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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_04INTRODUCTION
VOOMERANG

로고소개



_03LOGO01 INTRODUCTION
VOOMERANG

시각이미지 개선은 
회사의 신뢰와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를 갖습니다

❶ 대외적으로 반복 노출되는 회사의 모든 시각물을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부메랑”의 통일된 시각이미지를 만들고

❷ 품격을 높여서 메시지 전달 효과를 더욱 좋게하며

❸ 차별화된 우리만의 이미지로 인지도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_0401 INTRODUCTION
VOOMERANG

LOGO

 부동산 메가톤 정보 서비스

부메랑
부메랑은 부동산 정보의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니즈에 맞는 서비스로 

돌려준다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신뢰가 가는 친근한 정보, 빠르고 핫한 정보,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모두 남아낼 수 있는 종합 부동산 실거래 서비스 부메랑

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신뢰 핫한 정보

친근한 정보

정확도 높은 정보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

+



02 LOGO 
LOCKUP

로고 비율 가이드 _05



_06LOCKUP -KOREAN  (VERTICAL)02 LOGO 
USES GUIDE

한글 세로형이며, 위 형태를 메인으로 사용합니다. 로고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의 비율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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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07LOCKUP -KOREAN  (HORIZONTAL)02 LOGO 
USES GUIDE

가로형 한글로고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의 비율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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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08LOCKUP -ENGLISH  (VERTICAL)02 LOGO 
USES GUIDE

영문 세로형 로고이며, 영문으로 써야할 경우에는 위 형태를 메인으로 사용합니다. 

사용할 경우에는 위의 비율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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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09LOCKUP -ENGLISH  (HORIZONTAL)02 LOGO 
USES GUIDE

영문 가로형 로고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의 비율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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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LOGO 
USE GUIDE

사용 가이드 _10



_11COLOR03 LOGO 
USE GUIDE

로고를 단독으로 사용 시 지정된 예시 외의 변형은 금지합니다.

원본

R61  G134  B199
C74  M38  Y0  K0
# 3d85c6

R237  G199  B102
C8  M24  Y66  K0
# edc765

R74  G176  B135
C68  M6  Y57  K0
# 49af86

R237  G124  B132
C0  M64  Y33  K0
# ed7b83

R246  G213  B31
C5  M16  Y88  K0
# f5d41f



_12

변형 예

R0  G0  B0
C0  M0  Y0  K100
# 000000

R256  G256  B256
C0  M0  Y0  K0
# ffffff

변형 예

R0  G0  B0
C0  M0  Y0  K100
# 000000

R256  G256  B256
C0  M0  Y0  K0
# ffffff

COLOR03 LOGO 
USE GUIDE

R201  G202  B202
C0  M0  Y0  K30
# c9c9ca

R159  G160  B160
C0  M0  Y0  K50
# 9f9fa0 R181  G181  B182

C0  M0  Y0  K40
# b4b5b5

R114  G113  B113
C0  M0  Y0  K70
# 717071

로고를 흑백으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위의 두가지 버전을 이용한다.



_13COLOR03 LOGO 
US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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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GUIDE

명도 

낮음

명도 

높음

로고, 슬로건, 조합형 등 모든 로고의 

컬러버전은 명도가 높은 

가시성이 좋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컬러버전을 사용했을때 뒷배경의 영향으로 

가시성이 떨어진다 판단될 때는 

블랙과 화이트버전의 로고를 사용합니다.



_15USE03 LOGO 
USE GUIDE

텍스트형 로고와 함께 사용될 때에는 기본형을 사용하되 옆 로고의 텍스트 대문자 기준의 높이에 맞춰 크기를 조정한다.

타사 로고와 조합 시 

조합형 로고와 사용 시에는 

타 로고 높이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_16DON'T USE03 LOGO 
USE GUIDE

DON'T 심볼의 위치를 임의로 바꾸지 않습니다

DON'T

조합비율을 무시한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DON'T

로고에 다른컬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DON'T

슬로건과 혼용하여 

사용 시 임의로

위치를 변경하지 않습

니다. 

DON'T

저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AI, EPS 파일 권장)

DON'T 가로 세로 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_17VARIATION 03 LOGO 
USE GUIDE

기본형 변형 1 변형 2 변형 3

변형 4

- 부메랑의 심볼은 고해상도에서는 기본형을 사용하되, 저해상도(웹, 모바일)에서는 심볼의 모양을 단순화 하여 사용합니다(변형 1 참고)

- 흑백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변형 2번을 사용하되 블랙/화이트로만 색을 구현해야 할 경우에는 변형 3번을 사용합니다.

- 역동적인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형 4번 처럼 부메랑이 날아가는 형태를 표현하여 사용합니다. 



_18TYPOGRAPHY03 LOGO 
USE GUIDE

한글 권장 서체 (사용범위 : 인쇄 / 배너 / 홍보)

부메랑은 부동산 메가톤 정보를 
제공합니다.

윤고딕 120,    34pt   /    38pt,    100%,    -20

윤고딕 140,    34pt   /    38pt,    100%,    -20

폰트 크기 행간 장평 자간

부메랑은 부동산 메가톤 정보를 
제공합니다.

윤명조 110,    34pt   /    38pt,    98%,      -50

윤명조 130,    34pt   /    38pt,    98%,      -50

부메랑은 부동산 메가톤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리따 돋움,    34pt   /   40pt,   100%,   -20

고딕, 명조 폰트 사용 시 굵기는 2배수로 진행하며, 크기는 가독성을 해하지 않는 범주에서 자유롭게 사용 하되 행간은 ( 크기 + 2~10pt )로 계산하여 사용한다. 

고딕폰트와 명조폰트 사용 시 규정된 장평과 자간을 준수한다. 폰트는 최소 7pt로 규정짓는다. 격동고딕을 사용 할 경우는 행간을 ( 크기 + 6pt )으로 사용한다.  



_19TYPOGRAPHY03 LOGO 
USE GUIDE

한글 권장 서체 (사용범위 : 웹 / 모바일)

폰트 사용 시 굵기는 2배수로 진행하며, 크기는 가독성을 해하지 않는 범주에서 자유롭게 사용 하되 일반적으로 행간은 ( 크기 + 10px )로 계산하여 사용한다. 

사용 시 규정된 장평과 자간을 준수한다. 나눔고딕의 행간은 ( 크기 + 10px ) 서체의 크기는 최소 11px로 규정짓는다(단, 기타 특수한 상황이 발생 할 시 협의 후 진행한다).  

부메랑은 부동산 메가톤 정보를 

제공합니다.

돋음,    34px   /    44px,    100%,    0

폰트 크기 행간 장평 자간

표, 게시판 등의 제목이나 버튼, TAB 부분 타이틀,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적용

부메랑은 부동산 메가톤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눔고딕 Regular,    34px   /  44px,  100%,  0

나눔고딕 Bold,        34px   /  44px,  100%,  0

메인 타이틀, LNB 타이틀, 본문 타이틀에 적용 



_20TYPOGRAPHY03 LOGO 
USE GUIDE

영어 권장 서체 (사용범위 : 공통)

VOOMERANG, provides megaton 
information of real estate

폰트 크기 행간 장평 자간

helveticaNeue 45/55,     24pt  /   30pt,   100%,   0

helveticaNeue 75Bold,   24pt  /   30pt,   100%,   0

TimesNewRoman Regular ,   24pt  /   30pt,   100%,   0

TimesNewRoman Bold,        24pt  /   30pt,   100%,   0

VOOMERANG, provides megaton 
information  of real estate

1 2 3 4 5 6 7 8 9 0

고딕, 명조 폰트 사용 시 굵기, 장평, 자간은 위와 같이 규정하며, , 크기는 가독성을 해하지 않는 범주에서 자유롭게 사용 하되 행간은  (크기 + 2~10pt )로 계산하여 사용한다. 

DINPro Regular, Bold     24pt  /   30pt,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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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GUIDE

A타입 : 윤고딕 / helvetica B타입 : 윤명조 / Times

Table  
테이블 A 내용 내용

테이블 B 내용 내용

테이블 C 내용 내용

테이블 D 내용 내용

Table
테이블 A 내용 내용

테이블 B 내용 내용

테이블 C 내용 내용

테이블 D 내용 내용

표제목, 제목부분 라인처리

R234  G85  B20       

C0  M80  Y95  K0

# ea5414

표제목, 제목부분 라인처리

R0  G0  B0

C30  M30  Y30  K100

# ea5414

본문 라인처리

R114  G113  B113      

C0  M0  Y0  K70

# 717071

본문 라인처리

R181  G181  B182      

C0  M0  Y0  K40

# b4b5b5

강조처리(농도 20%)

R234  G85  B20       

C0  M80  Y95  K0

# ea5414

강조처리(농도 10%)

R0  G0  B0

C30  M30  Y30  K100

# ea5414

Table
테이블 A 내용 내용

테이블 B 내용 내용

테이블 C 내용 내용

테이블 D 내용 내용

Table
테이블 A 내용 내용

테이블 B 내용 내용

테이블 C 내용 내용

테이블 D 내용 내용

표제목, 제목부분 라인처리

R234  G85  B20       

C0  M80  Y95  K0

# ea5414

표제목, 제목부분 라인처리

R0  G0  B0

C30  M30  Y30  K100

# ea5414

본문 라인처리

R114  G113  B113      

C0  M0  Y0  K70

# 717071

본문 라인처리

R181  G181  B182      

C0  M0  Y0  K40

# b4b5b5

강조처리(농도 20%)

R234  G85  B20       

C0  M80  Y95  K0

# ea5414

강조처리(농도 10%)

R0  G0  B0

C30  M30  Y30  K100

# ea5414

사용범위 : 인쇄 / 배너 /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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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GUIDE

Table
테이블 A 내용 내용

테이블 B 내용 내용

테이블 C 내용 내용

테이블 D 내용 내용

표제목, 제목부분 라인처리

R234  G85  B20       

C0  M80  Y95  K0

# ea5414

본문 라인처리

R114  G113  B113      

C0  M0  Y0  K70

# 717071

강조처리(농도 20%)

R234  G85  B20       

C0  M80  Y95  K0

# ea5414

Table
테이블 A 내용 내용

테이블 B 내용 내용

테이블 C 내용 내용

테이블 D 내용 내용

표제목, 제목부분 라인처리

R234  G85  B20       

C0  M80  Y95  K0

# ea5414

본문 라인처리

R114  G113  B113      

C0  M0  Y0  K70

# 717071

강조처리(농도 20%)

R234  G85  B20       

C0  M80  Y95  K0

# ea5414

Table
테이블 A 내용 내용

테이블 A 내용 내용

테이블 A 내용 내용

테이블 A 내용 내용

표제목, 제목부분 라인처리

R0  G0  B0

C30  M30  Y30  K100

# ea5414

본문 라인처리

R181  G181  B182      

C0  M0  Y0  K40

# b4b5b5

강조처리(농도 10%)

R0  G0  B0

C30  M30  Y30  K100

# ea5414

Table
테이블 A 내용 내용

테이블 A 내용 내용

테이블 A 내용 내용

테이블 A 내용 내용

표제목, 제목부분 라인처리

R0  G0  B0

C30  M30  Y30  K100

# ea5414

본문 라인처리

R181  G181  B182      

C0  M0  Y0  K40

# b4b5b5

강조처리(농도 10%)

R0  G0  B0

C30  M30  Y30  K100

# ea5414

A타입 : 돋움 / helvetica B타입 : 돋움 / Times

사용범위 : 웹 / 모바일



_23적용 사례 가이드DESIGN 
GUIDE04



_24TEMPLATE04 DESIGN 
GUIDE

서식류 (사용범위 : 문서나 인쇄물 작업 시)

| 지침 | 서식류를 디자인 할때에는 심볼의 

패턴을 최대한 활용하여 디자인합니다.



_2504 DESIGN 
GUIDE

TEMPLATE

판촉물 (패턴강조형)

| 제작의도 |

브랜드 이미지를 대중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판촉물 제작

| 지침 | 판촉물 제작시에는 패턴을 활용하여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메가톤정보



_26DESIGN APPLICATION 04 DESIGN 
GUIDE

판촉물 (동선 강조 형)

| 제작의도 |

브랜드 이미지를 대중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판촉물 제작

| 지침 | 판촉물 제작시에는 블랙을 베이스로 하되 부메랑심볼의 컬러와 동선을 효과적으로 보이게 디자인합니다.



_2704 DESIGN 
GUIDE

DESIGN APPLICATION 

판촉물 (심볼 강조형)

| 제작의도 |

브랜드 이미지를 대중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판촉물 제작

| 지침 | 판촉물 제작시에는 화이트 베이스에 심볼을 큼직하게 넣어 강조합니다.



_2804 DESIGN 
GUIDE

DESIGN APPLICATION 

기타

| 제작의도 |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판촉물 제작

| 지침 | 차량시트지 제작시에는 부메랑 심볼과 서비스명이 

강조될수있도록 디자인합니다.



_29DESIGN APPLICATION 04 DESIGN 
GUIDE

UI 어플리케이션

| 제작의도 | 부메랑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전달될수있는 모션형태 고안

| 지침 | 서비스 로딩이미지는 부메랑이 돌고있는 이미지를 활용합니다.

NO SIM Monday, Sept. 18 100 % NO SIM Monday, Sept. 18 100 % NO SIM Monday, Sept. 18 100 % NO SIM Monday, Sept. 18 100 % NO SIM Monday, Sept. 18 100 % NO SIM Monday, Sept. 18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