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성구 기획예산과

수성구 CI(기관마크),  BI(비전, 슬로건, 브랜드) 

사용 가이드 라인

수성구 상징물 혼용방지를 위한



상징물
사용원칙

본 매뉴얼은 수성구 상징물의 일관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되며,
수록되어 있는 내용 외에 제작물 제작 시 상징물 사용에 혼란이 있을 경우 관리부서(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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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상징물 현황

CI

기관을 나타낼때
쓰이는 마크

캐릭터

구조 · 구화 · 구목

※ 2021 수성구 캐릭터 리뉴얼 中

BI
  

브랜드

  
슬로건

 
비전

기관만의 차별화된 이미지 및 정체성  
전체적인 형상은 기와집과 같은 주거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수성구의

"ㅅ"자를 의미하여

수성구가 살기좋은 주거 지역 임을 상징하며 노란색은 젊음과 교육의 

도시를 파란색은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며, 

가운데 파란색 타원형은 수성못을 상징하고 좌측 노란색 타원형 

상단돌출부분은 수성못의 섬을 나타내며 하늘색 타원형 곡선의 

뻗어나가는 듯 한 형태는 수성구민들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                     

수성못을 모티브로 깨끗한 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상징화

캐릭터의 머리부분의 모양은 수성구의 영산인 용지봉을 상징하고 선비들의 
정자관 형태를 하고 있어 교육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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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의 
개념과 종류 : CI

기본형

응용형

CI(Corporate Identity) 기업 또는 단체가 지닌 사명, 역할, 비전 등을 시각적으로 체계화 · 통일화 한 이미지
기관을 출처로 표현해야되는 성격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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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의 
개념과 종류 : BI

브랜드
기본형

응용형

BI(Brand Identity) 단체가 지향하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를 목적으로 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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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의 
개념과 종류 : BI

슬로건
기본형

응용형

BI(Brand Identity) 단체가 지향하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를 목적으로 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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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의 
개념과 종류 : BI

비   전
기본형

응용형

BI(Brand Identity) 단체가 지향하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를 목적으로 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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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의 
개념과 종류 : 

EI 
사업브랜드 
및 이미지

EI(Event Identity) 행사(사업)의 목적 및 특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 연관 사업과 관련된 포스터, 리플릿, 브로슈어 등에 사용

국제안전도시 평생학습도시 · 평생학습주간 여성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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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 사용 
기본원칙

위치 및 
우선순위

1종 : 디자인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
2종 이상 : 상징물 간의 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치와 순서를 정함

고딕계열 서체 사용 권장
- CI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미지 통합 매뉴얼 지정서체 : 윤솔잎(유료, 기획예산과 저작권 보유)
- 무료서체 예시 : 나눔고딕(네이버), 본고딕(어도비 · 구글), 에스코어 드림 등

※ 수성구 대표서체 개발 中(3종, 고딕 · 명조 · 붓글씨) : 10.9일 공포 예정

서체

상징물 2종[기본형]

상징물 2종[사업브랜드]

상징물 3종

왼쪽                     오른쪽

CI

CI

CI

BI

EI

EIBI

＋

＋

＋ ＋

관련사업브랜드

관련사업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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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 따라 위치 변동 가능 가로형 · 세로형은 디자인에 따라 선택

CI + BI 슬로건

CI + BI 브랜드

CI + BI 브랜드, 슬로건, 비전 + EI 

일시 : 00월 00일 00:00   장소 : 수성구청 대강당

제00회 수성구민의 날 기념식
일시 : 00월 00일 00:00   장소 : 수성구청 대강당

제00회 수성구민의 날 기념식

일시 : 00월 00일 00:00   장소 : 수성구청 대강당

제00회 수성구민의 날 기념식제00회 수성구민의 날 기념식

일시 : 00월 00일 00:00   장소 : 수성구청 대강당

제00회 수성구민의 날 기념식

일시 : 00월 00일 00:00   장소 : 수성구청 대강당

제00회 수성구민의 날 기념식
일시 : 00월 00일 00:00   장소 : 수성구청 대강당

제00회 수성구민의 날 기념식
일시 : 00월 00일 00:00   장소 : 수성구청 대강당 일시 : 00월 00일 00:00   장소 : 수성구청 대강당

제00회 수성구민의 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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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 사용 예시 _ 현수막

상징물 1종

상징물 2종

상징물 2종 + EI



상징물 사용 예시 

_ 문서

[ 예외사항 ]

문서는 CI사용을
기본으로 하나,

대외 발행문서의 경우,
홍보를 위해
BI 도시브랜드 사용

CI + BI

2021 주요업무계획 2021
해외교류활성화계획

2021 주요업무계획

CI + BI + EI(사업브랜드)

2021 평생학습계획 2021
평생학습활성화계획

2021 평생학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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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표기]
CI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함.

☞ 로고타입 임의변경 불가

000과

00국 0000과 CI 지정서체 : 윤솔잎 Light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