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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벌마크심벌마크

완도군 심벌마크 의미는 장보고 대사의 해양무역을해양무역을  상징하는상징하는  배의배의  돛과돛과  바다바다  이미지를이미지를  접목접목시켜 21세기 세
계속의 해양도시로 발돋음하는 완도를 시각화하였다. 역동적으로 비상하는 반타원형의 주황은 관광, 노랑색
은 풍요, 연두색은 청정을 의미하며, 완도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심벌마크는 완도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로서, 완도의 역사와 품격이 담겨있는 상징
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본형 규정에 따라 정확히 사용되어야 하며 임의로 변형 사용할 수 없다.

 

색상활용색상활용

심벌마크는 완도군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색상의 표현이 잘못되어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심벌마크의 색상
활용은 단색이나 2색표현을 기본으로 하며, 적용 되는 매체의 특성별로 단색과 2색규정에 따라 다양한 색상활용이 가능하다

로고타입로고타입

로고타입은 심벌마크와 더불어 완도군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로 완도군의 오랜 역사와 품격을 나타낸다. 한글, 한문, 영문 등 3종류로
개발되었으며 본 매뉴얼의 규정에 따라 정확히 사용하도록 한다. 로고타입의 임의 변형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본 매뉴얼 재생원고나 CD-ROM에 수록된 원고를 정비
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대형사이즈 및 출력원고가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작도법에 의하여 정확히 제작하여야 한다.

컬러시스템컬러시스템

완도소개 > 완도상징 > 완도 CI

JPEG 다운로드 EPS 다운로드

완도 CI완도 CI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www/introduction
/www/introduction/wando_symbol
/www/introduction/wando_symbol/wando_ci
/contents/4178/logo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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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시스템컬러시스템

심벌마크, 로고타입과 더불어 완도군의 시각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인 색상은 전용색상과 보조색상으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본 매뉴얼의 재
생 원고 또는 팬톤컬러(Pantone color)칩에 의하여 정확히 사용 되어야 한다.

시그니처시그니처

시그니처는 완도군의 이미지를 일관성있게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이다. 서식류, 사인시스템, 홍보물 등 다양한 활용범위를 고려하여 상하조합형과 가로조합형,
세로조합형, 시그니처 블럭 등으로 구분하여 개발되었다. 임의 변형을 막기 위하여 본 매뉴얼에 수록된 재생원고나 CD-ROM의 원고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패턴패턴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완도군의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다양하게 표현해주는 시각요소인 기본패턴은 완도를 상징하는 청정바다의 파도를 기본으로 디자인하였으며, 전용색상 및 보조색상을
이용하여 표현함을 원칙으로 한다. 반드시 본 매뉴얼 재생원고나 CD-ROM에 수록된 원고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엠블럼엠블럼

엠블럼은 심벌마크, 로고타입 등과 함께 활용되어 완도군의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다양하게 표현해 주는 시각요소이다. 전용색상을 이용하여 표현됨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본 매뉴얼 재생원고나 CD-ROM에 수록된 원고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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