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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마크의 의미

한국자원봉사문화 C.I의 심볼마크는 동그라미(문화, 커뮤니티)와 쌓아지는 손(함께, 참여)을 그래픽적으로 표현하고, 

원에서 확산되어나가는 느낌으로 역동성, 즐거움을 표현한 심볼마크 디자인이다. 귀엽고 가벼운 느낌을 조금 

줄이고, 독자적인 심볼마크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쌓아진 손 부분을 표현했다.  

Concept한국자원봉사문화 CI의 의미

컬러의 의미

메인컬러인 Magenta는 활동성, 문화, 신뢰감, 존중 등을 상징하고, 서브컬러인 Mint는 희망, 성장, 평화, 참여를 상징한다.



Basic Signature

Basic Signature Grid

Signature Vertical

Color Scheme

Color Rules

Don't use logo

Don't use color

Graphic Motive

Using Graphs and figures

Basic System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심볼마크+로고타입 기본 조합형이다.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새로운 CI는 조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각표현물로써 CIP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심볼-로고타입을 규정 외에 왜곡시켜 사용시 이곳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형 및 왜곡하여 사용할 수 없다. 

모든 데이터의 사용은 메뉴얼의 데이터의 규정에 의한 확대·축소·

복사가 가능하다.

Basic SignatureBS 001



30mm

최소사용규정

한국자원봉사문화 CI 디자인의 그리드 시스템이다. 

그리드는 컴퓨터로 출력 재현이 어려운 매체나 대형 빌보드 등의 제작 

시에 필요한 시스템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용한다.

모든 데이터의 사용은 메뉴얼의 데이터의 규정에 의한 확대·축소·

복사가 가능하다.

Basic Signature GridBS 002

Grid



모든 데이터의 사용은 메뉴얼의 데이터의 규정에 의한 확대·축소·

복사가 가능하다.

Basic SignatureBS 003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심볼마크+로고타입 영문 조합형이다.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새로운 CI는 조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각표현물로써 CIP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심볼-로고타입을 규정 외에 왜곡시켜 사용시 이곳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형 및 왜곡하여 사용할 수 없다. 



30mm

최소사용규정

모든 데이터의 사용은 메뉴얼의 데이터의 규정에 의한 확대·축소·

복사가 가능하다.

Basic Signature GridBS 004

Grid

한국자원봉사문화 CI 디자인의 그리드 시스템이다. 

그리드는 컴퓨터로 출력 재현이 어려운 매체나 대형 빌보드 등의 제작 

시에 필요한 시스템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용한다.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전용색상이다. 

전용색상의 사용은 메뉴얼 규정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단색표현이 필요할 경우 흑백 또는 별색에 규정되어 있는 색상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색상은 Main color 와 Sub color로 분류 하였다. 

모든 데이터의 사용은 메뉴얼의 데이터의 규정에 의한 확대·축소·

복사가 가능하다.

Color SchemeBS 005

Main Color

CMYK 
0 / 100 / 55 / 0

RGB 
237 / 21 / 86

CMYK 
38 / 0 / 15 / 0

RGB 
154 / 218 / 216

CMYK 
0 / 0 / 0 / 0

RGB 
255 / 255 / 255

CMYK 
0 / 0 / 0 / 100

RGB 
35 / 31 / 32

CMYK 
0 / 0 / 0 / 85

RGB 
77 / 77 / 79

CMYK 
0 / 0 / 0 / 70

RGB 
109 / 110 / 113

Sub ColorSub Color

Volunteering
Culture Korea 

Magenta
80% 60% 40% 20%

Volunteering
Culture Korea 

Mint

Volunteering
Culture Korea 

White

Volunteering
Culture Korea 

Black

Volunteering
Culture Korea 

Gray

Volunteering
Culture Korea 

Gray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색상규정이다. 

색상규정은 한국자원봉사문화 시그니춰의 광범위한 사용시 적절한 

색상 활용을 돕기 위한 것이다. 메뉴얼 규정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경우 에 따라 단색표현이 필요할 경우 흑백 또는 별색에 규정되어 

있는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배경색상에 따라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심볼컬러를 사용하여 심볼의 

명시성 을 높여야 하며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는 메뉴얼의 사용 

규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인컬러 백그라운드 적용시의 메뉴얼이다.

Color Rules_01BS 006

Original version

Negative version



Color Rules_02BS 007

Negative

Black

Gray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색상규정이다. 

색상규정은 한국자원봉사문화 시그니춰의 광범위한 사용시 적절한 

색상 활용을 돕기 위한 것이다. 메뉴얼 규정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경우 에 따라 단색표현이 필요할 경우 흑백 또는 별색에 규정되어 

있는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배경색상에 따라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심볼컬러를 사용하여 심볼의 

명시성 을 높여야 하며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는 메뉴얼의 사용 

규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흑백 백그라운드 적용시의 메뉴얼이다.



Do not's - Vertical scaling

Do not's - Horizontal scaling

Do not's - Wrong colors

Do not's - Distance between symbol and text modified

Do not's - Size between symbol and text modified

Do not's - Increased line weight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잘못된 로고 사용 예이다. 

가로 혹은 세로 크기가 만 늘려서 사용한 경우, 로고의 색을 임의로 

변형한 경우, 메뉴얼과 다르게 시그니춰가 조합된 경우 등 잘못된 로고  

사용의 예시이며, 메뉴얼에 위반되는 다른 모든 사항 또한 사용 

불가하다.

모든 데이터의 사용은 메뉴얼의 데이터의 규정에 의한 확대·축소·

복사가 가능하나 변형 왜곡은 불가하다.

Don't use logoBS 008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잘못된 색상의 사용이다. 

백그라운드 컬러로 인해 심볼의 한부분이 사라지거나 메뉴얼 규정에 

의한 색상활용이 안되어 명시성에 해를 끼친 예시이며 메뉴얼에 

위반되는 다른 모든 사항 또한 사용불가하다.

모든 데이터의 사용은 메뉴얼의 데이터의 규정에 의한 확대·축소·

복사가 가능하나 변형 왜곡은 불가하다.

Don't use colorBS 009

Positive logo on magenta background

Negative logo on light background

Positive logo on dark background

Positive logo on mint backgroundPositive logo on mint background



Type 1

Type 2

한국자원봉사문화의 그래픽모티브이다. 

한국자원봉사문화 디자인물의 이미지를 움직이는 매개체로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데이터의 사용은 메뉴얼의 데이터의 규정에 의한 확대·축소·

복사가 가능하다.

Graphic MotiveBS 010



한국자원봉사문화의 그래프 사용의 예이다. 

한국자원봉사문화 디자인물 제작시 정보의 이해를 돕는 매개체로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데이터의 사용은 메뉴얼의 데이터의 규정에 의한 확대·축소·

복사가 가능하나 변형 왜곡은 불가하다.

Using Graphs and figuresBS 011

Pie Chart

Bar Graph

Line Graph

60%

60%

00%

00%

00%

00%

00%

aaa

bbb

ccc

ddd

eee

aaa



Application System

Lv.01 | STATIONERY | 

Business Card / Envelopes / LetterHead / 



Front

Back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임직원용 명함이다.

제작시에는 메뉴얼에 정해진 사양에 맞추어 제작을 해야한다. 임의로 

왜곡하여 사용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형 및 왜곡하여 사용할 

수 없고 매뉴얼의 규정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데이터의 

사용은 메뉴얼의 데이터의 규정에 의한 확대·축소·복사가 가능하다.

size_ w90*h50mm

종이_ 반누보 209g (권장)

Business cardAS 001

151-800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0000-0번지 0층

Tel. 02-0000-0000  Fax. 02-0000-0000

vvvvvvv@hanmail.net
010-0000-0000

홍 길 동
한국자원봉사문화 대표

Gildong, Hong

앞면은 상황에 따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90mm

50mm

www.volunteeringculture.or.kr



Front

Back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임직원용 명함이다.

제작시에는 메뉴얼에 정해진 사양에 맞추어 제작을 해야한다. 임의로 

왜곡하여 사용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형 및 왜곡하여 사용할 

수 없고 매뉴얼의 규정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데이터의 

사용은 메뉴얼의 데이터의 규정에 의한 확대·축소·복사가 가능하다.

size_ w90*h50mm

종이_ 반누보 209g (권장)

Business cardAS 001

앞면은 상황에 따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90mm

50mm홍 길 동 대표

151-800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0000-0번지 0층
Tel. 02-0000-0000  Fax. 02-0000-0000  www.volunteeringculture.or.kr
Mobile 000-0000-0000  E-mail vvvvvvv@hanmail.net

151-800 0F 0000-0 Namhyun-dong, Kwanyak-gu, Seoul, Korea 
Tel. 02-0000-0000  Fax. 02-0000-0000  www.volunteeringculture.or.kr
Mobile 000-0000-0000  E-mail vvvvvvv@hanmail.net

Gildong, Hong President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소봉투이다.

제작시에는 메뉴얼에 정해진 사양에 맞추어 제작을 해야한다. 임의로 

왜곡하여 사용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형 및 왜곡하여 사용할 

수 없고 매뉴얼의 규정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데이터의 

사용은 메뉴얼의 데이터의 규정에 의한 확대·축소·복사가 가능하다.

size_ w220*h105mm

종이_ 줄 레자크지 120g

        크라프트지 120g

EnvelopesAS 002

151-800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0000-0번지 0층

Tel. 02-0000-0000  Fax. 02-0000-0000  
www.volunteeringculture.or.kr

151-800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0000-0번지 0층

Tel. 02-0000-0000  Fax. 02-0000-0000  
www.volunteeringculture.or.kr

151-800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0000-0번지 0층

Tel. 02-0000-0000  Fax. 02-0000-0000  
www.volunteeringculture.or.kr



한국자원봉사문화의 대봉투이다.

제작시에는 메뉴얼에 정해진 사양에 맞추어 제작을 해야한다. 임의로 

왜곡하여 사용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형 및 왜곡하여 사용할 

수 없고 매뉴얼의 규정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데이터의 

사용은 메뉴얼의 데이터의 규정에 의한 확대·축소·복사가 가능하다.

size_ w330*h245mm

종이_ 줄 레자크지 120g

        크라프트지 120g

EnvelopesAS 003

151-800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0000-0번지 0층

Tel. 02-0000-0000  Fax. 02-0000-0000  
www.volunteeringculture.or.kr

151-800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0000-0번지 0층

Tel. 02-0000-0000  Fax. 02-0000-0000  
www.volunteeringculture.or.kr



한국자원봉사문화의 레터헤드지이다.

제작시에는 메뉴얼에 정해진 사양에 맞추어 제작을 해야한다. 임의로 

왜곡하여 사용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형 및 왜곡하여 사용할 

수 없고 매뉴얼의 규정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데이터의 

사용은 메뉴얼의 데이터의 규정에 의한 확대·축소·복사가 가능하다.

size_ w210*h297mm

종이_ 백모조 120g(인쇄시)

        일반 출력용지(출력시)

Letter HeadAS 004

151-800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0000-0번지 0층

Tel. 02-0000-0000  Fax. 02-0000-0000  www.volunteeringculture.or.kr

151-800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0000-0번지 0층

Tel. 02-0000-0000  Fax. 02-0000-0000  www.volunteeringculture.or.kr



볼런티어21의 새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