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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색상 GREEN+LIGHT GREY
  
  수풀의 은은한 푸른 색은  
  다시 찾고싶은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브랜드형상 책갈피에 돋아난 이파리
  언제나 새롭고 신선한 차와 공간을 제공하는 북카페 
  수풀떠들썩팔랑의 뜻을 담았습니다.

브랜드글씨체 정적이며 단아한 문체부 정체
  커피한잔과 함께 편안한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수풀떠들썩팔랑의 이미지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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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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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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50.Y30.M40.K10

C16.Y5.M50

C10.Y28.M72.K4

BLACK

BLACK

C73.Y45.M79.K46

수풀떠들썩팔랑 기프트카드 이용 안내
본 카드는 무기명 선불전자결제 수단인 수풀기프트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 충전 후 수풀카페 매장 결제 및 해피캐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환불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 가능합니다
고객의 관리소홀로 인한 카드의 분실, 도난, 훼손, 도용시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이 카드는 서명된 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 카드는 수풀떠들썩 팔랑에서 발행하는 멤버십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수풀떠들썩팡랑 멤버십 제유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카드 사용시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카드를 도난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풀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카드를 습득하신 경우에는 수풀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If found, please return to SOOPOOL  ☎ 1588-1688

서 명

AUTHOR IZED
S I G N A T U R E

pay on

Membership Card

신 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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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80

BLACK

C73.Y45.M79.K46

C10.Y28.M79.K4

C50.Y30.M40.K10

C50.Y30.M40.K10

K80

BLACKC5.Y8.M15.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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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6.M24.K78

C73.Y45.M79.K46

C10.Y28.M71.K4



레이블 Application
-머그컵

지정색상

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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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73.Y45.M79.K46

C10.Y28.M71.K4

C26.Y12.M25



레이블 Application

지정색상

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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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80

BLACK

C42.Y82.M80.K64

C35.Y75.M98.K40

C33.Y65.M100.K25

C60.Y55.M89.K45

C5.Y15.M68.K20

C10.Y28.M71.K4

C0.Y16.M24.K78

C73.Y45.M79.K46



외부사인

지정색상

외부사인은 방문하는 고객에게 

아이덴티티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잘표현해야한다 

제작시 주어긴 규격, 색상 ,서체 인쇄등 

예시된 규정을 검토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C0.Y16.M24.K78

C73.Y45.M79.K46

C26.Y12.M25

C50.Y30.M40.K10C43.M62

C10.Y28.M71.K4

C20.Y9.M47.K17

Tuesday-Sunday 9 AM -11 PM
Closed on Mon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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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80

BLACK

C0.Y16.M24.K78

C42.Y82.M80.K64

C35.Y75.M98.K40

C33.Y65.M100.K25

C60.Y55.M89.K45

C5.Y15.M68.K20

C73.Y45.M79.K46

C10.Y28.M71.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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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80

BLACK

C0.Y16.M24.K78

C42.Y82.M80.K64

C35.Y75.M98.K40

C33.Y65.M100.K25

C60.Y55.M89.K45

C5.Y15.M68.K20

C73.Y45.M79.K46

C10.Y28.M71.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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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73.Y45.M79.K46

C10.Y28.M71.K4

C26.Y12.M25



C11.Y80.M96.K2

C15.Y30.M67.K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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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

C73.Y45.M79.K46

C10.Y28.M71.K4

C26.Y12.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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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73.Y45.M79.K46

C73.Y45.M79.K46

C10.Y28.M71.K4

C26.Y12.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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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