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써브
B.I RENEWAL

디자인 : 윤대규

오랜시간 부동산계에서 사랑받아오며 업계 최대의 온오프라인 부동산 1위의 브랜드였던, 부동산써브의 브랜드가 노후화된 문제점을

브랜드
리뉴얼 목적

가지고 있었던 것과 동시에 앞으로 부동산써브의 역할과 방향이 다방, 벼룩시장의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기준으로 BI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오랜시간 우리 주변에 있어왔던 브랜드였던만큼,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방향으로 바뀌기 보다는
부동산써브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들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느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업계 최대의
온오프라인
부동산

노후화된 이미지
서비스 경쟁력 약화

As Is

다방, 벼룩시장 부동산을
아우르는 허브역할
리뉴얼, 현대적인 느낌

다방

벼룩시장 부동산

To Be

새로워진
부동산 써브 B.I

오랜시간 사랑을 받아온 부동산써브의 캐릭터와 워드마크에서 변화의 구심점을 삼아, 상담하는 집모양의 캐릭터에서 집의
지붕에 해당하는 선, 부동산써브의 워드마크(글자)에 각각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둘의 조화를 통해, 큰 지붕을 형상화하였고
워드마크와 함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로고가 탄생했습니다.

심볼

기존 캐릭터의 지붕을
형상화하여의 차용

워드마크

더욱 현대적으로 다듬어진
글꼴의 형태 적용

부동산 써브 B.I

현재 문서에 포함된 명함 디자인은 RGB컬러이며 CMYK시 사용시, LogoCMYK.ai파일을 사용하여 제작하기 바랍니다.

1. 그리드 시스템(logoRGB.ai 참조)

2. 배경에 따른 적용

Serve Navy

Serve Oranage

HEX : #0D2A7C
RGB : 13.42.124

HEX : #F9A51A
RGB : 249.165.26

PANTONE 2147 C
CMYK : 99.86.0.7

PANTONE 137 C
CMYK : 0.41.100.0

현재 문서에 포함된 명함 디자인은 RGB컬러이며, Namecard_CMYK.ai파일을 사용하여 제작하기 바랍니다.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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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X 54mm, 일반 규격임

오피스 간판 및 구성

기존의 노란색과 검정으로 대비되어 주목도는 있었으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면서도 더욱 밝고 세련된 모습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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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파일 & 매물장 서식(예시)

부동산의 시작
부동산써브
부동산써브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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