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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Identity

PETURIA COFFEE



브랜드색상 YELLOW+WHITE STORY
  
  옐로우는 젊고 생기발랄한 느낌을 주며 긍정적인 표현의 
                       컬러 입니다. 
                 화이트는 순수,깨끗함, 신뢰를 주는 컬러입니다  

브랜드형상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Young한 커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도록 도움을 주는 색채로 새롭게 도전하는
                       느낌을 강조하였습니다.   

브랜드글씨체 궁서체 

  활기차고 유연한 느낌의 궁서체를 사용하였습니다. 



명함

제작방법

명함은 임직원들이 회사의 이미지를 

외부인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관련부서의 정확하고 일관된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명함은 국문와 영문을 전후면으로 인쇄하여 

사용하며 제작시 예시된 규정을 검토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앞면

규격: 90X50

지질: 베이직 233g

인쇄: 옵셋인쇄

색상: 가이드에 표현된 

         색상값에 맞추어 인쇄

명함

제작방법

명함은 임직원들이 회사의 이미지를 

외부인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관련부서의 정확하고 일관된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명함은 국문와 영문을 전후면으로 인쇄하여 

사용하며 제작시 예시된 규정을 검토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앞면

규격: 90X50

지질: 베이직 233g

인쇄: 옵셋인쇄

색상: 가이드에 표현된 

         색상값에 맞추어 인쇄

Mesquite Std MediumM/21pt/자간0

(숫자/영문 : 맑은고딕R/7pt/자간0

심볼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섹션을 나누어 활용 

쉽게 COFFEE회사임을 이해할 수 있는 색채 사용 

C50.Y30.M40.K10

C50.Y30.M40.K10

C0.Y32.M19.K08

C0.Y52.M33.K32

BLACK

WHITE

홍 혜 선 HONG HYE SUN

M. 010-6230-9711

A.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비버리힐

PETULIA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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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제작방법

카드는 제작시 주어진 규격,색상, 서체 

인쇄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이이덴티티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표현할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규격: 90X50

지질: 플라스틱

인쇄: PVC인쇄 

색상: 가이드에 표현된 

         색상값에 맞추어 인쇄

제작방법

C25.Y40.M25.K0

BLACK

WHITE

Membership Card

이 카드는 PETULIA COFFEE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카드를 분실시 당사에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카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커피빈 매장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ETULIA COFFEE 전자상품권은 현금과 교환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및 잔액 조회 : PETULIA COFFEE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유효기간
2018년 6월

잔액조회
www.petuliacoffee.com
문의전화 02-3468-16001208D01697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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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제작방법

라벨 표시의 중심은 상품명과 상표이며 

상품에 관해 올바르게 알 권리를 주장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디자인해야한다

라벨은 내용·품질·성분·원자재·규격·용량·

제조연월일·제조 및 판매원·사용방법 등이 

기재되야하고 제작시 예시된 규정을 

검토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규격: 265X70

지질: 크래프트지 233g

인쇄: 옵셋인쇄

색상: 가이드에 표현된 

         색상값에 맞추어 인쇄

LABEL

APPLICATION
C50.Y30.M40.K10

C50.Y30.M40.K10

K80

BLACK

Decaf

Shots

Syrup

Milk

Drink
Custom



라벨 Application

제작방법

라벨 표시의 중심은 상품명과 상표이며 

상품에 관해 올바르게 알 권리를 주장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디자인해야한다

라벨은 내용·품질·성분·원자재·규격·용량·

제조연월일·제조 및 판매원·사용방법 등이 

기재되야하고 제작시 예시된 규정을 

검토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규격: 90X50

지질: 크래프트지 233g

인쇄: 옵셋인쇄

색상: 가이드에 표현된 

         색상값에 맞추어 인쇄

C0.Y41.M23.K24

C40.Y90.M65.K35

C0.Y84.M35.K0

BLACK



팩키지

제작방법

팩키지는 포장, 물품의 상품 가치를 

높여주는 동시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재료, 용기 등을 물품에 적응시키는 

기술 및 구체적 처리가 필요하다

규격: 90X50

지질: 마닐라 300g

인쇄: 옵셋인쇄

색상: 가이드에 표현된 

         색상값에 맞추어 인쇄

C41.Y17.M0.K10

C5.Y14.M55.K4

C21.Y60.M0.K8

BLACK

roastery coffee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

1. 품       명:  커피 (Coffee)

2. 모  델  명:  PETULIA COFFEE

3. 내  용  물:  커피티백20 개

3. 재       질:  종이              

4. 제조 년월:  2015년 3월

5. 제  조  원:  PETULIA COFFEE 

                  (서울시 마포구 신촌 33-1, Tel.02-123-1234)

6. 판  매  원:  PETULIA COFFEE 

                  (서울시 마포구 신촌 33-1, Tel.02-123-1234)

7. 제  조  국:  한국

       

roastery coffee
OPEN

©2015 PETULIA COFFEE Co.,Ltd. All Rights Reserved. Made in Korea

잘못된 제품으로 확인된 제품은 신제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건조한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2015 PETULIA COFFEE Co.,Ltd. All Rights Reserved. Made in Korea       



팩키지

제작방법

팩키지는 포장, 물품의 상품 가치를 

높여주는 동시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재료, 용기 등을 물품에 적응시키는 

기술 및 구체적 처리가 필요하다

규격: 90X50

지질: 베이직 233g

인쇄: 옵셋인쇄

색상: 가이드에 표현된 

         색상값에 맞추어 인쇄

C41.Y17.M0.K10

C5.Y14.M55.K4

C21.Y60.M0.K8

BLACK

roastery coffeeroastery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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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

제작방법

메뉴판은 음식의 종류와 순서를 계획하여 

선호도, 경제적, 시간 절약할 수 있는 

나열된 레이아웃위주의 작업이 필요하다

메뉴판은 표지와 내지를 전후면으로 

인쇄하여 사용하며 제작시 예시된 규정을 

검토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규격: 420X297

지질: 베이직 233g

인쇄: 옵셋인쇄

색상: 가이드에 표현된 

         색상값에 맞추어 인쇄

표지

C25.Y40.M25.K10

C30.Y46.M33.K25

BLACK

www.facdbook.com/honghs91

Instagram._PETULIA

PETULIA
COFFEE

신촌역

독수리약국

ROASTERY COFFEE

SUNDAY - THURSDAY  AM.10:00 - PM.11:00

FRIDAY - SATURDAY  AM.11:00 - PM.12:00

THIS

WHEN
DID YOU
ROAST

COFFEE?
저희 PETULIA COFFEE는 로스팅한 원두를 수입하거나, 공장에서 대량으로 

로스팅한 원두가 아닌 매일 최상급 커피 로스터에서 예술같이 갓 볶아낸 

원두로 가장 신선한 커피, 가장 맛있는 커치를 만듭니다. 커치를 마시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상식, 가장 신선한 커피가 가장 맛있다는 사실. 

이 맛을 지키기 위해 PETILIA COFFEE는 좋은 품질의 생두를 로스팅 한 후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에스프레소로 뽑습니다. 

You have to ask that question whenever you order your coffee. 

To ensure we serve you with the most delicious and fresh coffee at all

times we roast fresh coffee beans everyday, as you see in one of our 

shops. We will never use any imported roasted beans or mass-roasted 

beans from some remote factories. Any coffee lover knows rules that 

the best tasting coffee is the one extracted from freshy roasted beans.

To keep that taste. PETULIA COFFEE always roasts good quality coffee

beans which will be used within seven days to extract the best espresso.

라이트  

LIGHT

  시나몬  

CINAMON

  미디엄  

MEDIUM

 하이    

HIGH

시티    

CITY

  풀시티   

FULLCITY

  프렌치  

FRENCH

이탤리언

 ITALIAN



메뉴판

제작방법

메뉴판은 음식의 종류와 순서를 계획하여 

선호도, 경제적, 시간 절약할 수 있는 

나열된 레이아웃위주의 작업이 필요하다

메뉴판은 표지와 내지를 전후면으로 

인쇄하여 사용하며 제작시 예시된 규정을 

검토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규격: 420X297

지질: 베이직 233g

인쇄: 옵셋인쇄

색상: 가이드에 표현된 

         색상값에 맞추어 인쇄

내지

C25.Y40.M25.K10

C30.Y46.M33.K25

BLACK

PETULIA COFFEE

Cappuccino 카푸치노

에 스 프 레 소  샷 에  신 선 한 우유를혼합한 후 우유거품을 충분히 얹고 시나몬 파우더를 
뿌린 고급스런 커피

Cafe latte 카페라떼

에 스 프 레 소  위 에  신 선 한 우 유 와  우 유 거 품 을  얹  은  커피로  카푸치노보다 우유양이  
많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커피

Cafe mocha 카페모카

진한 모카시럽과 에스프레소, 신선한 우유의 절묘한 조화 그 위에  휘핑크림과 코코아파우더로 
장식한 달콤함이 매력적인 음료

Mochaccino 모카치노

진한 모카시럽과 에스프레소를 신선한 우유와 혼합한 후 우유거품을 얹고 초코파우더로 
마무리한 커피

Caramel Macciatto 카라멜 마끼아또

에 스 프 레 소  원 액 에  바 닐 라 시 럽 과  카 라 멜  소 스 가  조 화 를  이 룬  달콤한 커피

PETULIA COFFEE는 유기농 생두를 기본으로, 매일 로스팅하여 7일 이내의 신선한 커피를 선보입니다. 
커피 발상지 아프리카 대륙 이디오피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향을 가진 중앙아메리카의 과테말라, 
아시아 열대우림 지역을 대표하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원두를 사용합니다. 강한 맛과 향이 특징인 
Espresso커피를 느껴보세요.

Espresso 에스프레소  

SPECIAL SEASON TEA 스페셜 시즌 티

체리 블로썸 Cherry Blossom          

마테 초콜렛 Mate Chocolate                                          

디 얼스 가든 The earl's Garden                                      

트로피칼 칵테일 Tropical Cocktail                                   

화이트 초콜렛 White Chocolate                                      

스트로베리로즈 Strawberry Rose                                    

진저레몬 Ginger Lemon  

허브 차 Herbal Infusion                                               

6.

6.

6.

6.

6.

6.

6.

5.

Americano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의 원액의 맛을 잘 살린 상태에서 정수된 차가운 물과 혼합한 커피로 케익이나 
베이글과의 조화가 돋보이는 음료

정통적인 이탈리안 방식으로 추출된 커피로 'Heart of Coffee'라 불린다.  

  5.

  5.

  5.

  5.

5.5

5.5

5.5

PREMIUM BLACK TEA 프리미엄 홍차

마가렛츠 호프 Margaret's Hope

오렌지 페코 Orange Pekoe

다즐링 Darjeeling

누와라 엘리야 Nuwara Eliya

아쌈 Assam

잉글리쉬 블랙퍼스트 Organic English Breakfast   

7.

8.

7.

7.

7.

8.

BEVERAGE 음료

Dessert 디저트

SUNDAY - THURSDAY  AM.10:00 - PM.11:00

FRIDAY - SATURDAY  AM.11:00 - PM.12:00

초코 브라우니 Chocolate Brownies    

치즈케이크 Cheese Cake             

애플파이 Apple Pie     

사과의 달콤함과 파이의 바삭함이 식감을 자극하고 홍차와 어울리는 새콤달콤 디저트

블루베리 치즈 케이크 Blueberry Cheese Cake     

달콤한 블루베리와 부드러운 크림치즈의 만남

진한 크림치즈향이 특징인 촉촉하고 부드러운 뉴욕스타일의 치즈케익

유럽의 토종 식물로 만든 허브로 소화와 진정 효과가 있다.

생강 향이 그윽한 진저 레몬티. 모닌 시럽을 넣어 새콤달콤한 맛의 티

건강과 미용에 좋은 스트로베리 로즈티는 소화 촉진, 원기회복,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

화이트 초콜렛으로 단맛을 내어 깊이있고 은은한 단맛이 특징 

와인 오크통 숙성차를 함유하여 차에 달콤한 트로피칼 칵테일의 풍미를 담은 티

블랙 커런트향으로 딸기향이 나는 티

MILK TEA & LATTE 밀크티&라떼

로얄 밀크티 Royal 

홍차 Black  

6.5

5.5

홍차와 우유를 블렌딩하면 우유에 들어 있는 단백질인 카세인이 홍차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영양도 풍부하다.

고품질의 실론과 인도산 아쌈이 어우러진 전통적인 홍차 

스리랑카 남서부 산악지대에서 나는 홍차

인도의 다르질링 마을 일대에서 생산되는 홍차

스리랑카산 홍차를 블렌딩한 홍차

5.5

  6.

  5.

  5.

  6.

진한 초콜렛의 쫀득쫀득하고 달콤한 브라우니를 아메리카노와 곁들어보세요.

커피, 카카오, 마스카르포네 치즈 등의 재료로 만든 이탈리아의 디저트

티라미수 Tiramisu

피부미용과 다이어트, 우울증에 효과가 좋은 티

톡톡 튀는 체리의 향긋함에 녹차의 부드러운 맛이 더해져 있는 티

인도 아쌈지방의 메렁 다원차로 고소한 몰트향과 진한 맛이 나는 홍차

진한 홍차위에 라떼 크림이 더해져 부드러운 맛을 내는것이 특징

다원의 다즐링 백차



POP

제작방법

피오피 광고는  브랜드(상표)를 식별시키고, 

다른 제조업체 선호심리로부터의 전환 

유도, 상품에 주목, 구매의 결단을 내리게 

하는 설득력,  충동적 동기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직접적인 역할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피오피 광고는 제작시 예시된 규정을 

검토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규격: 90X50

지질: 베이직 233g

인쇄: 옵셋인쇄

색상: 가이드에 표현된 

         색상값에 맞추어 인쇄

C91.Y53.M11.K0

C0.Y31.M6.K16

C100.Y51.M11.K51

C89.Y50.M0.K49

C3.Y18.M49.K7

2015년 6월 12일 ~ 2015년 6월 30일

*단 1일 1회 구매 잔수 2잔으로 제한됩니다.

*쿠폰 사용 및 중복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상품은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Anniversary25th Anniversary25th

EVENT 1

EVENT 2

주의사항!

해당기간동안 Happy Hour 적용 매일 3시 ~ 5시  

모든 PETULIA COFFEE 제조 음료를                   가격에 드립니다.50%
OFF

PETULIA COFFEE의 마음을 담아, 

해당기간동안 방문하시는 

91년 고객님들께

                           를 드립니다.모카&마카롱 Set

EVENT



POP

제작방법

피오피 광고는  브랜드(상표)를 식별시키고, 

다른 제조업체 선호심리로부터의 전환 

유도, 상품에 주목, 구매의 결단을 내리게 

하는 설득력,  충동적 동기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직접적인 역할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피오피 광고는 제작시 예시된 규정을 

검토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규격: 90X50

지질: 아크릴 우드락

인쇄: 옵셋인쇄

색상: 가이드에 표현된 

         색상값에 맞추어 인쇄

C91.Y53.M11.K0

C0.Y31.M6.K16

C100.Y51.M11.K51

C89.Y50.M0.K49

C3.Y18.M49.K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