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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CI 사용 가이드라인

1. 협회CI 소개

 1) 협회CI의 의미

  (1) 기본개념

   - 국가를 대표하는 공공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태극문   

 양을, 상하수도를 선진화하며 화합과 융화 무한한 발전성을    

 나타내기 위해 역동적 상승형의 타원형을 기본으로 함

  (2) 세부개념

   - 기본을 이루는 상․하 대칭적인 이미지는 상․하수도 물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 으며 상수와 하수는 모두 소중한 수자원이고 원천적으로

는 깨끗한 물 그 자체임을 표현하기 위해 컬러는 하얀색을 적용

    - 협회의 이니셜 KWWA는 이 모두를 받치고 있는 형상으로 협  

 회의 설립 목적인 수질 보전과 상하수도 부문의 선진화,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제일 목표로 삼아 이를 수행함을 의미

   (3) 컬러개념

    - 협회이미지를 컬러로 표현한 것으로 청색을 사용하 으며 청색은  

 맑고 깨끗함, 변하지 않는 무한함, 희망, 역동 등을 나타내는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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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벌마크

   ○ 특정대상의 특징을 상징화하여 단순화시킨 그래픽 마크

- 심벌마크는 협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핵심요소이므로, 사용시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로고타입

  ○ 로고타입은 협회의 공식적인 명칭을 표시하기 위해 디자인된 문자 

[국문 이니셜]

[ 문 이니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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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그니처

  ○ 시그니처는 심볼과 로고타입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조합시킨

     협회의 정식표기

    - 시그니처는 적용매체에 따라 적절한 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좌우조합형]

  

① 심벌+국문이니셜 ② 심벌+국문이니셜+ 문협회명

③ 심벌+ 문이니셜 ④ 심벌+ 문이니셜+ 문협회명

⑤ 심벌+한문이니셜 ⑥ 심벌+한문이니셜+ 문협회명

  [상하조합형]

  

① 심벌+ 문이니셜

② 심벌+국문이니셜 ③ 심벌+국문이니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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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회CI 컬러시스템

 (1) 컬러 

   - 흰색 바탕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흑백

   - 흑백매체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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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경색상 규정

  - 시그니춰 컬러 재현시 흰색배경이 이상적이나, 배경색이 명도

    50% 이하 에서만 사용가능

-Black 배경 적용시 White로 사용가능 -명도 50%이하의 배경 적용시 Full color, White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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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회CI 공간시스템

2. 협회CI의 잘못된 사용 예

 1) 가로․세로 비율의 변형

    
[1-1] 가로 비율이 큰 형태 [1-2] 세로 비율이 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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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형/조합형 외 비규격 CI사용

 

   

3) 색상규정 이외의 색상 사용

   

   

4) 비규격 조합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