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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DESIGN  GOAL  

통합
&

브랜딩

카테고리별

독립적인
정보노출

Integration IndependentAccessibility

통합
&

브랜딩

카테고리별

독립적인
정보노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분산되어있던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

통일된아이덴티티의 부여와 사이트별 독립성을 유지,�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차별화된 펀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와 효율성을 바탕으로한 고객만족 실현.



DESIGN STRATEGY  

Focus Strategy

사이트통합
&�브랜딩

공통의UI,�칼라,�비주얼아이덴티티

산재되어있던 사이트를하나의게이트에 통합,�어디에서도대카테고리로의 접근이가능한 공통UI와
일관성있는컬러시스템,�비주얼 아이덴티티를 적용하여고객편의와 만족에가장큰 가치를두는기업
의이미지와신뢰감을 줄수있는브랜드경험을 제공.

접근성
&�UI

UX�&�미니멀리즘

사용성과모바일 환경을고려한 UI�직관적인 콘텐츠노출,�그리드시스템,�타이포그래피 등
최신트렌드의 적용.�간결하고직관적인 구조의디자인스타일가이드를 통하여
필요한콘텐츠에만 집중.

카테고리별
차별화된정보노출

카테고리별특수성과무드의극대화

핵심콘텐츠를 위한공간을상단영역에 확보하여운영의용이성과
카테고리별펀드정보및서비스제공에 집중할수있도록최적화된 구성을유지함.



PROPOSAL DESIGN

TypeA TypeB TypeC

가치있는정보가 한눈에쏙~�상품정보를 강조. 하나로통합되고 펼쳐보여주다.편리한접근성!�브랜드 사이트를 한눈에…



PROPOSAL DESIGN

TypeATypeA



DESIGN STRATEGY  

Color

한국투자신탁운용의로고컬러인브라운과블루,�그레이를주 컬러로사용하여아이덴티티를유지.
유사색활용과명도대비를적용하여한투만의분위기를유지할수있도록하였다.

Visual 신뢰감,���정돈,���직관성,���정보전달,���가독성있는이미지,���브랜드아이덴티티를대변

그리드시스템
Grid�System

격자형태의메모지안에전체콘텐츠를 담아
정돈되면서가독성을높일 수있도록 구성함.

리플렛이미지
leaflet

각브랜드에서활용하고있는리플렛 이미지를사용함으로써
브랜드의전달 및신뢰를 확고히한다.



DESIGN  STRATEGY  

Motive 통합,�결속,�하나의,�정돈된,�펼치다!

‘�한국운용의가치있는정보가하나의공간에모이다.’
카테고리의통합과함께접근성을고려한정보전달이슈를메모/카드에서모티브화하여시각화함

한국투자신탁운용의소중한정보를
하나로모아놓은 후펼쳐볼수있다.



원하는카테고리 선택시

창이커지면서 세부 정보가 나타남.

클릭 후 해당 페이지로 이동.

그리드시스템을 적용하여 화면 전체에

카테고리 및중요 운용철학을 나열함.�

Interaction

DESIGN TYPE  A GATE�Main

참고URL :�http://www.bseye.com/

카테고리를 비롯하여 중요 콘텐츠 배치시

해당내용이 늘어난다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모니터 가로 사이즈에 맞춰

각각의메모장이 움직이게 됨.

Motion



원하는카테고리 선택시창이

커지면서세부 정보가나타남.

클릭후 해당페이지로 이동.

콘텐츠영역

DESIGN  TYPE  A GATE�Main

각 CI/BI�배치 스타일통일.

Logo�Area

Family�Site를 포함하여

푸터를공통적용함

통합공통 UI영역



DESIGN  TYPE  A GATE�Main

GateMain�첫화면 원하는카테고리에마우스로선택시

카테고리 선택 후활성화 화면 :�해당 사이트 간략 설명을 보여줌



DESIGN TYPE  A

GATE�메인과 동일한 그리드시스템을

적용하여 아이덴티티를 유지함.

상품정보가 크게 나타날 수있도록

구성.�

Interaction

SUB�Main

원하는상품 카드 선택시

좌측으로 간략 설명이 나오고

상세페이지로 이동 가능하게 함.

Interaction



비쥬얼영역에 펀드상품이노출되어

해당사이트의 위치를확고히함.

각 사이트별로 배치는상이함.

콘텐츠영역

DESIGN  TYPE  A

통합메인및각브랜드 사이트로

이동하기위한 메뉴.

Global�Quick�Menu

통합 공통 UI영역

로고위치및메뉴영역 등

스타일공통적용

SUB�Main

비쥬얼영역에 펀드상품이노출되어

해당사이트의 위치를확고히함.

각 사이트별로 배치는상이함.

CI/BI만 교체되고 Family�Site를

포함하여푸터를 공통적용함

통합공통 UI영역



DESIGN TYPE  A SUB�Main

마우스로 선택시 배경 컬러 변함



DESIGN  TYPE  A SUB�Main

원하는메뉴에 마우스로 선택시 하위메뉴가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됨



DESIGN  TYPE  A GATE�Main



DESIGN  TYPE  A SUB�Main



PROPOSAL DESIGN

TypeBTypeB



COLOR

한국투자신탁운용고유의컬러인 BROWN 컬러와보조컬러군으로안정감및신뢰감을줄수있는 BLUE컬러를

사용하여더욱정리되고분명한한국투자신탁운용만의웹아이덴티티를강조함.

일관된컬러아이덴티티를유지,�톤의 확실한차이를두어컨텐츠의기능적성격을분명하게함.

전체적으로백그라운드를 GRAY컬러를배치해좀더차분한느낌을강조함.

DESIGN  STRATEGY  

VISUAL 전체적인비주얼은최대한의미없는비주얼을자제하여필요한정보만을노출

필요한정보만노출함으로써보다더상품과정보를집중

◀불필요한비주얼이미지대신해당상품을대변할수 있는

직관성 있는이미지로대체



MOTIVE 한국투자신탁운용의브랜드사이트를한눈에!!

브랜드사이트로의편리한접근성,�게이트웨이사이트로의기능성을강조

DESIGN  STRATEGY  



이동할대표이미지와 간략한 설명으로

노출하는 방식.

각각의 사이트를 개별화된 여섯개의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상표태그에서

모티브를 얻어 해당브랜드를 태그화하는

디자인작업을 함.

DESIGN  TYPE  B GATE�Main



상단 로고및 공지사항영역

상단좌측은로고의고정된 영역이며,�

우측은 여섯개 사이트의공지사항을일자별로

정렬하여가져옴.

대카테고리핵심영역

여섯개의사이트를바로 이동할수있는 핵심영역.

이미지와간략한 설명으로여섯개사이트를나타냄.

DESIGN TYPE  B GATE�Main

대카테고리핵심영역

여섯개의사이트를바로 이동할수있는 핵심영역.

이미지와간략한 설명으로여섯개사이트를나타냄.

FOOTER

푸터영역이며,�여섯개 사이트 공통영역.

통합 공통 GNB(Global�Navigation�Bar) 영역

어느 사이트어디를가든 항상 붙는 GNB�위치.�어디에 있든여섯개의 사이트로이동가능하다.



DESIGN  TYPE  B GATE�Main

GateMain�첫화면 GNB�선택 후화면

좌측 GNB선택 후전체메뉴 펼침화면.



이동할대표이미지와 간략한 설명으로

노출하는 방식.

각각의 사이트를 개별화된 여섯개의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상표태그에서

모티브를 얻어 해당브랜드를 태그화하는

디자인작업을 함.

DESIGN  TYPE  B SUB�Main



상단 로고및 메뉴영역

대표상품영역

퇴직연금펀드의펀드상품을노출함.

펀드리스트를선택하면,�해당 이미지와간략설명이

노출됨.

상세보기버튼클릭시 상세 페이지와연동됨.

DESIGN  TYPE  B SUB�Main

대표상품영역

퇴직연금펀드의펀드상품을노출함.

펀드리스트를선택하면,�해당 이미지와간략설명이

노출됨.

상세보기버튼클릭시 상세 페이지와연동됨.

FOOTER

푸터영역이며,�여섯개 사이트 공통영역.

통합공통 GNB(Global�Navigation�Bar) 영역

어느 사이트어디를가든 항상 붙는 GNB 위치.�어디에 있든여섯개의 사이트를이동가능하다.

콘텐츠영역

퇴직연금사이트의주요정보를 노출.



DESIGN  TYPE  B

SUB�Main�첫화면 마우스이벤트 후 Fund�List�변경 화면

SUB�Main

상품노출 영역에서 마우스 휠 조정 시펀드 상품 리스트 변경됨



DESIGN TYPE  B GATE�Main



DESIGN  TYPE  B SUB�Main

비주얼영역 :�마우스 휠움직임 이후 상품내용 변경화면



PROPOSAL  DESIGN

TypeCTypeC



한국투자신탁운용고유의칼라인 Brown칼라와보조컬러군으로는안정감을줄수있는

Blue칼라를사용하여더욱정리되고분명한기업브랜드의경험을제공.�

일관된컬러 아이덴티티를유지,�톤의 확실한차이를두어컨텐츠의기능적성격을분명하게한다.

COLOR

DESIGN   STRATEGY  

VISUAL



MOTIVE

'하나로통합되고,�펼쳐 보여주다'
카테고리의 통합과 함께 고객편의와 접근성의 이슈를 Box에서 모티브화 하여 시각화함

통합,�결합,�결속,�하나의,�유기적인,�펼치다

DESIGN  STRATEGY  



DESIGN  STRATEGY  



게이트메인화면 상단 전면에

각카테고리의 관련 컨텐츠를

설명과함께 임팩트 있게 노출.�

하단은 2단 그리드로 뉴스,�추천상품,�

고객서비스,�홍보 컨텐츠를 노출함.�

DESIGN  TYPE  C GATE�Main-1

우측의카테고리 버튼을 클릭 시

버튼의배열이 카테고리 별

유기적인 형태를 구성하며

해당컨텐츠의 비주얼과 콘텐츠로 변환.

Interaction



대카테고리와 전체메뉴를 통하여
언제어디서든 별도의 학습없이
페이지이동이 쉽고 편리하며,�대
카테고리의 통합 공통 UI�성격을 띠고
있다.

우측으로 대카테고리의 네비게이터
역할을하는 버튼.�좌측으로 카테고리별
상세내용과 관련 버튼 노출.

대카테고리의 허브영역

DESIGN  TYPE  C

통합공통 UI�영역

GATE�Main-1

우측으로 대카테고리의 네비게이터
역할을하는 버튼.�좌측으로 카테고리별
상세내용과 관련 버튼 노출.

통합 뉴스와 함께 추천상품,�
자주 찾는 고개서비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버튼과 콘텐츠를 가독성 있게 노출.

콘텐츠영역



DESIGN  TYPE  C GATE�Main-1

비주얼영역의 상단 박스형태의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선택한 사이트 소개화면으로 전환된다.



대카테고리의 핵심메뉴들을

직관적으로 노출하여 원클릭으로

해당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으며,�비주얼영역은

한국투자신탁운용 기업 대표 메세지 및

시즌별이슈와 캠페인 등으로

분위기를 바꾸어 운영할 수있다.�

DESIGN  TYPE  C GATE�Main-2

하단콘텐츠는 1단의 심플한 형태로

노출하여,�대 카테고리의 핵심 서비스의

집중도를 높임.

Interaction



대카테고리와 전체메뉴를 통하여
언제어디서든 별도의 학습 없이
페이지이동이 쉽고 편리하며,
대 카테고리의 통합 공통 UI�성격을 띠고 있다.

통합공통 UI�영역

기업대표 메세지 및 시즌별 이슈와
캠페인등으로 분위기를 바꾸어
운영할수 있다.

VISUAL�영역

DESIGN  TYPE  C GATE�Main-2

핵심메뉴들을 직관적으로 노출하여
원클릭으로 해당 페이지로 들어갈 수있도록
접근성을 높임.

대카테고리의 핵심메뉴



펀드상품,�주요 컬러 서비스 등

핵심콘텐츠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카테고리별 차별화된 운영을

할수 있도록 구성.

우측 하단으로 같은 위치에

통일된비주얼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자주사용하는 메뉴를 노출함으로써

고객의편의와 사용성을 높임.

DESIGN  TYPE  C SUB�Main



대카테고리와 전체메뉴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별도의 학습 없이 페이지 이동이
쉽고편리하며,�대 카테고리의 통합 공통
UI�성격을 띠고 있다

통합공통 UI�영역

펀드상품,�주요 컬러 서비스 등 핵심
콘텐츠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카테고리별
차별화된 운영을 할 수있도록 구성.

핵심콘텐츠 영역

DESIGN  TYPE  C SUB�Main

자주찾는 퀵메뉴
동일한위치에 통일된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대카테고리 별 특화된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노출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와 사용성을
높임.

콘텐츠영역



DESIGN  TYPE  C GATE�Main1



DESIGN  TYPE  C GATE�Main2



DESIGN  TYPE  C SUB�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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