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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지 워드마크는 CI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표출하는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이다.

워드마크는 넥스지의 아이덴티티의 가장 핵심적임 요소이므로

최대한 형태와 색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일관된 이미지를 위해 사용상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임의로 작도하여 워드마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기본형의 이미지 전달이 부족할 경우 또는 사인에서는 

혼합형 또는 활용형 사용이 가능하다.

Wordmark 
워드마크   영문

기본형

그리드시스템

활용형

www.nexg.net Network Expert Group



넥스지

넥스지넥스지

Pont : 대한_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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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지 워드마크는 CI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표출하는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이다.

워드마크는 넥스지의 아이덴티티의 가장 핵심적임 요소이므로

최대한 형태와 색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일관된 이미지를 위해 사용상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임의로 작도하여 워드마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기본형의 이미지 전달이 부족할 경우 또는 사인에서는 

혼합형 또는 활용형 사용이 가능하다.

Wordmark 
워드마크   국문

기본형

그리드시스템

활용형

www.nexg.net Network Expert Group

넥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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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지 워드마크는 CI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표출하는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이다.

워드마크는 넥스지의 아이덴티티의 가장 핵심적임 요소이므로

최대한 형태와 색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일관된 이미지를 위해 사용상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임의로 작도하여 워드마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기본형의 이미지 전달이 부족할 경우 또는 사인에서는 

혼합형 또는 활용형 사용이 가능하다.

Wordmark 
워드마크   혼합 (영문+국문)

기본형

그리드시스템

활용형

넥스지

넥스지 www.nexg.net
넥스지

넥스지

넥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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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색상은 Full Color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NexG Burgundy, NexG Red, NexG Orange, Gold, 

Silver, Black 등의 표현도 가능하다. CI 색상활용은 넥스지의 

이미지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본 항에 제시된 색상 

활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넥스지의 색상은 주요 색상과 보조색상으로 구분되어지며,

지속적인 동일색상의 사용은 넥스지 이미지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색상활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CI Color Variation &
Color System
CI 컬러활용 & 전용색상

Full Color

넥스지

One Color

NexG Burgundy NexG Red NexG Orange

Gold

CMYK
C0  M100  Y100  K30

CMYK
C0  M100  Y100  K10

CMYK
C10  M300  Y100  K0

CMYK
C0  M0  Y0  K35

CMYK
C0  M50  Y100  K0

CMYK
C0  M10  Y100  K0

Silver Black

Main Color

Sub Color

넥스지 넥스지 넥스지

넥스지 넥스지 넥스지

NexG

Burgundy
NexG

Red

NexG

Gold
NexG

Silver

CMYK
C0  M0  Y0  K100

NexG

Black

NexG

Orange
NexG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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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체는 넥스지의 각종 인쇄, 홍보물에 적용되는 

문장 또는 표제어 둥에 사용되는 서체를 지정한 것으로 

넥스지의 시각이미지를 더욱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다. 지정서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기본요소는 물론 각종 응용매체에서 어울리도록 컴퓨터용 

서체를 지정 하였으며 사용시에는 응용항목 해당 항목별로 

제시된 내용을 준한다.

Typeface 
지정서체   국문

대한

가나다라

통합보안솔루션
대한민국 1위 넥스지 

대한_Regular

가나다라

통합보안솔루션
대한민국 1위 넥스지 

대한_Bold

나눔고딕

가나다라

통합보안솔루션
대한민국 1위 넥스지 

나눔고딕_Regular

가나다라

통합보안솔루션
대한민국 1위 넥스지 

나눔고딕_Bold

나눔명조

가나다라

통합보안솔루션
대한민국 1위 넥스지 

나눔명조_Regular

가나다라

통합보안솔루션
대한민국 1위 넥스지 

가나다라

통합보안솔루션
대한민국 1위 넥스지 

가나다라

통합보안솔루션
대한민국 1위 넥스지 

나눔명조_Bold

나눔고딕_ExtraBold

나눔명조_Extra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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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체는 넥스지의 각종 인쇄, 홍보물에 적용되는 

문장 또는 표제어 둥에 사용되는 서체를 지정한 것으로 

넥스지의 시각이미지를 더욱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다. 지정서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기본요소는 물론 각종 응용매체에서 어울리도록 컴퓨터용 

서체를 지정 하였으며 사용시에는 응용항목 해당 항목별로 

제시된 내용을 준한다.

Typeface 
지정서체   영문

Arial

Aa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Arial_Regular

Aa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Arial_Bold

Arial Black

Aa
Arial Black_Regular

Times

Aa
Times_Regular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Aa
Times_Bo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