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S 01

Concept

Color

최소사용규정

10 mm

워드마크는 디케이 주식회사의 조형적 특징 및 상징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이다. 모든 원고의 사용은 매뉴얼 CD의 

컴퓨터 데이터에 의해 정비례로 확대ㆍ축소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워드마크 BASIC  SYSTEM

하나된 DK인의 가치를 향한 노력과 전진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성취해가는 기업의 모습을 과녁과 화살을 모티브로 표현

과녁은 도달하고자 하는 가치와 철학, 중장기적인 목표이며 화살은 창조, 열정, 신념을 갖춘 DK사람들이 하나된 모습임

도달하고자하는 목표를 향해 충분히 준비한 후, 거침없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굳건하고 전진하는 DK를 표현

젊고 건강한 Light Blue = 젊음, 신뢰를 나타내는 DK 기업문화의 컬러로 

새로움, 희망, 성장의 긍정의 이미지를 담았음

가치와 철학,

중장기적인 목표

과녁
DK인들이

하나된 모습

화살

PANTONE 300C
CMYK : C 100%, M 46%
R G B : G 118%,  B 192%

DK Main Blue

CMYK : K 70%
R G B : R 109%, G 110%,  B 113%

DK Gray



워드마크는 디케이 주식회사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관된 이미지를 위해 사용상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임의로 작도하여 디케이 주식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워드마크를 사용 또는 

작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리드 또는 컴퓨터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축소ㆍ확대하여 사용해야 한다.

BS 02
그리드 & 공간규정BASIC  SYSTEM

그리드

공간규정

A (A=10a)

5a

5a 5a

5a 5a

5a

5a



로고타입은 워드마크와 더불어 디케이 주식회사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본요소로 워드마크가 주는 이미지와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으며 각각의 글자꼴 형태에 따라 비례 조정한 것으로 글자의 꼴, 굵기,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BS 03
로고타입BASIC  SYSTEM

국문 로고타입

계열사 로고타입

영문 로고타입

Color

CMYK : K 70%
R G B : R 109%, G 110%,  B 113%

DK Gray



BS 04
시그니춰 - 상하조합BASIC  SYSTEM

국ㆍ영문조합

영문조합

국문조합

시그니춰는 워드마크와 디케이 주식회사 로고타입을 적절한 비례로 조합한 것으로 적용상황에 맞는 조합을 선택 

활용할 수 있으며, 모든 원고의 사용은 매뉴얼 CD의 컴퓨터 데이터에 의해 축소ㆍ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A=10a)

2.5a

8.5a

5a

5a

5a 5a

A (A=10a)

2.5a

4a

5a

5a

5a 5a

A (A=10a)

2.5a

5a

5a

5a

5a 5a

A (A=10a)

2.5a

5.5a

5a

5a

5a 5a



시그니춰는 워드마크와 디케이 주식회사 로고타입을 적절한 비례로 조합한 것으로 적용상황에 맞는 조합을 선택 

활용할 수 있으며, 모든 원고의 사용은 매뉴얼 CD의 컴퓨터 데이터에 의해 축소ㆍ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S 05
시그니춰 - 상하조합(계열사)BASIC  SYSTEM

A (A=10a)

2.5a

5a

5a

5a

5a 5a

5a 5a

A (A=10a)

2.5a

5a

5a

5a

5a 5a

5a 5a

A (A=10a)

2.5a

4a

5a

5a

5a 5a

5a 5a

A (A=10a)

2.5a

4.5a

5a

5a

5a 5a

5a 5a



5a

5a

3.5a

6.5a

5a 5a

5a 4a 5a

5a

5a

3.5a

6.5a

5a 5a

5a 4a 5a

A (A=10a)

5a

5a

5a 5a

5a 4a 5a

5a

5a 4a

A (A=10a)

5a

5a

5a

5a

5a

3.5a

6.5a

5a 5a

5a 4a 5a

시그니춰는 워드마크와 디케이 주식회사 로고타입을 적절한 비례로 조합한 것으로 적용상황에 맞는 조합을 선택 

활용할 수 있으며, 모든 원고의 사용은 매뉴얼 CD의 컴퓨터 데이터에 의해 축소ㆍ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S 06
시그니춰 - 좌우조합BASIC  SYSTEM

국문조합

영문조합

국ㆍ영문조합



시그니춰는 워드마크와 디케이 주식회사 로고타입을 적절한 비례로 조합한 것으로 적용상황에 맞는 조합을 선택 

활용할 수 있으며, 모든 원고의 사용은 매뉴얼 CD의 컴퓨터 데이터에 의해 축소ㆍ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S 07
시그니춰 - 좌우조합(계열사)BAS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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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 주식회사의 색상은 주요색상과 보조색상으로 구분되어있다. 디케이 주식회사의 워드마크는 각종 시각매체에 

적용하여 디케이 주식회사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므로 색상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색상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제작 시,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아이덴티티 관리부서(홍보실)와 

협의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BS 08
전용컬러BASIC  SYSTEM

Main Color

Sub Color

PANTONE 300C
CMYK : C 100%, M 46%
R G B : G 118%,  B 192%

DK
Main Blue

CMYK :  K 70%
R G B : R 109%, G 110%,  B 113%

DK
Gray

DK
Gold

PANTONE 872C

DK
Silver

PANTONE 877C

PANTONE 299C
CMYK : C 85%, M 19%
R G B : G 157%,  B 220%

DK
Light Blue

PANTONE 320C
CMYK : C 100%, Y 31%, K 7%
R G B : G 160%,  B 175%

DK
Greenish Blue

DK
Light Gray

CMYK : K 20%
R G B : R 209%, G 89%,  B 91%

본 매뉴얼의 설명문안 중 PANTONE은 팬톤사의 등록상표이며 팬톤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배합표의 명칭으로, 정확한 색의 재현을 위해 이 색상표를 활용하도록 한다.

PANTONE 300C
CMYK : C 100%, M 46%
R G B : G 118%,  B 192%

DK Main Blue

CMYK : K 70%
R G B : R 109%, G 110%,  B 113%

DK Gray



워드마크는 배경색과의 관계에 있어 명확하게 보여져야하며 아래에 표현된 것과 같이 배경색에 따라 워드마크의 컬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색상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제작 시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아이덴티티 관리부서(홍보실)와 협의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BS 09
색상활용BASIC  SYSTEM

White
Background

Main Color Silver Gold White Black

 Light Blue
Background

Greenish Blue
Background

Light Gray
Background

Dark Gray
Background

Silver
Background

Gold
Background

Black
Background

 Blue
Background



본항은 4원색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한다. 단색 및 검은색 바탕의 활용시에는 흰색으로 사용하며, 검은색 바탕의 순차적인 

명도 변화에 따른 심벌마크는 아래의 예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BS 10
단색활용BASIC  SYSTEM

Positive Version Negative Version

20% 40% 60% 80%

배경색상의 명도가 50%이상일 경우 
Nagative로 표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워드마크의 형태를 임의로 바꿀 경우 본래의 이미지가 손상되므로 반드시 표준 형태를 사용해야 한다. 본 항의 예시는 

색상을 잘못 사용한 경우나 임의로 워드마크를 변경한 경우, 다른 그래픽 요소들이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다. 이러한 

적용은 시각적 인지를 낮추고, 이미지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와 비슷한 어떤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일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했을 경우는 아이덴티티 관리부서에 문의하여 본래의 이미지가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BS 11
사용금지규정BASIC  SYSTEM

워드마크의 비례를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워드마크를 일반 서체로

사용하지 않는다.

워드마크에 기울기를 주어

사용하지 않는다.

지정색 이외의 색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워드마크의 자간을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워드마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그림자 처리하지 않는다.

워드마크에 테두리를 둘러

사용하지 않는다.

워드마크를 복잡한 배경위에

사용하지 않는다.

워드마크를 유사한 색상, 명도, 채도의

바탕에 사용하지 않는다.



국문전용서체는 디케이 주식회사의 고유한 서체로서 각종 사인시스템과 시각전달매체의 큰 제목 등에 주로 사용되며, 

로고타입과 이상적으로 조화되고 연관되어 동일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디자인 되었다. 수록되어 있지 않은 

글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제시된 문자의 구성원리와 동일한 문자를 참고하여 디자인할 수 있다.

BS 12
전용서체 - 국문ABASIC  SYSTEM

기본고딕서체 (본문/헤드라인)

윤고딕110

고객사에게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리드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디케이 주식회사입니다.

윤고딕120

고객사에게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리드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디케이 주식회사입니다.

윤고딕130

고객사에게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리드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디케이 주식회사입니다.

윤고딕140

고객사에게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리드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디케이 주식회사입니다.

윤고딕150

고객사에게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리드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디케이 주식회사입니다.

윤고딕160

고객사에게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리드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디케이 주식회사입니다.



국문전용서체는 디케이 주식회사의 고유한 서체로서 각종 사인시스템과 시각전달매체의 큰 제목 등에 주로 사용되며, 

로고타입과 이상적으로 조화되고 연관되어 동일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디자인 되었다. 수록되어 있지 않은 

글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제시된 문자의 구성원리와 동일한 문자를 참고하여 디자인할 수 있다.

BS 13
전용서체 - 국문BBASIC  SYSTEM

기본명조서체 (본문/헤드라인)

윤명조110

고객사에게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리드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디케이 주식회사입니다.

윤명조120

고객사에게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리드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디케이 주식회사입니다.

윤명조130

고객사에게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리드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디케이 주식회사입니다.

윤명조140

고객사에게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리드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디케이 주식회사입니다.

윤명조150

고객사에게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리드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디케이 주식회사입니다.

윤명조160

고객사에게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리드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디케이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전용서체는 디케이 주식회사의 고유한 서체로서 각종 사인시스템과 시각전달매체의 큰 제목 등에 주로 사용되며, 

로고타입과 이상적으로 조화되고 연관되어 동일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디자인 되었다. 수록되어 있지 않은 

글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제시된 문자의 구성원리와 동일한 문자를 참고하여 디자인할 수 있다.

BS 14
전용서체 - 영문ABASIC  SYSTEM

기본고딕서체 (본문/헤드라인)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 jklmnopqrstuvwxyz
0123456789/?!@#%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 jklmnopqrstuvwxyz
0123456789/?!@#%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 jklmnopqrstuvwxyz
0123456789/?!@#%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DIN Light

DIN Regular

DIN Medium

DIN Bold

DIN Black



영문전용서체는 디케이 주식회사의 고유한 서체로서 각종 사인시스템과 시각전달매체의 큰 제목 등에 주로 사용되며, 

로고타입과 이상적으로 조화되고 연관되어 동일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디자인 되었다. 수록되어 있지 않은 

글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제시된 문자의 구성원리와 동일한 문자를 참고하여 디자인할 수 있다.

BS 15
전용서체 - 영문BBASIC  SYSTEM

기본명조서체 (본문/헤드라인)

Times Roman

Times Bold

Times Italic

Times
Bold Italic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 jklmnopqrstuvwxyz
0123456789/?!@#%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 jk lmnopqrstuvwxyz
0123456789/?!@#%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그래픽모티브는 워드마크 등 공식적인 표시와는 달리 별도로 디자인된 요소이다. 각종 응용매체에 적용되어 디케이 

주식회사의 이미지를 보조하고 적용매체의 품위를 높이며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적용시 

활용되는 아이템에 따라 기능에 맞추어 활용한다.

BS 16
그래픽모티브BASIC  SYSTEM

기본형

활용형

적용예시

B의 길이는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되어지는 곳의 상황에 맞게 비례대로 축소, 확대하여 사용한다.

AB







AS 1 - 01

명함은 임직원이 대외 접촉에서 가장 먼저 주고 받는 매개물로서 첫인상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항에 

제시된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표현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명함APPLICATION  SYSTEM

·규     격 :  89 x 50(mm)

·제작방법 :  수입지 옵셋인쇄(양면 8도)

전면

후면

직  함

이  름

주  소    

연락처

윤고딕120, 7pt

윤명조140, 13.5pt

윤고딕120, 8.8pt

DIN_Regular, 9pt

직  함

이  름

주  소    

연락처

DIN_Regular, 7.5pt

DIN_Medium, 13pt

DIN_Regular, 9pt

DIN_Regular, 9pt

Director ISO9001 / ISO14001 / OHSAS18001Hong, Gil-Dong
洪   吉   童

T +82-62-953-0885    F +82-62-944-6098    M +10-1234-5678  
E gildong@e-dk.co.kr    I    http://www.e-dk.co.kr

360, Pyeongdongsandan-ro, Gwangsan-gu, Gwangju, Korea 62411 

생산팀 / 대  리
Dream Key Player홍  길  동

T 062)953-0885       F 062)944-6098       M 010-1234-5678
E gildong@e-dk.co.kr    I    http://www.e-dk.co.kr

 62411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360

디에떼 공기청정기ㆍ제습기
구입 및 A/S상담 1544-1154



62411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360

T. 062)953-0885     F. 062)944-6098
http://www.e-dk.co.kr

귀하

디에떼 공기청정기ㆍ제습기
구입 및 A/S상담 1544-1154

AS 1 - 02

봉투는 디케이 주식회사 내·외부 모든 관계자들에게 디케이 주식회사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다량 소모품으로 

기능적이면서 경제적이어야 한다. 표시 요소는 제시된 바와 같이 지정된 위치에 배치한다.

소봉투 AAPPLICATION  SYSTEM

Scale 100%

Scale 40%

·규     격 :  220 x 105(mm)

·제작방법 :  옵셋인쇄

62411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360

T. 062)953-0885     F. 062)944-6098
http://www.e-dk.co.kr

디에떼 공기청정기ㆍ제습기
구입 및 A/S상담 1544-1154



62411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360

T. 062)953-0885     F. 062)944-6098
http://www.e-dk.co.kr

귀하

디에떼 공기청정기ㆍ제습기
구입 및 A/S상담 1544-1154

AS 1 - 03

봉투는 디케이 주식회사 내·외부 모든 관계자들에게 디케이 주식회사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다량 소모품으로 

기능적이면서 경제적이어야 한다. 표시 요소는 제시된 바와 같이 지정된 위치에 배치한다.

소봉투 BAPPLICATION  SYSTEM

Scale 100%

·규     격 :  220 x 105(mm)

·제작방법 :  옵셋인쇄

Scale 40%

62411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360

T. 062)953-0885     F. 062)944-6098
http://www.e-dk.co.kr

디에떼 공기청정기ㆍ제습기
구입 및 A/S상담 1544-1154



AS 1 - 04

봉투는 디케이 주식회사 내·외부 모든 관계자들에게 디케이 주식회사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다량 소모품으로 

기능적이면서 경제적이어야 한다. 표시 요소는 제시된 바와 같이 지정된 위치에 배치한다.

대봉투APPLICATION  SYSTEM

·규     격 :  330 x 245(mm)

·제작방법 :  옵셋인쇄

Scale 45%

Scale 25%

62411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360

T. 062)953-0885    F. 062)944-6098
http://www.e-dk.co.kr

귀하

디에떼 공기청정기ㆍ제습기
구입 및 A/S상담 1544-1154

62411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360

T. 062)953-0885    F. 062)944-6098
http://www.e-dk.co.kr

귀하

디에떼 공기청정기ㆍ제습기
구입 및 A/S상담 1544-1154



AS 1 - 05

메모지는 대내외적으로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매체중 하나이다. 표시요소는 제시된 바와 같이 지정된 위치에 

배치한다.

메모지APPLICATION  SYSTEM

62411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360

T. 062)953-0885     F. 062)944-6098
www.e-dk.co.kr

62411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360 / www.e-dk.co.kr
T. 062)953-0885     F. 062)944-6098

·규격 : 80mm X 80mm

·재질 : 백색모조 90~100g/㎡

·인쇄 : 1도 인쇄 

·규격 : 100mm X 140mm

·재질 : 백색모조 90~100g/㎡

·인쇄 : 옵셋인쇄 / 1도인쇄  

메모지 Type A

메모지 Type B



AS 1 - 06

팩스용지는 일반적으로 흑백으로 전송되는 특징을 가진다. 1도 이상의 색상을 쓰는 것이 필요치 않으므로 K 100%와 

K 60%의 색상을 이용한다. 규격은 활용성과 관리의 편리함을 위해 A4사이즈를 이용한다.

팩스용지APPLICATION  SYSTEM

·규격 : 210mm X 297mm(A4)

·색상 : K 100%

Scale 50%

From Fax No. Tel No.

To

Company

Number of pages including this page

Date Time

Fax No. Tel No.

Facimile

62411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360

T. 062)953-0885     F. 062)944-6098
 http://www.e-dk.co.kr



AS 1 - 07

사원증은 디케이 주식회사 직원이 신분확인을 위해 패용하는 것으로 제작시 본 항에 예시한 규정에 준하여 제작 

사용하며 크기 및 재질은 제작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사원증 AAPPLICATION  SYSTEM

·규    격 : 54 x 86(mm)

·인    쇄 : 카드제작용 특수인쇄  

앞면 목걸이줄

뒷면

홍    길    동 생산팀 / 대  리

1. 본 증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사내에서는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랍니다.

3. 분실시 총무팀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준  수  사  항

Hong, Gil Dong

Dream Key Player

000000사번

No. 000000-0000000

62411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360

Tel. 062)953-0885       Fax. 062)944-6098



AS 1 - 08

사원증은 디케이 주식회사 직원이 신분확인을 위해 패용하는 것으로 제작시 본 항에 예시한 규정에 준하여 제작 

사용하며 크기 및 재질은 제작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사원증 BAPPLICATION  SYSTEM

·규    격 : 54 x 86(mm)

·인    쇄 : 카드제작용 특수인쇄  

홍    길    동 
생산팀 / 대 리

Hong, Gil Dong

Dream Key Player 000000사번

1. 본 증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사내에서는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랍니다.

3. 분실시 총무팀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준  수  사  항

No. 000000-0000000

62411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360

Tel. 062)953-0885     Fax. 062)944-6098
www.e-dk.co.kr

앞면

뒷면

목걸이줄



AS 1 - 09

방문증은 디케이 주식회사의 내외부 관계자들이 방문시 사용하는 것으로 제작시 본 항에 예시한 규정에 준하여 제작 

사용하며 크기 및 재질은 제작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방문증APPLICATION  SYSTEM

방  문
(Visitor)

1. 방문시 항상 패용하여야 합니다.

2. 타인의 신분증으로 사용 및 타인에게

  양도는 절대 엄금합니다.

3. 방문후에는 반드시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과 교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유 의 사 항

62411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360

Tel. 062)953-0885     Fax. 062)944-6098
www.e-dk.co.kr

앞면

뒷면

·규    격 : 54 x 86(mm)

·인    쇄 : 카드제작용 특수인쇄  

SECURITY
사진촬영금지



AS 1 - 10

주차증은 디케이 주식회사의 내외부 관계자들이 방문시 사용하는 것으로 제작시 본 항에 예시한 규정에 준하여 제작 

사용하며 크기 및 재질은 제작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주차증APPLICATION  SYSTEM

B type

A type

주 차 증
Parking

주 차 증

Parking
NO.



AS 1 - 11

표지포맷은 대외적으로 디케이 주식회사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매체로 디케이 주식회사의 전체적인 디자인 시스템과 

연계하여 제작함으로써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기본틀을 유지하되 주제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표현 방식과 응용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표지포맷APPLICATION  SYSTEM

보고서 표지
디케이 주식회사

디케이 주식회사

2016. 00. 00

2016. 00. 00

보고서 표지
2016. 00. 00

A

B

디케이 주식회사

보고서 표지

디케이 주식회사

보고서 표지



AS 1 - 12

파워포인트 포맷은 대내외적으로 디케이 주식회사의 보고용 서식으로 사용된다. 제작시 보고의 성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본틀을 유지하되 주제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표현방식과 응용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파워포인트 포맷APPLICATION  SYSTEM

A

B

디케이 주식회사 CI 매뉴얼

DK CI STANDARDS
MANUAL

디케이 주식회사 CI 매뉴얼

DK CI STANDARDS MANUAL

2016.XX.XX

생산팀 / 대리 홍길동

2016. XX. XX

BASIC SYSTEM
1. IDENTIFIER

2. SIGNATURE

3. BASIC ELEMENTS

DK CI STANDARDS MANUAL BASIC SYSTEM

1. IDENTIFIER

목차 내지



AS 1 - 13

광고 포맷은 대외적으로 디케이 주식회사의 이미지는 전달하는 매체로 디케이 주식회사의 전체적인 디자인 시스템과 

연계하여 제작함으로써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기본틀을 유지하되 주제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표현 방식과 응용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광고 포맷APPLICATION  SYSTEM

A

B

www.e-dk.co.kr

www.e-dk.co.kr

고객에게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리드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Value Challenger!

우리는
Dream Keyplayer
DK입니다.

우리는
Dream Keyplayer
DK입니다.

고객에게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리드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Value Challenger!



AS 1 - 14

기타 포맷은 디케이 주식회사의 이미지는 전달하는 매체로 디케이 주식회사의 전체적인 디자인 시스템과 연계하여 

제작함으로써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기본틀을 유지하되 주제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표현 

방식과 응용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타 포맷APPLICATION  SYSTEM

·규     격 :  150 x 105(mm)

·규     격 :  150 x 85(mm)

관리책임자

정

부

전기절약은 내가 먼저...!

홍 길 동  (010-1234-5678)

김 대 광  (010-2345-6789)

부서명 경영혁신팀

경영전략, 신규사업

010-1234-5678

062-600-1710

홍 길 동  부장성명/직급

담당업무

연락처



AS 1 - 15

종이컵은 내외부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오랫동안 디케이 주식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적인 매체이다. 본 항에 제시된 규격, 위치, 색상 등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한다.

종이컵APPLICATION  SYSTEM

www.e-dk.co.kr

www.e-dk.co.kr www.e-dk.co.kr

www.e-dk.co.kr





AS 2 - 01

디케이 주식회사의 깨끗하고 통일된 신뢰적 이미지를 전달, 확산시키는 기능을 하며, 특히 직원들간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업무활동에도 능률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티셔츠는 유행 및 시대적 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부분적 수정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CI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티셔츠APPLICATION  SYSTEM



AS 2 - 02

디케이 주식회사의 깨끗하고 통일된 신뢰적 이미지를 전달, 확산시키는 기능을 하며, 특히 직원들간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업무활동에도 능률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근무복은 유행 및 시대적 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부분적 수정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CI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근무복APPLICATION  SYSTEM

춘추복

동복

하복



AS 2 - 03

디케이 주식회사의 깨끗하고 통일된 신뢰적 이미지를 전달, 확산시키는 기능을 하며, 특히 직원들간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업무활동에도 능률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티셔츠는 유행 및 시대적 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부분적 수정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CI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모자APPLICATION  SYSTEM

안전모

전면 후면

우측면 좌측면

모자

Dream
Key Player!

Dream Key Player!



AS 2 - 04

어깨띠는 대내외적으로 디케이 주식회사의 깨끗하고 통일된 신뢰적 이미지를 전달, 확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기본틀을 

유지하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표현방식과 응용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어깨띠 APPLICATION  SYSTEM

불
량
을 

박
멸
시
키
자

불
량
을 

박
멸
시
키
자
불
량
을 

박
멸
시
키
자

불
량
을 

박
멸
시
키
자

A type B type





AS 3 - 01

부서사인은 부서의 위치를 인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제작시 색상이나 디자인은 본 항에 제시한 규정에 준하며, 주변 

환경의 여건에 따라 축소 및 확대를 비례대로 조정하여 제작, 시공한다.

부서사인APPLICATION  SYSTEM

·제작사양

   S’ST 가공 후 지정색 도장 마감

   표기 요소는 지정색 시트 부착

부착형 A B

돌출형 A B

부실사인 A B

홍 보 실

홍 보 실

홍 보 실 장 홍 보 실 장

홍 보 실

Public Relations Dept.

Public Relations Dept.

Managing Director Public Relations Dept. Managing Director Public Relations Dept.

Public Relations Dept.

홍 보 실

Public Relations Dept.



AS 3 - 02

안내사인은 방문 환영 및 행사장의 위치를 인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제작시 색상이나 디자인은 본 항에 제시한 규정에 

준하며, 주변환경의 여건에 따라 축소 및 확대를 비례대로 조정하여 제작, 시공한다.

안내사인APPLICATION  SYSTEM

·제작사양

   S’ST 가공 후 지정색 도장 마감

   표기 요소는 지정색 시트 부착

부착형 A B

이동형 A B

Welcome to DK
방문을 환영합니다!



AS 3 - 03

공장내부 사인은 안내 및 위치를 인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제작시 색상이나 디자인은 본 항에 제시한 규정에 준하며, 

주변 환경의 여건에 따라 축소 및 확대를 비례대로 조정하여 제작, 시공한다.

공장내부 사인APPLICATION  SYSTEM

·규     격 :  292 x 210(mm) 

·규     격 :  250x 240(mm) 

직선 용접  3호기
Pro-3M
책 임 자

홍 길 동 

Clean Day
분 양 자

김 대 광
분양가 : 5백만원

비품 보관 창고 관리 담당자

홍 길 동  직장 김 대 광  부장

정 담당자 부 담당자



AS 3 - 04

기업문화 사인은 디케이 주식회사의 경영이념 및 기업문화를 인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제작시 색상이나 디자인은 본 

항에 제시한 규정에 준하며, 주변 환경의 여건에 따라 축소 및 확대를 비례대로 조정하여 제작, 시공한다.

기업문화 사인APPLICATION  SYSTEM

·규     격 :  265 x 100(mm)

·규     격 : 450 x 300(mm) - 사이즈 조절가능

Make the BLUE CULTURE!

Never stop ActionㆍChallengeㆍInnovation “Rule & System”

페어플레이 규범의 한마음 공동체 문화조성

다양한 기술 역량의 재생산 가치창조 확대

흑자구조 완성과 신성장 동력의 개척 실현

Fair Process Partnership

Professionalism Value

Unlimited Scope & Scale

Make the BLUE CULTURE!
실천중심

신뢰기반

혁신지속

최고지향

현장 즉 실천, 창의도전, 학습지속, 동참, 소통, 긍정적 자세

윤리 기본준수, 공정 인정 배려, Clean 녹색 기업

생산성 배가, 낭비제거, 원가품질기술, 경영혁신, 제안

한계극복, 새로운 가치, 경영시스템 고도화, 글로벌 교류

4M : More Activity, More Justice, More Innovation, More Best 

More Activity

More Justice

More Innovation

More Best



AS 3 - 05

도로유도사인은 도로변의 가시성이 좋은 곳에 설치되어 방문객들에게 디케이 주식회사의 위치안내 및 진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제작 시 색상이나 디자인은 본 항에 제시한 규정에 준하며, 주변환경의 여건에 따라 축소 및 

확대를 비례대로 조정하여 제작, 시공한다.

도로유도사인APPLICATION  SYSTEM

150m



AS 3 - 06

기타사인은 안내 및 위치를 인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제작시 색상이나 디자인은 본 항에 제시한 규정에 준하며, 주변 

환경의 여건에 따라 축소 및 확대를 비례대로 조정하여 제작, 시공한다.

기타사인APPLICATION  SYSTEM

장소안내 A B

방향안내 건의함

이곳은 흡연 구역입니다.

흡 연 장 소

화장실 금형PM

생산부
사무실

흡 연 장 소
이곳은 흡연 구역입니다.

건  의  함



AS 3 - 07

게시판은 공지사항을 알리는 것으로 시선의 각도, 방향에 유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작시 색상이나 디자인은 본 

항에 제시한 규정에 준하며, 주변환경의 여건에 따라 축소 및 확대를 비례대로 조정하여 제작, 시공한다.

게시판APPLICATION  SYSTEM

·제작사양

   S’ST 가공 후 지정색 도장 마감

   표기 요소는 지정색 시트 부착

A

B

INFORMATION

INFORMATION



AS 3 - 08

현수막은 대외적으로 디케이 주식회사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매체로 디케이 주식회사의 전체적인 디자인 시스템과 

연계하여 제작함으로써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기본틀을 유지하되 주제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표현방식과 응용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수막APPLICATION  SYSTEM

현수막

X-Banner

A

A

B

B

디케이 주식회사 CI 선포식
ㆍ일시  : 2016년 1월 23일 수요일            ㆍ장소 : 디케이 주식회사

디케이 주식회사 CI 선포식
ㆍ일시  : 2016년 1월 23일 수요일              ㆍ장소 : 디케이 주식회사

·재  질 : 합성섬유 TC천

·인  쇄 : 실크인쇄

            (최소 K 20%이상) 

·규  격 : 600 x 1800 

2016년 1월 23일 수요일

장소 : 디케이 주식회사

2016년 1월 23일 수요일

장소 : 디케이 주식회사

Dream Key Player!

디케이 주식회사

Dream Key Player!

CI
선포식

디케이주식회사

CI
선포식



AS 3 - 09

윈도우 그래픽은 건물의 출입구 유리면에 부착되어 디케이 주식회사의 이미지를 알리는 기능을 한다. 제작시 색상이나 

디자인은 본 항에 제시한 규정에 준하며, 주변환경의 여건에 따라 축소 및 확대를 비례대로 조정하여 제작, 시공한다.

윈도우 그래픽APPLICATION  SYSTEM

A type

B type

Dream
Keyplayer!

Dream
Keyplayer!





AS 4 - 01

디케이 주식회사의 시내·외를 운행하는 차량으로, 이미지를 제고하는 매체로서의 기능은 물론 움직이는 사인으로서의 

기능 또한 함께 수행해야하므로 항상 청결한 상태로 운행되어야한다. 실제 차량 도색시에는 아래에 예시하고 있는 

색상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제작 방법에 의해 정확한 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승합차APPLICATION  SYSTEM

앞면 뒷면

옆면

www.e-dk.co.kr



AS 4 - 02

디케이 주식회사의 시내·외를 운행하는 차량으로, 이미지를 제고하는 매체로서의 기능은 물론 움직이는 사인으로서의 

기능 또한 함께 수행해야하므로 항상 청결한 상태로 운행되어야한다. 실제 차량 도색시에는 아래에 예시하고 있는 

색상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제작 방법에 의해 정확한 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트럭APPLICATION  SYSTEM

앞면 뒷면

옆면

www.e-dk.co.kr



AS 4 - 03

디케이 주식회사의 시내·외를 운행하는 차량으로, 이미지를 제고하는 매체로서의 기능은 물론 움직이는 사인으로서의 

기능 또한 함께 수행해야하므로 항상 청결한 상태로 운행되어야한다. 실제 차량 도색시에는 아래에 예시하고 있는 

색상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제작 방법에 의해 정확한 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탑차APPLICATION  SYSTEM

앞면 뒷면

옆면

www.e-dk.co.kr

디에떼 공기청정기ㆍ제습기
구입 및 A/S상담 1544-1154

ISO9001 / ISO14001 / OHSAS18001

디에떼 공기청정기ㆍ제습기
구입 및 A/S상담 1544-1154

스티커 부착시 (118cm x 27cm)

www.e-dk.co.kr 디에떼 공기청정기ㆍ제습기
구입 및 A/S상담 1544-1154

ISO9001 / ISO14001 / OHSAS18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