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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는 자원봉사자의 진심 어린 따스함이라는 주제와 키워드를 고려하여 제작된 시안입니다. 

획의 직선적인 시작과 부드러운 곡선의 맺음은 진중하고 정직한 신뢰를 기반하여 따스함으로 표현되는 형태입니다.

또한 꽉 찬 모듈과 탈 모듈의 중점을 둔 모듈로 가볍지 않고 다양한 활용도를 고려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모듈을 획의 굴림에서 오는 부드러움과 자음의 형태에서 속 공간을 넓혀 시원시원하고 깨끗한 인상을 주어 밝고 

경쾌한 느낌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센터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 위하여 내림획의 이음선의 표현들에 

따스함과 이어짐의 연결성을 두어 무한한 가치의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A. Design Concept



A. Design Feature



A.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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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Communication Relationship

사람과 사람사이의 소통을 주제로한 시안입니다. 활발한 자원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서로간의 관심과 소통의 확산은 

상승하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 곡선의 형태는 손을 건네는 듯한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친근하고 쉽게 자원봉사를 

접하고 느낄 수 있도록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날카로운 직선은 최대한 배제하였습니다. 획이 꺾이는 부분은 둥글게

라운딩 처리하여 부드럽고 활발한 서체의 아이덴티티를 완성하였습니다. 가로획과 세로획의 줄기표현은 말풍선의

형태에서 모티브를 얻어 소통과 관계, 관심이라는 의미를 담았고, 이러한 형태들로 인해 다른 서체와 차별화된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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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esign Concept



B. Design Feature

Ascender

Descender

Baseline

무게중심
시각의 흐름

획의 시작과 끝의 라운드

: 부드럽게 다가가는 자원봉사의 이미지

부드럽게 상승하는 획

:  확산, 부드러움, 즐거움

안정된 종성의 폭

: 신뢰도, 안정감 상승

균일한 속공간 분배

큰 초성 디자인

: 가독성과 판독성 상승, 안정성
국문과 같은 디자인 적용

부드럽게 상승하는 획

: 즐거움, 활발함, 다가감

  손길을 통한 관계의 확장성

가변폭 적용

: 시각적으로 안정되어 보이고

  짜임새 있는 글줄로 가독성 증가

초성의 위치 상승

: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성적인 느낌

말풍선 형태의 의미

: 소통, 관계, 관심직선과 곡선의 조화

: 협업, 신뢰, 단단함

말풍선 형태의 디자인

895 820 250 860 860 895

날카롭지 않은 꺾임 곡선

| 서체의 아이덴티티 설정 |



B.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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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liness Change Growth

‘생기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 친근한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서체에서 ‘생기·변화·성장’이 느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세가지의 키워드를 표현하고자 탈모듈 형태에서 오는 글줄의

리듬감으로 생기를 표현하였고, 기존의 ‘ㅎ’의 형태와는 다르게 한글의 필력이 느껴지는 차별화된 독특한 형태의

초성 ‘ㅎ’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맞게 노력하는 자원봉사센터의 핵심가치를 상징합니다. 또한, 쭉 뻗은 직선의 획은

신뢰와 협력을, 전체적인 흐름을 표현하는 곡선의 획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심볼 형태인 뫼비우스 띠를 적용하여

무한한 성장과 도약을 표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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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Design Concept



무게중심

시각의 흐름과 무게중심 중상단

: 가독성을 높이며, 밝은 인상을 줌

시각의 흐름

Ascender

Descender

Baseline

C-1. Design Feature

획의 직선

: 신뢰·협력

균형감 있는 종성

: 글자의 안정감 부여

자연스러운 공간감

: 가독성-완성도에 영향을 끼친다.

독특한 자소의 형태

: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 아이덴티티 확립

상승하는 부드러운 곡선

: 심볼 형태의 뫼비우스 띠를

서체에 적용하여 다양한 성장과 도약을 의미.

유려한 곡선

한글의 필력을 표현

탈네모꼴 형태

: 생기·밝은 느낌

1년 365일 자원봉사 하기 즣은날

안녕캠페인

| 서체의 아이덴티티 설정 ② |

| 서체의 아이덴티티 설정 ① |

내·외곽의 굴림

: 부드러움 - 따뜻한 마음 



C-1. Design

1년 365일 자원봉사 하기 즣은날

안녕캠페인



무게중심

시각의 흐름과 무게중심 중상단

: 가독성을 높이며, 밝은 인상을 줌

시각의 흐름

Ascender

Descender

Baseline

획의 직선

: 신뢰·협력

균형감 있는 종성

: 글자의 안정감 부여

자연스러운 공간감

: 가독성-완성도에 영향을 끼친다.

상승하는 부드러운 곡선

: 심볼 형태의 뫼비우스 띠를

서체에 적용하여 다양한 성장과 도약을 의미.

유려한 곡선

탈네모꼴 형태

: 생기·밝은 느낌

1년 365일 자원봉사 허기 좋은날

안녕캠페인

| 서체의 아이덴티티 설정 |

내·외곽의 굴림

: 부드러움 - 따뜻한 마음 

C-2. Design Feature

초성 ≠ 종성

: 가독성을 위한 일반적인 종성의 형태



C-2. Design

1년 365일 자원봉사 허기 좋은날

안녕캠페인



A-C. Design

A

B

C1 1년 365일 자원봉사 하기 즣은날 안녕캠페인

C2 1년 365일 자원봉사 허기 좋은날 안녕캠페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