.

이 심볼마크의 일부분을 모티브로하여 개발하였다.

B_026

PATTER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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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토그램은
사물, 시설 등을 상징화된
그림문자로 나타내 불특정
대학 방문객들이 빠르고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든 상징문자
특수한 경우에의 적용에는
UI관리 부서의 지침을 따른다.

B_027

PICTOGRAM

INFORMATION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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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CORRIDOR 

SIGN

DIRECTION SIGN

INFORMATION 

SIGN

ID CARD

VEHICLE

PEN

MUG

BUSINESS CARD

LETTERHEADS

ENVELOPE

FOLDER

TESTIMONIAL / CERTIFICATE

CERTIFICATION COVER

CARRIER BAG

STADIUM JACKET

OFFICIAL FLA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dentity Guidelines

APPL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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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01

BUSINESS CARD 1

색상 

인쇄 : 옵셋인쇄

컬러 :  지정컬러 별색인쇄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서 4원색 분판 인쇄도 가능하다.

용지 : 랑데뷰 내추럴화이트 240g/㎡

규격 : 90x50mm

PANTONE P 104-16C

PANTONE P 82-16C

 슬로건 적용(생략가능)

 전통문양(생략가능)

 직함의 내용이 많을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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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02

LETTERHEADS 

색상 

인쇄 : 옵셋인쇄

컬러 :  지정컬러 별색인쇄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서 4원색 분판 인쇄도 가능하다.

용지 : 미색 모조지 120g/㎡

규격 : 210x297mm(A4)

PANTONE P 104-16C

PANTONE P 82-16C

13mm 15mm

15mm

20mm

13mm 13mm

13mm 13mm19mm 20mm

65mm 65mm

47mm 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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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03

ENVELOPE_KR

색상 

심볼마크와 엠블렘을 적용한
봉투의 디자인 예시이다.
부서, 단과대학, 학과의 표시는
예시를 응용하여 따른다.

서체는 고딕 계열을 사용한다.

특수한 사이즈의 봉투를 제작할  경우는
UI 관리 부서의 지침을 따른다.

PANTONE P 104-16C

PANTONE P 82-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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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04

ENVELOPE_EN

색상 

심볼마크와 엠블렘을 적용한
봉투의 디자인 예시이다.
부서, 단과대학, 학과의 표시는
예시를 응용하여 따른다.

서체는 고딕 계열을 사용한다.

특수한 사이즈의 봉투를 제작할  경우는
UI 관리 부서의 지침을 따른다.

PANTONE P 104-16C

PANTONE P 82-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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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05

ENVELOPE_BIG_KR

색상 

심볼마크와 엠블렘을 적용한
봉투의 디자인 예시이다.
부서, 단과대학, 학과의 표시는
예시를 응용하여 따른다.

서체는 고딕 계열을 사용한다.

특수한 사이즈의 봉투를 제작할  경우는
UI 관리 부서의 지침을 따른다.

PANTONE P 104-16C

PANTONE P 82-16C

16mm

1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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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06

ENVELOPE_BIG_EN

색상 

심볼마크와 엠블렘을 적용한
봉투의 디자인 예시이다.
부서, 단과대학, 학과의 표시는
예시를 응용하여 따른다.

서체는 고딕 계열을 사용한다.

특수한 사이즈의 봉투를 제작할  경우는
UI 관리 부서의 지침을 따른다.

PANTONE P 104-16C

PANTONE P 82-16C

16mm

1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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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07

FOLDER

색상 

인쇄 : 옵셋인쇄 후 무광 라미네이팅

컬러 :  지정컬러 별색인쇄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서 4원색 분판 인쇄도 가능하다.

용지 : 아트지 300g/㎡

규격 : 220x310mm

PANTONE P 104-16C

PANTONE P 82-16C

220mm



41

A_008

TESTIMONIAL /
CERTIFICATE

인쇄 : 옵셋인쇄 

컬러 :  지정컬러 별색인쇄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서 4원색 분판 인쇄도 가능하다.

용지 : 랑데뷰 내츄럴화이트 240g/㎡

규격 : 210x297mm

학 위 증 서

성명 : 홍 길 동

2000년 12월 10일 생

2020년 2월 13일

전북대학교 총장

전북대학교 예술대학장

공학박사   홍  길  동

미학박사   홍  길  동

교육부 학위등록번호 : 전북대 12(학)3456

위 사람은 이 대학 소정의 전 과정(산업디자인학 전공)을 

이수하고 미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제                         호

금박으로 별도 제작 후 부착하거나

철형 제작 후 압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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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09

CERTIFICATION COVER

학 위 증 서

성명 : 홍 길 동

2000년 12월 10일 생

2020년 2월 13일

전북대학교 총장

전북대학교 예술대학장

공학박사   홍  길  동

미학박사   홍  길  동

교육부 학위등록번호 : 전북대 12(학)3456

위 사람은 이 대학 소정의 전 과정(산업디자인학 전공)을 

이수하고 미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제                         호

색상 

인쇄 : 로고 은박가공 후 경질의 판지에 북커버링

규격 : 225x310mm

PANTONE P 104-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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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10

CARRIER BAG

색상 

인쇄 : 옵셋인쇄 또는 마스터인쇄

PANTONE P 104-16C

PANTONE P 82-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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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11

STADIUM JACKET 1

전면

후면

색상 

제작 : 3D 입체자수, 컴퓨터 자수

PANTONE SOLID COATED 4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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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12

STADIUM JACKET 2

전면

후면

색상 

제작 : 3D 입체자수, 컴퓨터 자수

PANTONE P 104-16C

PANTONE P 82-16C

PANTONE SOLID COATED 4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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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13

OFFICIAL FLAG

색상 

대학의 정기에 대한 두 종류의 예시이다.

하나는
행사시 연단에 올려지는 자수를 이용한 깃발의
가로 세로 각각의 예시이며

다른 하나는
외부의 게양대에 게양 되어지는 나염 또는
프린팅 되에 제작 되어질 깃발이다.

PANTONE P 104-16C

PANTONE P 82-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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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14

OFFICE CORRIDOR
SIGN

색상 

제작 : (포멕스, 알루미늄, 아크릴)지정컬러 UV출력

PANTONE P 104-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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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15

DIRECTION SIGN 1

공과대학 1호관 공과대학 1호관
COLLEGE OF ENGINEERING BUILDING 1 COLLEGE OF ENGINEERING BUILDING 1

상과대학 상과대학
COLLEGE OF COMMERCE COLLEGE OF COMMERCE

언어교육부
FOREIGN LANGUAGE

언어교육부
FOREIGN LANGUAGE

색상 

제작 : (포멕스, 알루미늄, 아크릴)지정컬러 UV출력

PANTONE P 104-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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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16

DIRECTION SIGN 2

주차장
Parking

P전북대학교병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언어교육부
외국어학당

Foreign Language
Education Center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

색상 

제작 : (포멕스, 알루미늄, 아크릴)지정컬러 UV출력

PANTONE P 104-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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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17

INFORMATION SIGN 1

색상 

제작 : (포멕스, 알루미늄, 아크릴)지정컬러 UV출력

PANTONE P 104-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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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18

INFORMATION SIGN 2

3
4

3

색상 

제작 : (포멕스, 알루미늄, 아크릴)지정컬러 UV출력

PANTONE P 104-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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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19

ID CARD

GOOD 
THRU

MONTH / YEA R

03/21

학생증 Student Identity Card

홍길동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A20211234 5

GOOD 
THRU

MONTH / YEA R

03/21

학생증 Student Identity Card

홍길동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A202112345

색상 

인쇄 : 전자, UV평판 인쇄, 인디고 인쇄

컬러 :  지정컬러 별색인쇄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서 4원색 분판 인쇄도 가능하다.

용지 : 경질 PVC

규격 : 85x54mm

PANTONE P 104-16C

PANTONE P 82-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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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20

VEHICLE
OFFICIAL DESIGN_Bus

색상 

제작 : 전용 필름에 실사 출력 후 랩핑

PANTONE P 104-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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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21

VEHICLE
OFFICIAL DESIGN_Truck

색상 

제작 : 전용 필름에 실사 출력 후 랩핑

PANTONE P 104-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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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22

VEHICLE
OFFICIAL DESIGN_Van

색상 

제작 : 전용 필름에 실사 출력 후 랩핑

PANTONE P 104-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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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23

VEHICLE
OFFICIAL DESIGN_Sedan

색상 

제작 : 전용 필름에 실사 출력 후 랩핑

PANTONE P 104-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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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24

PEN

색상 

제작 : 지정컬러 실크 스크린 또는 수축필름 인쇄

PANTONE P 104-16C

PANTONE P 82-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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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025

MUG

색상 

제작 : 지정컬러 전사 및 제작시 도색

PANTONE P 104-16C

PANTONE P 82-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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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SYMBOL 

PROMOTION SIGNATURE 

PROMOTION SHIRT, CAP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dentity Guidelines

PROMOTION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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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001

PROMOTION SYMBOL

대학의 UI 시스템은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에 더해 
역사와 지역전통과 함께 한다는 조건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제약들이 따른다. 
따라서 전통성을 표현하는 보수적 형태와 
색상내에서 전개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보완 하여 확장성을 UI 시스템에 부여하기 위해 
자유로운 형태의 프로모우션 심볼을 개발하여 
대학의 여러 활동과 출판물, 홍보매체에 적용하여 사용한다.

대학의 영문 이니셜은 영문명칭을 간결히 표현하는 
기본적 목적 이외에도 좀 더 자유롭게 대학의 명칭을 
로고화하여 디자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프로모션 심볼은 Formal한 식장이나 장표류 등을 
제외한 모든 매체와 홍보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 기념품류, 배너류, 차량류 등)

학교의 로고 타입 또는 심볼 마크와 같은 
UI 기본요소와는 다르게 융통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타당한 이유와 목적이 발생한다면 수시로 수정하여 
프로모션의 목적에 맞게 사용 할 수 있다. 
단, UI 시스템의 시각적 Identity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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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002

PROMOTION SYMBOL 
SIGNATURE

영문교명병기

국문교명병기

학교의 로고 타입 또는 심볼 마크와 같은 
UI 기본요소와는 다르게 융통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타당한 이유와 목적이 발생한다면 수시로 수정하여 
프로모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단, UI 시스템의 시각적 Identity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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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003

PROMOTION T-SHIRT

학교의 로고 타입 또는 심볼 마크와 같은 
UI 기본요소와는 다르게 융통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타당한 이유와 목적이 발생한다면 수시로 수정하여 
프로모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단, UI 시스템의 시각적 Identity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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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_004

PROMOTION CAP

학교의 로고 타입 또는 심볼 마크와 같은 
UI 기본요소와는 다르게 융통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타당한 이유와 목적이 발생한다면 수시로 수정하여 
프로모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단, UI 시스템의 시각적 Identity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