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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본 가이드라인은 테라젠바이오의 브랜드 가이드라인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의 규정에 어긋나는 지나친 변형은 본래의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상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작물과 관련된 부서 및 협력회사는 ‘테라젠바이오’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 제작 시 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적용하여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신규 제작이나 리뉴얼이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브랜드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제작, 배포되어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모든 내용 및 이미지, 디자인 등 
모든 구성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할 수 없습니다.

© Theragen Bio. All rights reserved.



Global genome service provider and
AI-based biopharmaceutical company

글로벌 유전체 분석 서비스 및 AI 기반 신약개발기업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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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는 테라젠바이오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브랜딩 요소입니다. 아이덴티티의 
변형 및 오남용 등에 따른 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로고타입 사용 규정에 따른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1 Original 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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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space

Minimum Size / Print

6mm

Minimum Size / Digital

12px

로고는 테라젠바이오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브랜딩 요소입니다. 아이덴티티의 
변형 및 오남용 등에 따른 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로고타입 사용 규정에 따른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1 Original Logo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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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는 테라젠바이오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브랜딩 요소입니다. 아이덴티티의 
변형 및 오남용 등에 따른 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로고타입 사용 규정에 따른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2 Vertical 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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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space

로고는 테라젠바이오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브랜딩 요소입니다. 아이덴티티의 
변형 및 오남용 등에 따른 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로고타입 사용 규정에 따른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2 Vertical Logo

14mm

Minimum Size / Print

32px

Minimum Size / Digital

x

x

x

x

x



09

Theragen Bio Violet
RGB: 80 56 140
CMYK: 80 90 0 10
#50388B

Theragen Bio Blue
RGB: 45 46 140
CMYK: 99 99 0 5
#2d2e8c

Theragen Bio Light Blue
RGB: 101 112 181
CMYK: 67 58 0 0
#6570b5

Main color Sub color Gradation color

RGB: 226 229 231
CMYK: 13 9 7 0
#E2E5E7

RGB: 251 251 251
CMYK: 2 1 1 0
#FBFBFB

Point color

RGB: 0 202 196
CMYK: 69 0 34 0
#00CAC4

RGB: 255 246 133
CMYK: 6 2 57 0
#FFF685

RGB: 213 225 241
CMYK: 20 9 3 0
#D5E1F1

*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옵셋 인쇄물
   제작 시 별색인쇄를 권장합니다.

* 일반 디지털 출력물은 CMYK 색상을 사용하고, 
   웹 제작물 제작 시 RGB 색상을 참고합니다.

색상은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아이덴티티를 전달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색상 사용은 
브랜드 이미지를 왜곡시키거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3 Color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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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tone Background Color Background

1.4 Background
       Color Usage

색상은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아이덴티티를 전달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색상 사용은 
브랜드 이미지를 왜곡시키거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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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Korea : Spoqa Han Sans Neo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1234567890
!@#$%^&*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1234567890
!@#$%^&* 

Theragen BioLight

Theragen BioRegular

Theragen BioMedium

Theragen Bio

테라젠바이오

테라젠바이오

테라젠바이오

테라젠바이오Bold

Light

Regular

Bold

ExtraBold

지정 서체는 텍스트로 구성되는 모든 브랜드 콘텐츠에
사용되는 글씨체로, 각종 응용 항목에서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명시된 서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1.5 Typeface

* 영문 / 국문서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이며, 
   하단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https://spoqa.github.io/spoqa-han-sans/#download

* 문서용 서체는 영문 Calibri / 국문 맑은 고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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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젠바이오의 심벌(symbol)의 T 형태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그래픽 모티프입니다. 

그래픽 모티프는 로고 외에도 기업 이미지를 표현
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로 컬러나 도형, 패턴만으로 
해당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이미지를 강화
하는 시각적 요소입니다. 그래픽 모티프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완하는 요소이므로 필수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적용 매체의 용도와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야 합니다.

1.6 Graphic Motif

Graphic Motif 슬로건 조합

Global genome service provider and
AI-based biopharmaceutical company

Global genome service provider and
AI-based biopharmaceutical company

Global genome service provider and
AI-based biopharmaceutica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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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컬러 응용

아이콘 기본 A I       ·       D N A       ·       신 약

1.6 Graphic Motif

그래픽 모티프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아이콘
입니다. [ AI · DNA ·신약 ]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
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래픽 모티프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완하는 
요소이므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필수적으로 사용
하기보다는, 적용 매체의 용도와 환경에 따라 선택
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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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Graphic Motif
       Example

Global genome service provider and
AI-based biopharmaceutical company

Global genome service provider and
AI-based biopharmaceutical company

Global genome service provider and
AI-based biopharmaceutical company

Global genome service provider and
AI-based biopharmaceutical company

Global genome service provider and
AI-based biopharmaceutical company

Global genome service provider and
AI-based biopharmaceutical company

Global genome service provider and

 AI-based biopharmaceutical company

그래픽 모티프는 로고 외에도 기업 이미지를 표현
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로 컬러나 도형, 패턴만으로 
해당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이미지를 강화
하는 시각적 요소입니다. 그래픽 모티프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완하는 요소이므로 필수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적용 매체의 용도와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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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Incorrect Usage

로고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잘못 적용될 경우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시된 금지규정 외에도 브랜드의 이미지를 왜곡, 
훼손시키는 변형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로고 고유의 형태나 비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로고의 컬러를 변경하거나, 그림자 효과, 로고에 테두리 효과
  등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색과 낮은 대비로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없으며, 복잡한 그래픽 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  Application System

BRAND GUIDELINES Version 2.0

Global genome service provider and
AI-based biopharmaceutica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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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는 내·외부 노출 빈도가 높아 대외적 브랜드 
경험 요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작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항에 명시된 규정을 기본으로 
완성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2.1 Poster

* 사이즈 : A4_210 x 297 (mm)
                   A3_297 x 420 (mm)

* 재질 : 일반 무광코팅지 210g/m²
            또는 이에 준하는 백색용지

Type A_세로형 Type B_세로형

Type A_가로형 Type B_가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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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장은 내·외부 노출 빈도가 높아 대외적 브랜드 
경험 요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작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항에 명시된 규정을 기본으로 
완성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 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2.2 Notice

* 사이즈 : 210 x 297 (mm)
* 재질 : 일반 무광코팅지 210g/m²
            또는 이에 준하는 백색용지

* 서체 : 영문_Calibri / 국문_맑은 고딕

Type A

맑은고딕Bold 16pt / Calibri Bold 18pt

본문_국문: 맑은 고딕 10pt / English: Calibri 11pt

Type B-1

맑은고딕Bold 16pt / Calibri Bold 18pt

본문_국문: 맑은 고딕 10pt / English: Calibri 11pt

Type B-2

맑은고딕Bold 16pt / Calibri Bold 18pt

본문_국문: 맑은 고딕 10pt / English: Calibri 11pt

Sub-Title goes Here



19

Global genome service provider and
AI-based biopharmaceutical company

테라젠바이오 헬스케어 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삼환하이펙스 A동 10층 13493
대표전화: 1522-2375  l  Fax: 031-288-1294
문의: healthcare@theragenbio.com  l  theragenbio.com

    

소봉투는 내·외부 노출 빈도가 높아 대외적 브랜드 
경험 요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작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항에 명시된 규정을 기본으로 
완성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2.3 Envelope

* 사이즈 : 220 x 105 (mm)
* 재질 : 모조지 백색 120g/m2
            또는 이에 준하는 백색용지

Global genome service provider and
AI-based biopharmaceutical company

테라젠바이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4층 13488
대표전화: 1522-2382   l   Fax: 031-288-1293
문의: bio@theragenbio.com   l   theragenbio.com

Type A-1

Typ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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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투는 내·외부 노출 빈도가 높아 대외적 브랜드 
경험 요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작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항에 명시된 규정을 기본으로 
완성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2.3 Envelope

* 사이즈 : 330 x 245 (mm) 
* 재질 : 모조지 백색 120g/m2
            또는 이에 준하는 백색용지

Global genome service provider and

AI-based biopharmaceutical company

테라젠바이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4층 13488
대표전화: 1522-2382   l   Fax: 031-288-1293
문의: bio@theragenbio.com   l   theragenbio.com

Global genome service provider and

AI-based biopharmaceutical company

테라젠바이오 헬스케어 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삼환하이펙스 A동 10층 13493
대표전화: 1522-2375  l  Fax: 031-288-1294
문의: healthcare@theragenbio.com  l  theragenbio.com

Type A-1

Typ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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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은 외부 노출 빈도가 높아 대외적 브랜드 경험 
요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작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항에 명시된 규정을 기본으로 
완성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2.4 Shopping Bag

* 사이즈 : Type A_270 x 350 x 100 (mm)
                  Type B_320 x 250 x 100 (mm) 

* 제작방식 : 4도 인쇄 무광라미네이팅
* 재질 : 스노우 화이트지 200g 
* 끈: PP브레이드
* 아일렛: 백색

Type BTyp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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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배너는 테라젠바이오의 행사 및 각종 정보를 전달
하는 커뮤니케이션 요소입니다. 제작 시 본 항의 
예시에 따라 통일된 포맷을 유지하여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하며, 서체 및 컬러 사용 시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2.5 X-Banner

* 사이즈 : 600 x 1800 (mm)
* 제작방식 : 실크인쇄
* 재질 :  PET

Title 
Goes
Here

Sub-Title Goes Here

Title 
Goes
Here

Sub-Title
Goes Here

Type A Type B Type C

Title 
Goes
Here
Sub-Title
Goe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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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genome service provider and
AI-based biopharmaceutical company

  
  

Type A Type B

포토월은 외부 노출 빈도가 높아 대외적 브랜드 경험 
요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작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항에 명시된 규정을 기본으로 
완성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2.6 Photo Wall

* 현장 상황에 따라 규격이나 소재는 수정, 보완될 수 있으나
   반드시 브랜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Global genome service provider and
AI-based biopharmaceutica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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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템플릿은 외부 노출 빈도가 높아 대외적 브랜드 
경험 요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작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항에 명시된 규정을 기본으로 
완성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2.7 PPT Template

* 사이즈 : 1920 x 1080 (px)
* 서체 : 영문_Calibri / 국문_맑은 고딕

ⓒTheragen Bio Co., Ltd. All Rights Reserved.

ⓒTheragen Bio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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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템플릿은 외부 노출 빈도가 높아 대외적 브랜드 
경험 요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작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항에 명시된 규정을 기본으로 
완성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2.7 PPT Template
   

* 사이즈 : 1920 x 1080 (px)
* 서체 : 영문_Calibri / 국문_맑은 고딕

ⓒTheragen Bio Co., Ltd. All Rights Reserved.

ⓒTheragen Bio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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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템플릿은 외부 노출 빈도가 높아 대외적 브랜드 
경험 요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작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항에 명시된 규정을 기본으로 
완성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2.7 PPT Template
      

* 사이즈 : 1920 x 1080 (px)
* 서체 : 영문_Calibri / 국문_맑은 고딕

ⓒTheragen Bio Co., Ltd. All Rights Reserved.

ⓒTheragen Bio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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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서명은 내·외부 노출 빈도가 높아 대외적 
브랜드 경험 요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작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항에 명시된 규정을 
기본으로 완성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2.8 Email Signature

본 이메일에는 법률상 공개가 금지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되는 비밀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이메일을 받으신 분이 해당 수신인이 아니거나 또는 본 이메일을 해당 수신인에게 전달할 책임이 없는 경우, 본 이메일을 전달 또는 배포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본 이메일이 잘못 전송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발신인에게 알려주시고 귀하의 이메일 계정 및 컴퓨터에서 본 이메일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his e-mail message, together with any attachments, contains information of THERAGEN BIO, and may be confidential and/or 
legally privileged. The information is intended for the use of the individual(s) or entity(ies) named above. The content of e-mail cannot be copied without the consent of THERAGEN BIO, disclosed to third parties or forwarded. If you are not the intended 
recipient, and have received this message in error, please notify the sender immediately and delete it from your system.

홍길동  Gildong Hong   마케팅사업본부 마케팅팀   I   과장 Manager

T. +82-31-288-OOOO   I   M. +82-31-288-OOO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4층   www.theragenbio.com



28

채용 페이지는 외부 노출 빈도가 높아 대외적 브랜드 
경험 요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작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항에 명시된 규정을 기본으로 
완성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2.9 Recruitment Page

사이즈 : W 86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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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 소개

홍길동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열정과 열정사이”

#2022년 기대해요

#홍보는제게맡겨주세요#한문장 소개

홍길동 홍보팀/팀장

마케팅 사업본부

라운지에서 입사자를 소개하거나, 생일자를 알리는 
공지 화면은 내·외부 노출 빈도가 높아 대외적 
브랜드 경험 요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작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항에 명시된 규정을 기본으로 완성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2.10 Announcement

* 사이즈 : 1920 x 1080 (px)

생일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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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 1920 x 1080 (px)

배경화면은 내·외부 노출 빈도가 높아 대외적 
브랜드 경험 요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작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항에 명시된 규정을 
기본으로 완성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2.11 Desktop
          Wallpaper

Type A

Typ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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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 105 x 74 mm
                   90 x 52 mm

네임텍은 내·외부 노출 빈도가 높아 대외적 브랜드 
경험 요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작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항에 명시된 규정을 기본으로 
완성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2.12 Office Nametag

홍 길 동 과장/팀장
Ph.D.

마케팅사업본부   I   홍보팀

홍 길 동 과장/팀장
Ph.D.

마케팅사업본부   I   홍보팀

90 x 52

105 x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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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젠바이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4층
대표전화: 1522-2382   l   Fax: 031-288-1293
문의: bio@theragenbio.com   l   theragenbio.com

테라젠바이오 헬스케어 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삼환하이펙스 A동 10층
대표전화: 1522-2375  l  Fax: 031-288-1294
문의: healthcare@theragenbio.com  l  theragenbi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