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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 (SYMBOL)
심볼은 아이클론 브랜드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체일뿐만 아니라 Design Identity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로

지정된 이미지와 컬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GRAPHIC MOTIVE
사람의 눈과 카메라 렌즈를 모티브로 형상화 한 이미지로써, 눈을 마음의 창으로 표현하여 모두의 마음이

연결되는 곳에 아이클론 제품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냈으며, 이는 곧 아이클론이 추구하는

IoT서비스를 상징 한다.

COLOR MOTIVE
기업의 C.I의 컬러를 브랜드에 적용하여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확보 하였으며 블랙과 오렌지 컬러의 사용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로고 및 그리드 (LOGO TYPE & GRID SYSTEM)
아이클론의 로고는 브랜드 이미지를 대표하는상징체일뿐만 아니라 Design Identity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로써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본 매뉴얼에. 수록된 이미지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대형크기 또는 컴퓨터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항에 제시된 그리드에 준하여 정확히 사용하여야 한다.



전용색상 (MAIN COLOR SYSTEM)
전용색상은 아이클론 브랜드 이미지의 고유한 색상으로 각각의 요소에 적용되며,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이클론 브랜드의 전용색상은 주색(MAIN COLOR)과 보조색(SUB COLOR)으로 구분되며, 시각적 이미지 통일을 위해

정확한 색상관리가 필요하다. 전용색상은 별색을 원칙으로 하나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으로 할 수 있다.

즉, 인쇄방법, 잉크의 용도, 지질 등을 검토하여 매뉴얼이 정한 표준색상을 유지해야 하며, 특수한 재질에서의 

색상 재현에 있어서도 최적의 색상을 유지해야 한다.



컬러시스템 (APPLICATION COLORS SYSTEM)
시그니처 색상표현은 백색 바탕에 사용하는 기본형을 원칙으로 하나, 장식적인 효과를 표현하기 위하여 금색, 은색의

색상표현이 가능하다. 기타 색상표현은 경우에 따라 아래의 예시와 같이 여러가지 바탕에 응용,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시그니처는 어떠한 배경에도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아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배경색의 경우는 명도,

채도, 색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색상을 적용 시키고 특수한 상황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관련부서와 협의 후

사용토록 한다.

시그니처 조합 (APPLICATION COLORS SYSTEM)
시그니처 조합은 심볼과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이며 기본적인 표식은 심볼이고 로고타입은

B.I를 명확하게 해주는 요소이다. 적용매체에 따라서 적용공간 레이아웃을 고려하여 제시된 시그니처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적용매체의 환경에 맞추어 심볼과 로고타입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사용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본 매뉴얼에

수록된 원고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