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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브랜드 아이덴티티 가이드라인



제작 / 관리 / 문의 - 웰컴디지털뱅크 CEM본부 BX팀

웰컴저축은행 브랜드 아이덴티티 관리 지침

본 가이드라인은 웰컴저축은행 대내외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품질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브랜드 관리 지침서 입니다.

웰컴저축은행의 모든 임직원이 본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모든 시각 매체 제작 시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면서도 품질 높은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내용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거나 신규브랜드 출시 등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브랜드 담당 부서에 문의 및 요청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관련 문의

CEM본부 | BX팀

본 가이드라인은 2022년 1월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Guidelines History

Released 2021. 03. 10.0.0

Edited 2022. 01. 05.0.1



BASIC PRINCIPLES1.0
BI 기본 규정사항



BI 워드마크

Word Mark

워드마크는 웰컴디지털뱅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디자인요소로 Brand Identity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워드마크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임의적인 변형은 하지 않습니다.



최소(공간) 규정

Word Mark Size

워드마크 사용 시 다른 요소로부터 시각적 침해를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간 영역을 설정해 놓은 규정으로, 워드마크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규정에 따른 표준 원칙을준수하여야 

합니다.

X

‘웰’ 글자의 높이 기준으로 ‘X’값을 선정합니다. 이 공간 내에 다른 요소가 침범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X

X

X

X

8mm25px

이 사이즈 보다 작게 표현되는 경우 워드마크의 요소가 명확히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용 후 시인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공간규정 Clear Space
공간적 요소에 따른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여백 규정 

디지털 Digital인쇄 Print 

매체 적용 시 높이 기준 최소 사이즈 규정

최소 사이즈 Minimum Size



사용 금지 규정

Word Mark
Incorrect Usages

워드마크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Brand Identity를 손상할 수 있음으로 반드시 규정에 따른 

표준 형태만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워드마크의 컬러를 지정색 이외의 색으로 사용한 경우

워드마크에 사용된 요소의 위치, 비율을 변형한 경우 2

워드마크 일부에 지정색상을 잘못 적용한 경우

워드마크의 형태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워드마크에 사용된 요소의 위치, 비율을 변형한 경우 1

워드마크를 블랙 1도, 그레이스케일로 사용한 경우

워드마크에 사용된 요소를 다른요소와 결합한 경우 2

워드마크에 사용된 요소를 다른요소와 결합한 경우 1

복잡한 배경 이미지 위에 사용한 경우

상태가 불량한 워드마크를 사용한 경우 워드마크에 사용된 요소를 일부분만 사용한 경우 1 워드마크에 사용된 요소를 일부분만 사용한 경우 2

워드마크의 각도를 변형한 경우

워드마크와 비슷한 색상의 배경색 위에 사용한 경우워드마크 명시성이 떨어지는 배경색 위에 사용한 경우



브랜드 전용색상

Brand Color

웰컴디지털뱅크의 차별화된 Brand Identity를 표현하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정확한 표준 색상 재현을 통해 워드마크의 

개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Red는 웰컴디지털뱅크의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당행의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전달합니다.

PRIMARY COLOR SUB COLOR PALETTE

R:225 G:3 B:23

PANTONE 2035 C

#E10317

C: 0 M:100 Y:97 K:0

R:204 G:207 B:209

PANTONE COOL GRAY 2 C

#CCCFD1

C:24 M:16 Y:16 K:1

서브 컬러인 Gray 컬러는 웰컴디지털뱅크의 견고함과 
신뢰감, 안정감을 주며 메인 컬러인 Red를 보완해 줍니다.



브랜드 전용색상 컬러 팔레트

Brand Color

웰컴디지털뱅크를 표현하는 주요 색상입니다.

색상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색상 값을 참고하여 매체에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쇄물 등 오프라인 매체는 CMYK값을 참고하며,

온라인 매체는 RGB, HEX값을 참고하여 제작합니다.

인쇄 매체의 경우 정확한 색상 재현을 위해 Pantone색상 

견본과 대조하여 시각적인 동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FFBDC7  RGB 255 189 199  CMYK 0 40 10 0

#F46C80  RGB 244 108 128  CMYK 0 75 30 0

#FF5060  RGB 255 80 96  CMYK 0 86 40 0

#BA3541  RGB 186 53 65  CMYK 13 96 70 3

#812830  RGB 129 40 48  CMYK 28 97 72 31

#FF0017  RGB 255 0 23  CMYK 0 100 88 0

#E10317  RGB 225 3 23 CMYK 0 100 97 0

#B70010  RGB 183 0 16  CMYK 11 100 100 5

#950713  RGB 149 7 19  CMYK 21 100 100 20

#64000A  RGB 100 0 10  CMYK 32 100 89 50

#4D2328  RGB 77 35 40  CMYK 40 85 58 64

#481419  RGB 72 20 25  CMYK 40 99 71 67

#FFFFFF  RGB 255 255 255  CMYK 0 0 0 0

#F6F6F6  RGB 246 246 246  CMYK 0 0 0 5

#DDDDDD  RGB 225 228 230  CMYK 15 10 10 0

#CCCCCC  RGB 204 204 204  CMYK 23 17 18 0

 #CCCFD1  RGB 204 207 209  CMYK 24 15 16 0

#A9AEB2  RGB 169 174 178  CMYK 37 25 25 5

#9EA2A5   RGB 158 162 165  CMYK 40 30 30 10

#9B9A9B  RGB 155 154 155  CMYK 40 30 30 10

#7E8084  RGB 126 128 132  CMYK 50 40 36 20

#222222  RGB 34 34 34 CMYK 75 65 60 80 (OPACITY 40%)

#222222  RGB 34 34 34 CMYK 75 65 60 80

#181F2E  RGB 24 31 46  CMYK 95 80 50 65



Positive & Negative Color
워드마크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높은 명시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규정에 따른

원칙을 준수해야합니다.

명도 적용규정

Brand Color
Contrast Usages 

흰색 또는 밝은색 배경에는 메인컬러 조합을 우선 적용합니다.
명도가 어두운 배경색상 또는 이외의 컬러를 사용할 경우 네거티브 타입으로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배경색을 사용할 경우, 네거티브 타입으로 변경하여 흰색(C:00, M:00, Y:00, K:00)으로 표현합니다.

배경 컬러와의 관계에 있어 브랜드 로고가 명확하게

보여야 하므로 본 규정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BX팀과 협의하여 제작하도록 합니다.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Full Color & White Solid Color Brightness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Black & White Solid Color Brightness

워드마크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높은 명시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규정에 따른

원칙을 준수해야합니다.

명도 적용규정

Brand Color
Contrast Usages 

배경 컬러와의 관계에 있어 브랜드 로고가 명확하게

보여야 하므로 본 규정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BX팀과 협의하여 제작하도록 합니다.



웰컴체
Bold

넘버원 디지털뱅킹 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

Digital No.1 Welcome

웰컴체 
Regular

넘버원 디지털뱅킹 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

Digital No.1 Welcome

전용 서체

Typography

웰컴체는 디지털 특징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당행의 철학과 핵심가치를 표현한 서체입니다. 

선명하면서 절제된 인상, 주목성 있는 굵기와 뼈대에 

부드러운 획을 통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본 서체는 헤드라인(제목) 서체로만 사용 가능하며,

라이선스 및 사용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웰컴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단하고 Bold한 형태의 세로획을 강조하여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감과 안정감을 상징하는 서체입니다.

헤드라인 전용

좌측 하단부 꺾인 부분의 부드러운 곡선 처리는 고객을 향해 열려있는 표용력을 의미합니다.

본문 전용



그래픽 모티브

Graphic Motif

웰컴디지털뱅크 그래픽 모티브는 레드카펫을 형상화한 

것으로, ‘환영’, ‘고객지향’ 등 당행의 아이덴티티를 

담고있습니다. 

그래픽 모티프는 조형적 특징 및 상징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물로서,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왜곡과 변형 등 어떠한 이미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레드카펫 REDCARPET

환영하다/극진히 대접하다

a

b

a

b

환영/고객지향

안정적인
(당행의 튼튼한 기반)

진취적인 유연한
(고객에 대한 태도)



2.0 APP Logo PRINCIPLES
앱로고 기본 규정사항



앱 로고는 웰뱅 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디자인요소로 

Brand Identity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고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표준 

형태만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APP 로고

APP Logo



최소(공간) 규정

APP Logo Size

로고 사용 시 다른 요소로부터 시각적 침해를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간 영역을 설정해 놓은 규정으로, 로고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규정에 따른 표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X X

X X

X

‘웰’ 글자의 높이 기준으로 ‘X’값을 선정합니다. 이 공간 내에 다른 요소가 침범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최소공간규정 ]

- 최소 사용 규정 (Screen) - 최소 사용 규정 (Print)

이 사이즈 보다 작게 표현되는 경우 워드마크의 요소가 명확히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용 후 시인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12mm34px



앱 아이콘 디자인 규정

플랫폼 자동 마스킹 효과 예시

512px

512px

App Logo Icon

적용사양

최종 크기 : 512px x 512px

형식 : 32비트 PNG

색상 공간: sRGB

최대 파일 크기: 1,024KB

모양: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마스킹 처리된다.

아이콘의 아트워크는 전체 에셋 공간을 차지하거나, 로고와 같은 

아트워크 요소를 디자인하여 키라인 그리드 위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트워크를 배치할 때는 키라인을 절대적인 규칙이 

아닌 가이드라인 정도로 활용합니다.



App Logo
Incorrect Usages

로고마크의 컬러를 지정색 이외의 색으로 사용한 경우  로고마크 지정색을 반전으로 사용한 경우로고마크 일부에 지정색상을 잘못 적용한 경우

로고마크에 사용된 요소를 다른요소와 결합한 경우 2로고마크에 사용된 요소를 다른요소와 결합한 경우 1 로고마크에 사용된 요소의 위치, 비율을 변형한 경우

로고마크의 각도를 변형한 경우 로고마크의 형태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상태가 불량한 로고마크를 사용한 경우

로고마크와 비슷한 색상의 배경색 위에 사용한 경우 로고마크에 사용된 요소를 다른 표현방법으로우 나타낸 경우로고마크와 비슷한 색상의 배경 이미지 위에 사용한 경우

로고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Brand Identity를 손상할 수 있음으로

반드시 규정에 따른 표준 형태만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사용 금지 규정



권장 배경(백색)에서의 아이콘 적용 예시 권장 배경(검정색)에서의 아이콘 적용 예시 권장 배경(빨간색)에서의 아이콘 적용 예시

브랜드 전용색상

브랜드 색상 표현방식

Brand Color Usages

로고의 다양한 색상 표현방식 등을 규정한 것 입니다. 

용도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고, 

반드시 규정에 따른 정해진 원칙을 준수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Brand Color

R:225 G:3 B:23

2035 C

#E10317

C:0 M:100 Y:97 K:0

웰컴디지털뱅크의 차별화된 Brand Identity를 표현하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정확한 표준 색상 재현을 통해 워드마크의 

개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PRIMARY COLOR

Red는 웰컴디지털뱅크의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당행의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전달합니다.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Full Color & White Solid Color Brightness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앱 로고 마크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높은 명시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규정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명도 적용규정

Brand Color
Contrast Usages 

배경 컬러와의 관계에 있어 브랜드 로고가 명확하게

보여야 하므로 본 규정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BX팀과 협의하여 제작하도록 합니다.



제휴사 채널 적용 규정

Logo Icon

웰컴저축은행 심볼 사용 예시App logo 웰뱅 icon 사용 예시

제휴사 채널에서 앱 아이콘은 ‘웰뱅’ 아이콘을 최우선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최소 사용 규정에 따라 웰컴저축은행 ‘심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가로폭 720px 기준으로 세로 25px 이하)

앱 아이콘 형태는 제휴사 플랫폼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마스킹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