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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xperience For Space, NEFS
New Experience는 기존의 단순한 가구 및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뛰어넘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넵스의 비전을 의미합니다.
Space는 넵스의 모태이자 기반이 되는 본질적인 가치인 공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공간뿐 아니라 어떤 영역이나 세계,
삶이라는 의미로 확장 가능합니다. 이는 고객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고객의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삶의 기준이 되고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전하겠다는 넵스의 목표를 의미합니다.

본 브랜드 가이드는 넵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기본 원칙과 적용에 관한 세부지침으로써 넵스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데 길잡이가 됩니다. 제시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나, 지나친 변형은 본래의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합니다.

Meaning of Logo

미적인 감각과 안목을 중시하는 넵스의

기업의 모태이자 기반이 되는 집, 그리고

부드러운 곡선은 열린 소통을 의지하며,

가치는 디테일에서 드러납니다.

끊임없는 발전을 표현합니다. 또한 가운데

신뢰와 친근함, 단단하면서도 유연함을

심볼마크 N의 형태는 기업명인 넵스의

사선은 소통하는 삶에 대한 넵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영문 표기는 자신감을

대표 약자인 N을 상징하며 삼각 지붕은

표현합니다. 워드마크의 직선적 라인과

갖춘 글로벌 브랜드의 기본이 됩니다.

Signature Logo _ 가로조합

시그니처 로고는 NEFS의
심볼마크와 워드타입을 적절한
비례로 조합한 것으로 적용상황에
맞는 조합을 선택 활용 할 수 있다.
로고는 NEFS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요소이므로
매뉴얼에 명시된 규정에 맞도록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작물 개발 시, 로고의 왜곡, 변형 및
오남용 등에 따른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로고 사용에 따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을 시,
Brand 관리팀과 협의한다.

1.01

Signature Logo
_Negative
네거티브 로고는 반전 시 색상의
면적에 따른 시각적인 형태의
왜곡이 생김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형태 굵기, 비례, 간격 등을 조정한
디자인으로 반드시 배경에 따라
기존 로고와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1.02

Protected Area

최소 공간 규정은 로고가 시각적으로

Clear Space

침해받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 주는
규정이다. 규정된 범위 안으로 텍스트
정보와 시각적 표시물들이 침범하는

0.3a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최소 사이즈 규정은 로고를 작게
사용할 경우, 형태 및 가독성을

a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크기 규정이므로 규정된
세로 5mm 미만으로 로고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0.3a

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로고가
5mm 미만으로 작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매체에서는 주어진 공간에서

0.3a

최대한 크게 보일 수 있게 적용한다.

* 최소 여백 규정
- 최소 규격 이상의 여백을 권장하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Minimum Size

1.03

인쇄용

5mm

화면용

14px

Incorrect Usage

사용 금지규정은 로고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본 매뉴얼의 규정에 어긋나게 로고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가 손상되며
아이덴티티에 혼란이 생기므로 이와
비슷한 어떤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4

DO NOT

로고의 형태, 비율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DO NOT

로고의 기울기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DO NOT

로고를 라인으로 사용한 경우

DO NOT

지정색 이외의 색상을 사용한 경우

DO NOT

부분적으로 컬러를 변형한 경우

DO NOT

복잡한 배경 위에 사용한 경우

Signature Logo _ 세로조합

시그니처 로고는 NEFS의
심볼마크와 워드타입을 적절한
비례로 조합한 것으로 적용상황에
맞는 조합을 선택 활용 할 수 있다.
로고는 NEFS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요소이므로
매뉴얼에 명시된 규정에 맞도록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작물 개발 시, 로고의 왜곡, 변형 및
오남용 등에 따른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로고 사용에 따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을 시,
Brand 관리팀과 협의한다.

1.05

Protected Area

최소 공간 규정은 로고가 시각적으로

Clear Space

침해받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 주는
규정이다. 규정된 범위 안으로 텍스트
정보와 시각적 표시물들이 침범하는

0.2a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최소 사이즈 규정은 로고를 작게
사용할 경우, 형태 및 가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크기 규정이므로 규정된

a

세로 10mm 미만으로 로고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로고가
10mm 미만으로 작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매체에서는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한 크게 보일 수 있게 적용한다.

* 최소 여백 규정

0.2a

0.2a

- 최소 규격 이상의 여백을 권장하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Minimum Size

인쇄용

화면용
10mm

1.06

15px

Incorrect Usage

사용 금지규정은 로고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본 매뉴얼의 규정에 어긋나게 로고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가 손상되며
아이덴티티에 혼란이 생기므로 이와
비슷한 어떤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7

DO NOT

로고의 형태, 비율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DO NOT

로고의 기울기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DO NOT

로고를 라인으로 사용한 경우

DO NOT

지정색 이외의 색상을 사용한 경우

DO NOT

부분적으로 컬러를 변형한 경우

DO NOT

복잡한 배경 위에 사용한 경우

Signature Logo _ 국문

시그니처 로고는 NEFS의
심볼마크와 워드타입을 적절한
비례로 조합한 것으로 적용상황에
맞는 조합을 선택 활용 할 수 있다.
로고는 NEFS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요소이므로
매뉴얼에 명시된 규정에 맞도록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작물 개발 시, 로고의 왜곡, 변형 및
오남용 등에 따른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로고 사용에 따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을 시,
Brand 관리팀과 협의한다.

1.08

Protected Area

최소 공간 규정은 로고가 시각적으로

Clear Space

침해받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 주는
규정이다. 규정된 범위 안으로 텍스트

워드마크 영문

워드마크 국문

정보와 시각적 표시물들이 침범하는

0.25a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최소 사이즈 규정은 로고를 작게
사용할 경우, 형태 및 가독성을

0.25a

0.25a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크기 규정이므로 규정된

a

세로 5mm 미만으로 로고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0.25a

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로고가

a

5mm 미만으로 작게 적용될 수밖에

0.25a

없는 매체에서는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한 크게 보일 수 있게 적용한다.

0.25a
* 최소 여백 규정
- 최소 규격 이상의 여백을 권장하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Minimum Size

인쇄용

인쇄용

화면용

5mm
화면용
14px
5mm

1.09

14px

Incorrect Usage

사용 금지규정은 로고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본 매뉴얼의 규정에 어긋나게 로고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가 손상되며
아이덴티티에 혼란이 생기므로 이와
비슷한 어떤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0

DO NOT

로고의 형태, 비율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DO NOT

로고의 기울기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DO NOT

로고를 라인으로 사용한 경우

DO NOT

지정색 이외의 색상을 사용한 경우

DO NOT

부분적으로 컬러를 변형한 경우

DO NOT

복잡한 배경 위에 사용한 경우

Symbol Mark

넵스 이니셜 N을 표현하며, 집을
형상화한 넵스의 심볼마크는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은 열린 생각,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표현한다.
하늘로 솟아있는 삼각형 지붕은
끊임없는 발전을 표현하며, 가운데
사선은 너와 나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삶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

1.11

Protected Area

최소 공간 규정은 로고가 시각적으로

Clear Space

침해받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 주는
규정이다. 규정된 범위 안으로 텍스트
정보와 시각적 표시물들이 침범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0.3a

최소 사이즈 규정은 로고를 작게
사용할 경우, 형태 및 가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a

최소한의 크기 규정이므로 규정된
세로 3.5mm 미만으로 로고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로고가
3.5mm 미만으로 작게 적용될 수밖에

0.3a

없는 매체에서는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한 크게 보일 수 있게 적용한다.

0.3a

* 최소 여백 규정
- 최소 규격 이상의 여백을 권장하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Minimum Size

1.12

인쇄용

3.5mm

화면용

10px

Symbol Mark
Incorrect Usage
사용 금지규정은 로고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본 매뉴얼의 규정에 어긋나게 로고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가 손상되며
아이덴티티에 혼란이 생기므로 이와
비슷한 어떤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3

DO NOT

비례를 변형하는 경우

DO NOT

과도한 효과를 주어
분별이 불가능한 경우

DO NOT

방향을 바꾸는 경우

DO NOT

라인을 적용하는 경우

DO NOT

라인을 적용하는 경우

DO NOT

지붕과 기둥을 분리하는 경우

DO NOT

임의로 형태를 변형하는 경우

DO NOT

임의로 형태를 변형하는 경우

Word mark_영문/국문

워드마크의 사용은 매뉴얼의 컴퓨터

워드마크 영문

데이터에 의해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지의 오용,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워드마크 국문

넵스
1.14

Word mark_영문/국문

워드마크의 사용은 매뉴얼의 컴퓨터

영문 가로형

영문 세로형

데이터에 의해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지의 오용,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5

넵스

국문 세로형

넵스

국문 가로형

Protected Area

최소 공간 규정은 로고가 시각적으로

Clear Space

침해받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 주는
규정이다. 규정된 범위 안으로 텍스트

워드마크 영문

워드마크 국문

정보와 시각적 표시물들이 침범하는

0.5a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최소 사이즈 규정은 로고를 작게
사용할 경우, 형태 및 가독성을

0.3a

0.5a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a

최소한의 크기 규정이므로 규정된
세로 3.5mm 미만으로 로고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0.5a
0.3a

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로고가

넵스

3.5mm 미만으로 작게 적용될 수밖에

a

없는 매체에서는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한 크게 보일 수 있게 적용한다.

* 최소 여백 규정
- 최소 규격 이상의 여백을 권장하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Minimum Size

인쇄용

인쇄용
3.5mm

화면용

3.5mm

화면용
10px

1.16

넵스

넵스

10px

0.3a

Word Mark
Incorrect Usage
사용 금지규정은 로고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본 매뉴얼의 규정에 어긋나게 로고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가 손상되며
아이덴티티에 혼란이 생기므로 이와
비슷한 어떤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7

DO NOT

비례를 변형하는 경우

DO NOT

라인을 적용하는 경우

DO NOT

간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

DO NOT

배열을 변형하는 경우

DO NOT

배열을 바꾸는 경우

DO NOT

거꾸로 사용하는 경우

DO NOT

거꾸로 사용하는 경우

DO NOT

임의로 형태를 변형하는 경우

DO NOT

방향을 바꾸는 경우(세로형)

DO NOT

라인을 적용하는 경우

DO NOT

간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

DO NOT

배열을 변형하는 경우

Logo type

넵스 법인 로고타입은 형태
굵기, 비례, 간격 등을 조절하여
개발되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왜곡, 변형 및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명시된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주식회사 넵스
(주) 넵스

1.18

Protected Area

최소 공간 규정은 로고가 시각적으로

Clear Space

침해받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 주는

0.1a

규정이다. 규정된 범위 안으로 텍스트

0.15a

정보와 시각적 표시물들이 침범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0.1a

0.15a

최소 사이즈 규정은 로고를 작게
사용할 경우, 형태 및 가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크기 규정이므로 규정된
세로 5mm 미만으로 로고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a

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로고가

a

5mm 미만으로 작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매체에서는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한 크게 보일 수 있게 적용한다.

* 최소 여백 규정
- 최소 규격 이상의 여백을 권장하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Minimum Size

인쇄용

인쇄용
5mm

화면용

화면용
14px

1.19

5mm

14px

Word Mark
Incorrect Usage
사용 금지규정은 로고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본 매뉴얼의 규정에 어긋나게 로고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가 손상되며
아이덴티티에 혼란이 생기므로 이와
비슷한 어떤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20

DO NOT

로고의 형태, 비율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DO NOT

로고의 기울기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DO NOT

로고를 라인으로 사용한 경우

DO NOT

지정색 이외의 색상을 사용한 경우

DO NOT

부분적으로 컬러를 변형한 경우

DO NOT

복잡한 배경 위에 사용한 경우

Color Palette_Main

전용 색상은 로고와 함께 NEFS의

Main Color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용 색상은 매뉴얼에 명시된 색상
값을 표준으로 삼는다. 적용 매체의
특성에 따라 CMYK 색상으로

NEFS

색분해하여 사용 가능하며 Web,
영상매체에서는 RGB 색상을
사용한다.

ORANGE

전용 색상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인쇄 방법, 잉크의 농도,

C:0 M:50 Y:98 K:0
R:247 G:148 B:33
PANTONE 1585C

종이의 질 등을 검토하여 표준 색상을
유지해야 하며 제작 시,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Brand 관리팀과
협의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배경색 명도대비 규정

배경색 명도대비 규정
명도대비 60% 이하는 Positive
Color를 사용하고, 60% 이상은
Negative Color를 사용한다.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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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Color Palette

Main Color와는 채도 대비를
보이면서도 Main Color와 가시성을

Red Color

방해하지 않는 중채도의 색상 군으로
정한다.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및
인쇄물의 보조 색상으로 사용한다.
컬러는 여러 그래픽 요소 중 가장
먼저 인식되는 시각 요소이므로 인쇄
시 별색인쇄를 원칙으로 하나, 적용

Pantone 489C
C:2 M:15 Y:10 K:0
R:245 G:218 B:214

Pantone 697C
C:25 M:78 Y:64 K:11
R:174 G:81 B:81

Pantone 485C
C:10 M:92 Y:100 K:2
R:213 G:58 B:38

Pantone 7623C
C:24 M:100 Y:100 K:22
R:157 G:28 B:31

Pantone 226C
C:12 M:90 Y:70 K:0
R:213 G:61 B:141

Pantone 524C
C:10 M:19 Y:0 K:0
R:223 G:205 B:228

Pantone 7657C
C:47 M:79 Y:31 K:6
R:142 G:80 B:120

Pantone 7447C
C:41 M:54 Y:16 K:41
R:105 G:83 B:110

Pantone Violet C
C:74 M:96 Y:0 K:0
R:102 G:52 B:147

Pantone 7652C
C:63 M:89 Y:52 K:27
R:96 G:49 B:77

Pantone 7402C
C:2 M:2 Y:7 K:0
R:247 G:244 B:234

Pantone 155C
C:8 M:11 Y:42 K:0
R:249 G:222 B:161

Pantone 7590C
C:8 M:17 Y:30 K:0
R:232 G:207 B:178

Pantone 7521C
C:33 M:41 Y:53 K:4
R:170 G:142 B:119

Pantone 7586C
C:33 M:63 Y:100 K:13
R:159 G:101 B:42

Pantone 7595C
C:37 M:74 Y:100 K:44
R:107 G:58 B:22

Pantone 7596C
C:56 M:63 Y:100 K:66
R:63 G:45 B:6

Pantone 7553C
C:52 M:49 Y:82 K:32
R:102 G:93 B:57

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 인쇄도
가능하다.
색상의 표현에 있어 인쇄 방법, 농도,
종이의 지질 등에 따라 색상 재현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별로 판단해야 한다.

* 우측에 제시된 Sub Color 이외의
색상이 필요한 경우, 원색이나 채도가
낮은(어두운) 색상을 제외한 Sub

Yellow Color

Color Range에서 색상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단, 반드시 Brand
관리팀의 협조를 요청한다.

1.22

Sub Color Palette

Main Color와는 채도 대비를
보이면서도 Main Color와 가시성을

Green Color

방해하지 않는 중채도의 색상 군으로
정한다.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및
인쇄물의 보조 색상으로 사용한다.
컬러는 여러 그래픽 요소 중 가장
먼저 인식되는 시각 요소이므로 인쇄
시 별색인쇄를 원칙으로 하나, 적용

Pantone 5803C
C:7 M:0 Y:21 K:0
R:237 G:243 B:210

Pantone 7758C
C:19 M:2 Y:100 K:0
R:216 G:219 B:34

Pantone 7538C
C:54 M:28 Y:50 K:3
R:125 G:152 B:133

Pantone 7748C
C:50 M:12 Y:92 K:14
R:124 G:158 B:64

Pantone 7731C
C:87 M:23 Y:100 K:11
R:12 G:132 B:65

Pantone 7734C
C:82 M:38 Y:100 K:33
R:43 G:94 B:46

Pantone 5477C
C:75 M:55 Y:76 K:14
R:76 G:100 B:76

Pantone 5605C
C:79 M:48 Y:94 K:50
R:40 G:69 B:35

Pantone 649C
C:4 M:1 Y:0 K:0
R:1 G:2 B:3

Pantone 291C
C:23 M:1 Y:2 K:0
R:171 G:227 B:242

Pantone 300C
C:83 M:39 Y:0 K:0
R:0 G:131 B:242

Pantone 294C
C:100 M:92 Y:14 K:0
R:40 G:61 B:137

Pantone 549C
C:43 M:8 Y:8 K:27
R:109 G:154 B:173

Pantone 5405C
C:80 M:45 Y:40 K:11
R:58 G:112 B:127

Pantone 5275C
C:63 M:55 Y:18 K:27
R:87 G:97 B:126

Pantone 533C
C:88 M:82 Y:52 K:27
R:53 G:57 B:82

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 인쇄도
가능하다.
색상의 표현에 있어 인쇄 방법, 농도,
종이의 지질 등에 따라 색상 재현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별로 판단해야 한다.

* 우측에 제시된 Sub Color 이외의
색상이 필요한 경우, 원색이나 채도가
낮은(어두운) 색상을 제외한 Sub

Blue Color

Color Range에서 색상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단, 반드시 Brand
관리팀의 협조를 요청한다.

1.23

Sub Color Palette

Main Color와는 채도 대비를
보이면서도 Main Color와 가시성을

achrimatic Color

방해하지 않는 중채도의 색상 군으로
정한다.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및
인쇄물의 보조 색상으로 사용한다.
컬러는 여러 그래픽 요소 중 가장
먼저 인식되는 시각 요소이므로 인쇄
시 별색인쇄를 원칙으로 하나, 적용

Pantone
C:0 M:0 Y:0 K:0
R:255 G:255 B:255

Pantone Cool Gray 4C
C:0 M:0 Y:0 K:14
R:221 G:222 B:224

Pantone Cool Gray 10C
C:0 M:0 Y:0 K:86
R:74 G:74 B:76

Pantone 7604C
C:12 M:15 Y:14 K:0
R:221 G:209 B:206

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 인쇄도
가능하다.
색상의 표현에 있어 인쇄 방법, 농도,
종이의 지질 등에 따라 색상 재현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별로 판단해야 한다.

* 우측에 제시된 Sub Color 이외의
색상이 필요한 경우, 원색이나 채도가
낮은(어두운) 색상을 제외한 Sub
Color Range에서 색상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단, 반드시 Brand
관리팀의 협조를 요청한다.

1.24

Pantone Cool Gray 8C
C:0 M:0 Y:0 K:48
R:151 G:153 B:155

Pantone Cool Gray 9C
C:0 M:0 Y:0 K:69
R:114 G:112 B:114

Logo Color Usage_Metallic

NEFS 로고는 경우에 따라 Gold,
Silver 색상의 표현도 사용 가능하다.
주로 Special 용으로 사용되며
색상 표현 시, 로고의 일관된 표현과
가독성을 위하여 지정된 별색으로
표현해야 한다. 별색으로 인쇄할
수 없으면 가장 유사한 색상으로
적용해야 한다.

1.25

Logo : PANTONE 873C
Background : White

Logo : White
Background : PANTONE 873C

Logo : PANTONE 873C
Background : PANTONE Pro.Black C

Logo : PANTONE 877C
Background : White

Logo : White
Background : PANTONE 877C

Logo : PANTONE 877C
Background : PANTONE Pro.Black C

Color Incorrect Usage

사용 금지규정은 로고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본 매뉴얼의 규정에 어긋나게 로고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가 손상되며
아이덴티티에 혼란이 생기므로 이와
비슷한 어떤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26

DO NOT

컬러 차이가 적어 분별이 불가능한
배경컬러인 경우

DO NOT

계조단계가 분명한 배경인 경우

DO NOT

상이한 색상의 계조표현인 경우

DO NOT

복잡한 배경 위에 사용한 경우

Brand Identity
Design Guidelines

DEFINE YOUR WORKPLACE
'공간의 변화는 넵스로부터'를 모토로 한 넵스는 수많은 경험과 실적을 자랑하는 종합 가구 회사입니다. 아름다움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사용자의 감성까지 고려한 넵스의 디자인은 완성된 순간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넵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넵스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공간은 곧 트렌드가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넵스의
도전과 혁신을 함께하세요.

본 브랜드 가이드는 넵스 스마트 오피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기본 원칙과 적용에 관한 세부지침으로써 넵스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데 길잡이가 됩니다. 제시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나, 지나친 변형은 본래의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합니다.

Meaning of Logo

넵스 스마트오피스의 BI는 '꿈의 가구'라는

합니다. 직선과 곡선을 이용하여 견고함

Navy는 혁신과 열정, 성장과 창의성을

당사 슬로건에 걸맞도록 고품격 오피스의

속의 유연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혁신적이고

상징합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도 시각적

비전을 담고 있는 견고하고 균형 잡힌 형태의

창의적으로 국내 오피스 시스템 진화의

주목성을 높일 수 있는 컬러로, 가독성과

워드마크로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브랜드 인지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일관성 있게 브랜드를 유지하는 역할을

있습니다. 대표 색상인 Black, Orange,

있습니다.

Logo

넵스 스마트오피스의 로고는 넵스
스마트오피스의 비전과 가치를
담아 디자인한 영문 워드마크로
구성되어 있다.
넵스 스마트오피스의 로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왜곡, 변형 및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명시된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01

Logo_Negative

네거티브 로고는 반전 시 색상의
면적에 따른 시각적인 형태의
왜곡이 생김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형태 굵기, 비례, 간격 등을 조정한
디자인으로 반드시 배경에 따라
기존 로고와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2.02

Word mark_영문/국문

워드마크의 사용은 매뉴얼의 컴퓨터

워드마크 영문

데이터에 의해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지의 오용,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워드마크 국문

2.03

Word mark_영문/국문

워드마크의 사용은 매뉴얼의 컴퓨터

워드마크 국문 가로형

데이터에 의해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지의 오용,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4

넵스 스마트오피스

Word mark_영문/국문

워드마크의 사용은 매뉴얼의 컴퓨터

영문 가로형

영문 세로형

데이터에 의해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지의 오용,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국문 가로형

2.05

넵스 스마트오피스

국문 세로형

Protected Area

최소 공간 규정은 로고가 시각적으로

Clear Space

침해받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 주는
규정이다. 규정된 범위 안으로 텍스트
정보와 시각적 표시물들이 침범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0.2a

최소 사이즈 규정은 로고를 작게
사용할 경우, 형태 및 가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크기 규정이므로 규정된
세로 6mm 미만으로 로고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로고가
6mm 미만으로 작게 적용될 수밖에

0.2a

없는 매체에서는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한 크게 보일 수 있게 적용한다.

a
* 최소 여백 규정
- 최소 규격 이상의 여백을 권장하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Minimum Size

인쇄용

화면용
6mm

15mm

2.06

17px

Protected Area

최소 공간 규정은 로고가 시각적으로

Clear Space

침해받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 주는
규정이다. 규정된 범위 안으로 텍스트
정보와 시각적 표시물들이 침범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0.25a

최소 사이즈 규정은 로고를 작게
사용할 경우, 형태 및 가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크기 규정이므로 규정된
세로 7mm 미만으로 로고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로고가
7mm 미만으로 작게 적용될 수밖에

0.25a

없는 매체에서는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한 크게 보일 수 있게 적용한다.

a
* 최소 여백 규정
- 최소 규격 이상의 여백을 권장하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Minimum Size

인쇄용

화면용
7mm

13mm

2.07

19px

Protected Area

최소 공간 규정은 로고가 시각적으로

Clear Space

침해받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 주는
규정이다. 규정된 범위 안으로 텍스트
정보와 시각적 표시물들이 침범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0.1a

최소 사이즈 규정은 로고를 작게
사용할 경우, 형태 및 가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크기 규정이므로 규정된
세로 3.5mm 미만으로 로고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0.1a

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로고가

a

3.5mm 미만으로 작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매체에서는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한 크게 보일 수 있게 적용한다.

* 최소 여백 규정
- 최소 규격 이상의 여백을 권장하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Minimum Size

인쇄용

화면용
3.5mm

27mm

2.08

3.5mm

Word Mark
Incorrect Usage
사용 금지규정은 로고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본 매뉴얼의 규정에 어긋나게 로고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가 손상되며
아이덴티티에 혼란이 생기므로 이와
비슷한 어떤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09

DO NOT

로고의 형태, 비율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DO NOT

로고의 기울기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DO NOT

로고를 라인으로 사용한 경우

DO NOT

지정색 이외의 색상을 사용한 경우

DO NOT

부분적으로 컬러를 변형한 경우

DO NOT

복잡한 배경 위에 사용한 경우

Word Mark
Incorrect Usage
사용 금지규정은 로고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본 매뉴얼의 규정에 어긋나게 로고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가 손상되며
아이덴티티에 혼란이 생기므로 이와
비슷한 어떤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0

DO NOT

비례를 변형하는 경우

DO NOT

라인을 적용하는 경우

DO NOT

간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

DO NOT

거꾸로 사용하는 경우

DO NOT

거꾸로 사용하는 경우

DO NOT

임의로 형태를 변형하는 경우

DO NOT

라인을 적용하는 경우

DO NOT

간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

DO NOT

배열을 변형하는 경우

Color Palette_Main

전용 색상은 로고와 함께 NEFS의

Main Color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용 색상은 매뉴얼에 명시된 색상
값을 표준으로 삼는다. 적용 매체의
특성에 따라 CMYK 색상으로
색분해하여 사용 가능하며 Web,
영상매체에서는 RGB 색상을
사용한다.
전용 색상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인쇄 방법, 잉크의 농도,
종이의 질 등을 검토하여 표준 색상을
유지해야 하며 제작 시,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Brand 관리팀과
협의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PANTONE 419 C
C:76 M:65 Y:66 K:90
R:33 G:35 B:34

2.11

PANTONE 1585C
C:0 M:50 Y:98 K:0
R:243 G:152 B:0

PANTONE 2188 C
C:98 M:80 Y:45 K:8
R:0 G:66 B:106

Color Palette_Main

전용색상은 로고와 함께 NEFS

배경색 명도대비 규정

SMART OFFICE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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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색상은 매뉴얼에 명시된 색상
값을 표준으로 삼는다.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CMYK 색상으로
색분해 하여 사용 가능하며 Web,
영상매체에서는 RGB 색상을
사용한다.
전용색상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인쇄방법, 잉크의 농도,
종이의 질 등을 검토하여 표준색상을
유지해야 하며 제작 시,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BI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배경색 명도대비 규정
명도대비 60% 이하는 Positive
Color를 사용하고, 60% 이상은
Negative Color를 사용한다.

2.12

Sub Color Palette

Main Color와는 채도 대비를
보이면서도 Main Color와 가시성을
방해하지 않는 중채도의 색상 군으로

R

Y

G

C

B

M

Saturation

정한다.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및
인쇄물의 보조 색상으로 사용한다.
컬러는 여러 그래픽 요소 중 가장
먼저 인식되는 시각 요소이므로 인쇄
시 별색인쇄를 원칙으로 하나, 적용
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 인쇄도
가능하다.
Sub Color Range

색상의 표현에 있어 인쇄 방법, 농도,

Hue

종이의 지질 등에 따라 색상 재현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별로 판단해야 한다.

* 우측에 제시된 Sub Color 이외의
색상이 필요한 경우, 원색이나 채도가
낮은(어두운) 색상을 제외한 Sub
Color Range에서 색상을 추가

Middle tone

선정할 수 있다. 단, 반드시 Brand
관리팀의 협조를 요청한다.

Pantone 697C
C:25 M:78 Y:64 K:11
R:174 G:81 B:81

2.13

Pantone 7402C
C:2 M:2 Y:7 K:0
R:247 G:244 B:234

Pantone 4197C
C:53 M:53 Y:53 K:0
R:136 G:154 B:127

Pantone 8203C
C:81 M:45 Y:21 K:0
R:38 G:120 B:165

Pantone 19-9398 TPG
C:86 M:78 Y:46 K:0
R:60 G:73 B:110

Pantone 19-3722 TCX
C:82 M:90 Y:50 K:0
R:77 G:57 B:96

Sub Color Palette

achrimatic Color

Main Color와는 채도 대비를
보이면서도 Main Color와 가시성을
방해하지 않는 중채도의 색상 군으로
정한다.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및
인쇄물의 보조 색상으로 사용한다.
컬러는 여러 그래픽 요소 중 가장
먼저 인식되는 시각 요소이므로 인쇄

Pantone
C:0 M:0 Y:0 K:0
R:255 G:255 B:255

Pantone Cool Gray 4C
C:0 M:0 Y:0 K:14
R:221 G:222 B:224

Pantone 7604C
C:12 M:15 Y:14 K:0
R:221 G:209 B:206

Pantone Cool Gray 9C
C:0 M:0 Y:0 K:69
R:114 G:112 B:114

Pantone Cool Gray 10C
C:0 M:0 Y:0 K:86
R:74 G:74 B:76

Pantone 485C
C:10 M:92 Y:100 K:2
R:213 G:58 B:38

Pantone 7623C
C:24 M:100 Y:100 K:22
R:157 G:28 B:31

Pantone 7652C
C:63 M:89 Y:52 K:27
R:96 G:49 B:77

Pantone 7590C
C:8 M:17 Y:30 K:0
R:232 G:207 B:178

Pantone 7521C
C:33 M:41 Y:53 K:4
R:170 G:142 B:119

Pantone 7595C
C:37 M:74 Y:100 K:44
R:107 G:58 B:22

Pantone 7596C
C:56 M:63 Y:100 K:66
R:63 G:45 B:6

Pantone 294C
C:100 M:92 Y:14 K:0
R:40 G:61 B:137

Pantone 533C
C:88 M:82 Y:52 K:27
R:53 G:57 B:82

Red Color

시 별색인쇄를 원칙으로 하나, 적용
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 인쇄도
가능하다.
색상의 표현에 있어 인쇄 방법, 농도,
종이의 지질 등에 따라 색상 재현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Pantone 697C
C:25 M:78 Y:64 K:11
R:174 G:81 B:81

두어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별로 판단해야 한다.

Yellow Color

* 우측에 제시된 Sub Color 이외의
색상이 필요한 경우, 원색이나 채도가
낮은(어두운) 색상을 제외한 Sub
Color Range에서 색상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단, 반드시 Brand
관리팀의 협조를 요청한다.

Pantone 7402C
C:2 M:2 Y:7 K:0
R:247 G:244 B:234

Green Color

Pantone 5477C
C:75 M:55 Y:76 K:14
R:76 G:100 B:76
2.14

Blue Color

Pantone 5605C
C:79 M:48 Y:94 K:50
R:40 G:69 B:35

Pantone 5275C
C:63 M:55 Y:18 K:27
R:87 G:97 B:126

Logo Color Usage_Metallic

NEFS 로고는 경우에 따라 Gold,
Silver 색상의 표현도 사용 가능하다.
주로 Special 용으로 사용되며
색상 표현 시, 로고의 일관된 표현과
가독성을 위하여 지정된 별색으로
표현해야 한다. 별색으로 인쇄할
수 없으면 가장 유사한 색상으로
적용해야 한다.

2.15

Logo : PANTONE 873C
Background : White

Logo : White
Background : PANTONE 873C

Logo : PANTONE 873C
Background : PANTONE Pro.Black C

Logo : PANTONE 877C
Background : White

Logo : White
Background : PANTONE 877C

Logo : PANTONE 877C
Background : PANTONE Pro.Black C

Color Incorrect Usage

사용 금지규정은 로고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본 매뉴얼의 규정에 어긋나게 로고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가 손상되며
아이덴티티에 혼란이 생기므로 이와
비슷한 어떤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6

DO NOT

컬러 차이가 적어 분별이 불가능한
배경컬러인 경우

DO NOT

계조단계가 분명한 배경인 경우

DO NOT

상이한 색상의 계조표현인 경우

DO NOT

복잡한 배경 위에 사용한 경우

/
Typeface Guidelines

Typeface_Title

넵스의 제목용 전용서체는 넵스만의
캐릭터가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서체명

서체 굵기

최소 규격

예시 문장

넵스 제목
Nefs Title

Regular

10pt

공간의 변화는 넵스로부터

Bold

12pt

공간의 변화는 넵스로부터

regular, bold의 굵기 차이로
활용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제작물에 활용하여 넵스만의
기업 이미지를 더욱 견고하게 한다.

* 디자인 견본 / 제목용
제목용(대/소제목)서체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넵스체 제목 Bold
적정자간 : 0pt
적정행간 : 160%

넵스체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1234567890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넵스체 제목 Regular

넵스체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1234567890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3.01

Typeface_Text

넵스의 본문용 전용서체는 넵스만의
캐릭터가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서체명

서체 굵기

최소 규격

예시 문장

넵스 본문
Nefs Text

Regular

6pt

공간의 변화는 넵스로부터

Bold

9pt

공간의 변화는 넵스로부터

regular, bold의 굵기 차이로
활용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제작물에 활용하여 넵스만의
기업 이미지를 더욱 견고하게 한다.

* 디자인 견본 / 본문용
본문용 서체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넵스체 본문 Bold
적정자간 : 0pt
적정행간 : 160%

넵스체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1234567890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넵스체 본문 Regular

넵스체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1234567890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3.02

Typeface
Incorrect Usage_Title
본 항은 사용범위 규정으로 지적된
전용서체의 사용 범위 이외의 곳에
사용을 금한다.

DO NOT

장을 변형한 경우

DO NOT

평을 변형한 경우

DO NOT

기울기를 적용한 경우

DO NOT

두께를 변형한 경우

DO NOT

테두리를 적용한 경우

DO NOT

패턴을 적용한 경우

본 항은 사용범위 규정으로 넵스
전용서체가 왜곡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이미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 항의
예시는 넵스체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한 것으로 이를 참고하여 서체의
왜곡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3.03

Typeface
Incorrect Usage_Text
본 항은 사용범위 규정으로 지적된
전용서체의 사용 범위 이외의 곳에
사용을 금한다.

DO NOT

장을 변형한 경우

DO NOT

평을 변형한 경우

DO NOT

기울기를 적용한 경우

DO NOT

두께를 변형한 경우

DO NOT

테두리를 적용한 경우

DO NOT

패턴을 적용한 경우

본 항은 사용범위 규정으로 넵스
전용서체가 왜곡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이미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 항의
예시는 넵스체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한 것으로 이를 참고하여 서체의
왜곡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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