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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체계

1.01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보호에 공헌하는 인도주의 활동의 대표 기관이다.

국제적십자운동의 7가지 원칙을 준수하며, 인도주의 활동을 확산하고 선진 적십자로의 도약을 위해 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1. 목적

1-1.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국제적십자위원회, 전 세계 적십자사와 함께 하나로 결속되어
적십자운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강력한 적십자를 추구함을 표현한다.

1-2. 적십자 활동의 근본이 되는 ‘적십자 표장’의 규칙을 준수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린다.

1-3. 적십자 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일반인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디자인을 제공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일관되게 전달하도록 한다.

1-4.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및 활동 참여자에게 사용하기 편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각 현장의
인도주의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2. 브랜드 체계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하에 기존의 브랜드들의 위계를 명확하고 단순화하여 아래의 브랜드 체계를

수립하였다. 브랜드 체계 하의 세부 프로그램들은 기간이 설정된 단기 캠페인으로 분류되어 자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후원
Corporate
Brand

Family
Brand

Individual
Brand

봉사

교육

RCY

혈액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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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체계

1.02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보호에 공헌하는 인도주의 활동의 대표 기관이다.

국제적십자운동의 7가지 원칙을 준수하며, 인도주의 활동을 확산하고 선진 적십자로의 도약을 위해 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3. 기본 방향

① 적십자 표장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적십자 표현

적십자 표장 사용 규칙과 국제적십자사연맹 브랜딩 툴킷(Branding Toolkit, 2016)을 준수하여 디자인 시스템을
제시하였고, 적십자 표장 사용의 예외적 규칙인 ‘장식 목적을 위한 표장의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그림 1

그림 2

긴급구호세트
Humanitarian Relief Goods

3-1. 재생 봉투, 포장 박스, 현판, 차량 등 재질의 특성상 흰색 배경을 넣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흰색 배경 없이
대한적십자사 CI를 사용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3-2. 장식 목적을 위해 표장을 사용할 때는 적십자 표장의 보호적 사용과 혼동되지 않도록 ‘홍보물’, ‘기념품’
종류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적십자 표장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패턴화 하는 디자인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② 하나의 적십자로 일관성 있는 아이덴티티 표현

대한적십자사 CI(Corporate Identity)의 새 디자인은 로고타이프에 웜 그레이(Warm Gray) 색상을 반영하여
전문적이고 세련된 모습과 함께 적십자운동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표현하였다.

각 BI(Brand Identity)들도 대한적십자사 CI의 새 디자인과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여 하나의 적십자로서
일관성있는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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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

2.01

적십자 표장은 대한적십자사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로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빨간색의 지정색을 흰색
배경에서 사용해야 하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한 모양과 비례로 사용한다 .

A

1/3A

A

1/3A

1/3A

1/3A

최소�사용�규정

5mm

1/3A

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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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타이프

2.02

로고타이프는 대한적십자사의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웜 그레이(Warm Gray) 색상을 통해

전문적이고 세련된 모습과 함께 적십자운동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로고타이프는 글자꼴 형태에
따라 비례 조정한 것이기에 모양과 굵기,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한글

영문

최소�사용�규정

12mm

최소�사용�규정

15.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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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_좌우 조합형

2.03

시그니처 좌우 조합형은 대한적십자사의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적십자 표장 중심의 강력한 적십자를
표현하였다. 시그니처는 심벌마크, 로고타이프 등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조합한 것이기에 각각의 요소를 임의로 다르게 조합하지

않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사용 시 주변의 다른 요소로부터 독립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다.

한글
2.5a
A=10a

6.2a
1.3a
3a

38.4a

여백�규정
3a

A=10a

3a
3a

3a

영문
2.6a
A=10a

5.4a
2a

3.1a

55.2a

여백�규정
3a

A=10a

3a
3a

3a

최소�사용�규정

20mm

최소�사용�규정

2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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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_상하 조합형

2.04

시그니처 상하 조합형은 대한적십자사의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적십자 표장 중심의 강력한 적십자를
표현하였다. 시그니처는 심벌마크, 로고타이프 등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조합한 것이기에 각각의 요소를 임의로 다르게 조합하지
않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사용 시 주변의 다른 요소로부터 독립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다.

한글

여백�규정
Center Align
3a

A=10a

A=10a

2.1a
4.2a
3a
25.9a

영문

3a

3a

여백�규정

Align

3a
A=10a

A=10a

1.9a
3.6a
3a
36.9a

3a

최소�사용�규정

14mm

최소�사용�규정

19mm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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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_상하 조합 심벌 강조형

2.05

시그니처 상하 조합 심벌 강조형은 응용 디자인물의 특성에 따라 적십자 표장을 특히 강조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시그니처는

심벌마크, 로고타이프 등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조합한 것이기에 각각의 요소를 임의로 다르게 조합하지 않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사용 시 주변의 다른 요소로부터 독립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다.

한글

여백�규정

Center Align

1.5a

A=10a

A=10a

1.4a
2a
1.5a
12.6a

1.5a

영문

1.5a

여백�규정
Center Align
1.5a

A=10a

A=10a

1.2a
1.6a
1.5a
16.1a

1.5a

최소�사용�규정

12mm

1.5a

최소�사용�규정

1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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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_한글·영문 조합형

2.06

시그니처 한글·영문 조합형은 대한적십자사의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적십자 표장 중심의 강력한
적십자를 표현하였다. 시그니처는 심벌마크, 로고타이프 등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조합한 것이기에 각각의 요소를 임의로 다르게

조합하지 않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사용 시 주변의 다른 요소로부터 독립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다.

좌우�조합형

여백�규정
2.4a

29.5a

3a
1.2a
4.8a
1.5a
2.3a
0.8a

A=10a

2.6a

33.8a

A=10a

3a
3a

상하�조합형

3a

여백�규정
Align Center

3a

A=10a

A=10a

2.2a
4.2a
0.8a
2.1a
20.8a

3a
3a

최소�사용�규정

20mm

3a

최소�사용�규정

2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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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 시그니처_좌우 조합형

2.07

소속 기관 시그니처 좌우 조합형은 대한적십자사의 각 기관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대한적십자사 기본 시그니처와의 위계를

표현하였다. 시그니처는 심벌 마크, 로고타이프 등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조합한 것이기에 각각의 요소를 임의로 다르게 조합하지
않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사용 시 주변의 다른 요소로부터 독립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다.

한글
2.4a

29.5a
1.2a

A=10a

서울특별시지사

2.6a

영문

2.4a

4.8a
1a
3.1a

소속�기관명 :
본고딕 Medium, 장평 95%, 자간-20

44.2a
1.2a

A=10a

Seoul Chapter
2.6a

소속�기관명 :
본고딕 Regular, 장평 100%, 자간-7

4.4a
1.4a
2.7a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소속 기관 시그니처_좌우 조합 응용형

2.08

소속 기관 시그니처 좌우 조합 응용형은 소속 기관 시그니처 좌우 조합형을 쓸 수 없는 디자인물에 한해 사용하도록 표현하였다.
시그니처는 심벌마크, 로고타이프 등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조합한 것이기에 각각의 요소를 임의로 다르게 조합하지 않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사용 시 주변의 다른 요소로부터 독립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다.

한글
3a

38.4a

2.7a

서울특별시지사

A=10a

2.5a
3.9a

6.2a
1.3a

소속�기관명 :
본고딕 Medium, 장평 95%, 자간-20

영문
3.1a

A=10a

55.2a

2.4a

Seoul Chapter
소속�기관명 :
본고딕 Regular, 장평 100%, 자간-7

2.6a
3.7a

5.4a
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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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 시그니처_상하 조합형

2.09

소속 기관 시그니처 상하 조합형은 대한적십자사의 각 기관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대한적십자사 기본 시그니처와의 위계를

표현하였다. 시그니처는 심벌마크, 로고타이프 등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조합한 것이기에 각각의 요소를 임의로 다르게 조합하지
않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사용 시 주변의 다른 요소로부터 독립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다.

한글

Align Center

A=10a

2.2a

서울특별시지사

4.2a
1.2a
2.5a

소속�기관명:
본고딕 Medium, 장평 95%, 자간-20

영문

Center Align

A=10a

1.9a

Seoul Chapter

소속�기관명:
본고딕 Regular, 장평 100%, 자간-7

3.6a
1.5a
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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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럼

2.10

엠블럼은 심벌마크와 한글·영문 로고타이프를 조합한 것을 말하며, 대한적십자사의 권위와 전통성을 표현하는 디자인물에
사용한다. 모양과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기본형을 기준으로 하지만 1도 인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응용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기본형

응용형

최소�사용�규정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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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활용_기본

3.01

색상 표현은 빨간색과 웜 그레이(Warm Gray) 색상을 기본으로 하며 Pantone Color를 표준으로 삼는다. 사용 시 별색 인쇄를

기본으로 하나 별색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Process Color의 CMYK 색상으로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Web에서 사용 시
CMYK 색상과 RGB 색상 코드를 잘 구별하여 적용한다.

Pantone 485C
C0 M100 Y100 K0
R240 G0 B0

Red Cross Red

80%

60%

40%

20%

1. 대한적십자사를�대표하는�색상

Red Cross Red는�적십자�표장의�고유�색상이며�디자인물�전반에�걸쳐�표현된다.
(배경색상, 서체�등�다양하게�활용�가능)

Pantone 404C
C0 M10 Y20 K70
R110 G100 B90

Red Cross Warm Gray

60%

40%

20%

2. 대한적십자사를�대표하는�색상.

Red Cross Warm Gray는�대한적십자사�로고타이프의�색상이며�디자인물�전반에�걸쳐�표현된다.

(서체에�한해 100% 색상을�사용하며�디자인물의�경우 50% 이하로�사용하여�세련되고�따뜻한�느낌을�전달한다.)

1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색상 활용_보조

3.02

색상 표현은 Pantone Color를 표준으로 삼는다. 사용 시 별색 인쇄를 기본으로 하나 별색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Process Color의
CMYK 색상으로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Web에서 사용 시 CMYK 색상과 RGB 색상 코드를 잘 구별하여 적용한다.

보조�색상

Red Cross Gray

Red Cross Gold

Red Cross Silver

Pantone Cool Gray 9C
C0 M0 Y0 K80
R109 G110 B113

Pantone 8005 C
C29 M32 Y53 K14
R164 G146 B115

Pantone 877 C
C0 M0 Y0 K40
R147 G149 B152

Red Cross Violet

Red Cross Orange

Red Cross Lime

Pantone 2726C
C70 M60 Y0 K0
R95 G109 B179

Pantone 158C
C0 M60 Y100 K0
R245 G130 B32

Pantone 368C
C40 M0 Y80 K0
R163 G207 B98

Red Cross Blue

Red Cross Green

Red Cross Yellow

Pantone 286C
C100 M80 Y0 K0
R3 G78 B162

Pantone 3285C
C100 M0 Y50 K0
R0 G169 B157

Pantone 142C
C0 M30 Y85 K0
R251 G176 B64

응용�디자인물�색상

RCY 색상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배경 색상 사용 규정

3.03

적십자 표장이 포함된 대한적십자사의 CI를 적용할 경우 흰색의 배경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색상의 배경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응용 디자인물의 재질상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홍보 및 모금을 목적으로
한 홍보물 및 기념품류의 디자인에서도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디자인 형식에 한해 예외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적십자�표장�규칙을�준수하기�위해�반드시�흰색�배경에서�사용한다.

A. 사용�불가

B. 재질상의�이유로�흰색�배경�작업이�어려운�경우에�한해�사용이�가능하다.(브랜드�관리�부서와�사전�협의�필요)

자동차 Silver 도색

크라프트지�인쇄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한글 지정 서체

4.01

본고딕은 대한적십자사의 일관된 아이덴티티 표현을 위하여 CI와 조화를 이루도록 지정된 서체이다. 모든 매체에 본 지정 서체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적용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서체의 사용도 가능하다.(브랜드 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 필요)

본고딕

가나다
본고딕 Normal

솔페리노 전투를 목격한 앙리 뒤낭은 국제사회에 ‘평소에 훈련된
구호단체를 설치할 것’과 ‘이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고딕 Regular

솔페리노 전투를 목격한 앙리 뒤낭은 국제사회에 ‘평소에 훈련된
구호단체를 설치할 것’과 ‘이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고딕 Medium

솔페리노 전투를 목격한 앙리 뒤낭은 국제사회에 ‘평소에 훈련된
구호단체를 설치할 것’과 ‘이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고딕 Bold

솔페리노 전투를 목격한 앙리 뒤낭은 국제사회에 ‘평소에 훈련된
구호단체를 설치할 것’과 ‘이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영문 지정 서체

4.02

본고딕은 대한적십자사의 일관된 아이덴티티 표현을 위하여 CI와 조화를 이루도록 지정된 서체이다. 모든 매체에 본 지정 서체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적용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서체의 사용도 가능하다.(브랜드 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 필요)

본고딕

ACGMR

본고딕 Normal

본고딕 Regular

본고딕 Medium

본고딕 Bold

ABCDEFGHIJKLMNOPQRSTUVWXYX
abcdefghijklmnopqrstuvwxyx
1234567890
ABCDEFGHIJKLMNOPQRSTUVWXYX
abcdefghijklmnopqrstuvwxyx
1234567890
ABCDEFGHIJKLMNOPQRSTUVWXYX
abcdefghijklmnopqrstuvwxyx
1234567890
ABCDEFGHIJKLMNOPQRSTUVWXYX
abcdefghijklmnopqrstuvwxyx
123456789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슬로건

5.01

브랜드 슬로건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본 요소로 다양한 응용 디자인에
활용한다. 대한적십자사 CI를 방해하지 않는 한 그 디자인과 위치는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본형

응용형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슬로건 표기 규정 A

브랜드 슬로건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본 요소로 다양한 응용 디자인에

활용한다. Saving Line, 대한적십자사 CI와 조합할 시 아래의 작업 규정을 정확히 따라야 하며 일관된 위치와 크기로 표현한다.

A. 상단 정렬

B. 하단 정렬

5.02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슬로건 표기 규정 B

5.03

브랜드 슬로건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본 요소로 다양한 응용 디자인에

활용한다. Saving Line, 대한적십자사 CI와 조합할 수 없을 시 슬로건은 대한적십자사 CI의 반대편에 대칭을 이루어 일관된
위치와 크기로 표현한다.

A. 좌측 위치
적십자홍보-1805-15-21

적십자홍보-1805-15-21

후원문의 1577-8179

후원문의 1577-8179

(편한친구)

(편한친구)

당신의�사랑은
제대로�전달되고�있나요?

당신의�사랑은
제대로�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여러분의�소중한�후원을
제대로, 도움이�필요한�곳에�전달합니다

적십자는�여러분의�소중한�후원을
제대로, 도움이�필요한�곳에�전달합니다

후원금 사용내역

Korean Red Cross (KRC) initiated Blood Services
taking over National Blood Center in 1958. In
1981, the Korean government delegated national
blood services to the Korean Red Cross (KRC)
with the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the life and
health of Korean citizens.

01 취약계층 맞춤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Korean Red Cross (KRC) initiated Blood Services
taking over National Blood Center in 1958. In
1981, the Korean government delegated national
blood services to the Korean Red Cross (KRC)
with the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the life and
health of Korean citizens.

4,079,359,901

04 안전 지식보급

5,733,677,999

�

Korean Red Cross (KRC) initiated Blood Services
taking over National Blood Center in 1958. In
1981, the Korean government delegated national
blood services to the Korean Red Cross (KRC)
with the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the life and
health of Korean citizens.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바로�적십자회비에�참여해�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적십자 홈페이지 www.redcro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QR코드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홍보대사 류수영

B. 중앙 위치

CI가 중앙 정렬이거나 표지가 있는 인쇄물의 경우 슬로건은 중앙에 표현

적십자홍보-1805-31-21

적십자회비,
사랑이�희망이
됩니다.
모금기간

2017. 12. 1.
~2018. 1. 31.

후원문의

1577-8179

헌
혈
은
사
랑
입
니
다.

헌
혈
은
사
랑
입
니
다.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지원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와 함께
잊힌 분들을 돕습니다.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T 02-3705-3705 F 02-3705-3759 www.redcross.or.kr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희망풍차_심벌

6.01

희망풍차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봉사' 활동과 그 활동을 지지하는 '후원'의 영역을 표현하는 Family Brand로서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희망풍차 심벌 사용 시 모양과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최소�사용�규정

10mm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희망풍차_로고타이프

6.02

희망풍차 로고타이프의 웜 그레이(Warm Gray) 색상은 적십자운동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로고타이프는 글자꼴 형태에 따라 비례 조정한 것이기에 모양과 굵기,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최소�사용�규정

8mm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희망풍차_시그니처

6.03

희망풍차 시그니처는 우측 상단에 심벌마크를 배치하여 대한적십자사 CI와의 위계를 설정하였고 세련된 이미지로 조정하였다.
시그니처는 심벌마크, 로고타이프 등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조합한 것이기에 각각의 요소를 임의로 다르게 조합하지 않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사용 시 주변의 다른 요소로부터 독립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다.

A. 기본형

4a
A=10a

A=10a
23.2a

3.25a
9.7a
8.5a
2.6a
41.8a

4a

17.4a
4a

4a

B. 응용형 1

4a

A=10a

A=10a

3.5a
9.6a
2.6a
4a
4a

4a

C. 응용형 2_심벌 강조형
4a
A=10a

A=10a

3.3a
5.4a
1.5a
4a
4a

4a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희망풍차_배경 색상 규정

6.04

희망풍차는 흰색 배경 외의 색상에 사용할 수 있으나 정확한 이미지 전달을 위해 아래의 색상을 기준으로 표현한다.

White

Red

Black

Gray

Emboss

Silver

Gold

Emboss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RCY_엠블럼

7.01

RCY 엠블럼은 적십자 표장과 한글·영문 로고타이프를 조합한 것으로 RCY 활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모양과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최소�사용�규정

10mm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RCY_로고타이프

7.02

RCY 로고타이프의 웜 그레이(Warm Gray) 색상은 적십자운동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로고타이프는 글자꼴 형태에 따라 비례 조정한 것이기에 모양과 굵기,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한글

영문 1

영문 2

최소�사용�규정

12mm

최소�사용�규정

16mm

최소�사용�규정

4.5mm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RCY_시그니처_좌우 조합형

7.03

RCY 시그니처는 RCY 엠블럼과 로고타이프 등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조합한 것이기에 각각의 요소를 임의로 다르게 조합하지
않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사용 시 주변의 다른 요소로부터 독립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다.

한글

2.4a

34.6a
2.4a
5.8a

A=10a

1.8a

1.5a

A=10a

1.5a

영문

2.4a

42a
2.7a
4.5a

A=10a

2.8a

1.5a

A=10a

1.5a

최소�사용�규정

21.5mm

최소�사용�규정

25mm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RCY_시그니처_상하 조합형

7.04

RCY 시그니처는 RCY 엠블럼과 로고타이프 등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조합한 것이기에 각각의 요소를 임의로 다르게 조합하지
않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사용 시 주변의 다른 요소로부터 독립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다.

한글

여백�규정

Align Center

1.5a

A=10a

A=10a

1.6a
2.5a
1.5a
15.2a
4a

영문

1.5a

여백�규정

Align Center

1.5a

A=10a

A=10a

1.6a
2.2a
1.5a
15.2a
4a

최소�사용�규정

12mm

1.5a

최소�사용�규정

16mm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봉사관 시그니처

8.01

봉사관 시그니처는 적십자 표장의 사용 규칙을 준수하며, 대한적십자사의 대표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봉사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속 지사와 해당 봉사관 명칭을 조합하여 표현하였다. 시그니처는 심벌마크, 로고타이프 등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조합한 것이기에 각각의 요소를 임의로 다르게 조합하지 않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사용 시 주변의 다른
요소로부터 독립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다.

표현�방식

3.1a

20a

1.35a

소속 기관명 :
본고딕 Medium, 자간 -20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

A=10a

2.5a

2.9a

2.5a
5.3a

해당 봉사관명 :
본고딕 Medium, 자간 -20

여백�규정

광주전남지사

3a

광주봉사관
3a

3.2a

A=10a

0.3A

3a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헌혈의집 로고타이프

8.02

헌혈의집 로고타이프는 웜 그레이(Warm Gray) 색상을 통해 전문적이고 세련된 모습과 함께 적십자운동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로고타이프는 글자꼴 형태에 따라 비례 조정한 것이기에 모양과 굵기,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한글

영문

Korean Red Cross
Blood Donation Center

최소�사용�규정

8mm

최소�사용�규정

21.5mm

Korean Red Cross
Blood Donation Center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헌혈의집 시그니처

8.03

헌혈의집 시그니처는 적십자 표장의 사용 규칙을 준수하되 헌혈의집을 시각적으로 강조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시그니처는
심벌마크, 로고타이프 등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조합한 것이기에 각각의 요소를 임의로 다르게 조합하지 않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사용 시 주변의 다른 요소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다.

표현�방식
2.4a

28.7a

3.3a
A=10a
7.3a
1.4a
2a

여백�규정
3a

A=10a

0.3A

3a

3a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적십자병원 시그니처

8.04

적십자병원 시그니처는 적십자 표장의 사용 규칙을 준수하되 각 지역의 적십자병원을 시각적으로 강조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시그니처는 심벌마크, 로고타이프 등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조합한 것이기에 각각의 요소를 임의로 다르게 조합하지 않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사용 시 주변의 다른 요소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다.

한글

2a

61.4a

3.3a
A=10a
7.3a
1.4a
2a

여백�규정
3a

A=10a

0.3A

3a

영문

3a

75a
3.3a

A=10a

5a

1.3a
1.5a

여백�규정
3a

A=10a

0.3A

3a

3a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적십자병원 엠블럼

적십자병원의 엠블럼은 적십자 표장과 한글·영문 로고타이프를 조합한 것으로 각 병원의 활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모양과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기본형을 기준으로 하지만 1도
인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응용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기본형

응용형

8.05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그래픽 모티프 콘셉트

그래픽 모티프는 대한적십자사의 시그니처, 색상,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와 조화되어 템플릿 시스템을 이룬다. 템플릿 시스템은
다양한 응용 디자인 작업 시 활용되어 일관되고 강력한 적십자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한다.

Saving Line
대한적십자사만의 아이덴티티를
세련되고 미니멀하게 표현한 디자인

- 도움이�필요한�사람들과�적십자를�연결하는�선

- 항상�옆에서�함께�하고�든든하게�지켜줄�수�있는�믿음의�선

- 작은�시작을�더�길게�연결하여�이어지게�할�수�있는�함께하는�선

9.01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템플릿 시스템 A_세로형

9.02

템플릿 시스템은 그래픽 모티프와 대한적십자사 시그니처, 그리고 각 응용 디자인의 색상, 이미지, 텍스트 등이 조합되어
활용되는 것을 말하며, 적십자 디자인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용 시 작업 규정을 정확히 따라야 하며 비율대로 확대 및

축소하여 사용한다. 템플릿 A형은 통 이미지나 색상을 배경으로 흰색의 사각형 안에 그래픽 모티프를 표현한 방식으로 흰색의
사각형은 응용 디자인물에 따라 그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15X

기본형

Text Zone

12X

Image zone
or
Color zone

응용형

15X
Image zone or Color zone

Image zone
or
Color zone
Text Zone

Text Zone

Image zone
or
Color zone

Text Zone

12X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템플릿 시스템 A_가로형

9.03

템플릿 시스템은 그래픽 모티프와 대한적십자사 시그니처, 그리고 각 응용 디자인의 색상, 이미지, 텍스트 등이 조합되어
활용되는 것을 말하며, 적십자 디자인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용 시 작업 규정을 정확히 따라야 하며 비율대로 확대 및

축소하여 사용한다. 템플릿 A형은 통 이미지나 색상을 배경으로 흰색의 사각형 안에 그래픽 모티프를 표현한 방식으로 흰색의
사각형은 응용 디자인물에 따라 그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기본형

Text Zone

Image zone
or
Color zone

15X

20X

20X

응용형

Image zone or Color zone

Image zone
or
Color zone
Text Zone

15X
Text Zone

Text Zone

Image zone
or
Color zone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템플릿 시스템 B_세로형

9.04

템플릿 시스템은 그래픽 모티프와 대한적십자사 시그니처, 그리고 각 응용 디자인의 색상, 이미지, 텍스트 등이 조합되어
활용되는 것을 말하며, 적십자 디자인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용 시 작업 규정을 정확히 따라야 하며 비율대로 확대 및

축소하여 사용한다. 템플릿 B형은 흰색의 배경에 그래픽 모티프를 표현한 방식으로 Saving Line의 위치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CI를 좌측 상단 혹은 우측 하단에 일관되게 표현한다.

15X

기본형
0.5X
0.33X

템플릿�상단�표기와�하단�표기의�예시로
상단과�하단�중복�사용은�금지한다.

12X

0.5X
X
0.33X

응용형

15X

12X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템플릿 시스템 B_가로형

9.05

템플릿 시스템은 그래픽 모티프와 대한적십자사 시그니처, 그리고 각 응용 디자인의 색상, 이미지, 텍스트 등이 조합되어
활용되는 것을 말하며, 적십자 디자인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용 시 작업 규정을 정확히 따라야 하며 비율대로 확대 및

축소하여 사용한다. 템플릿 B형은 흰색의 배경에 그래픽 모티프를 표현한 방식으로 Saving Line의 위치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CI를 좌측 상단 혹은 우측 하단에 일관되게 표현한다.

기본형

0.5X
0.33X

템플릿�상단�표기와�하단�표기의�예시로
상단과�하단�중복�사용은�금지한다.

12X

0.5X
X

0.33X

15X

20X

응용형

15X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템플릿 시스템 C_세로형

9.06

템플릿 시스템은 그래픽 모티프와 대한적십자사 시그니처, 그리고 각 응용 디자인의 색상, 이미지, 텍스트 등이 조합되어
활용되는 것을 말하며, 적십자 디자인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용 시 작업 규정을 정확히 따라야 하며 비율대로 확대 및

축소하여 사용한다. 템플릿 C형은 웜 그레이(Warm Gray) 색상을 강조한 방식으로 흰색 면과 웜 그레이 면의 크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CI를 좌측 상단 혹은 우측 하단에 일관되게 표현한다.

15X

기본형

12X

응용형

15X

12X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템플릿 시스템 C_가로형

9.07

템플릿 시스템은 그래픽 모티프와 대한적십자사 시그니처, 그리고 각 응용 디자인의 색상, 이미지, 텍스트 등이 조합되어
활용되는 것을 말하며, 적십자 디자인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용 시 작업 규정을 정확히 따라야 하며 비율대로 확대 및

축소하여 사용한다. 템플릿 C형은 웜 그레이(Warm Gray) 색상을 강조한 방식으로 흰색 면과 웜 그레이 면의 크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CI를 좌측 상단 혹은 우측 하단에 일관되게 표현한다.

기본형

12X

15X

15X

응용형

12X

1.0 공통 서식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명함

사원증

사원증 줄
배지

이메일 라벨
소봉투
중봉투
대봉투

쇼핑백_소
쇼핑백_중
쇼핑백_대
종이컵

스티커 A

스티커 B

포장 박스

포장 테이프
포장지

임명장, 표창장
위촉장

상장 케이스 A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상장 케이스 B
위촉패 A

위촉패 B
감사패

표창장 액자형
신청서
확인서

서약서, 동의서
안내문

PPT 템플릿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명함

1.01

명함은 대한적십자사 시그니처와 슬로건을 강조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일부 정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제작 방식을 반드시 준수한다.

소속 / 직책�짧을�경우: 1줄 ‘｜’사용

6mm
앞면

소속 / 직책�길�경우: 2줄�사용, ‘｜’는�제거

30mm

6mm

6mm
6mm
7mm

서울특별시지사

김�대�한

회원홍보팀｜과장

5mm

04748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 356
T 02-1234-5678 F 02-1234-5678
M 010-1234-5678 E daehan.k@redcross.or.kr
www.redcross.or.kr

6mm
뒷면

40mm

6mm

6mm
Seoul Chapter

6mm
8mm

Daehan Kim

Fundraising and Public Relations Team | Deputy Head

5mm

356 Gosanja-ro, Seondong-gu, Seoul, 04748, Korea
T +82-2-1234-5678 F +82-2-1234-5678
M +82-10-1234-5678 E daehan.k@redcross.or.kr
www.redcross.or.kr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Scale 100%

규격: 90 X 50mm

국문�서체

영문�서체

인쇄: 오프셋�인쇄

부서/직급: 본고딕 Regular 7pt, 행간 9pt

부서/직급: 본고딕 Regular 6pt

지질: 몽블랑 240g/㎡

이름: 본고딕 Medium 12pt

주소: 본고딕 Medium 8pt, 행간 10pt, 자간-10
항목: 본고딕 Bold 8pt, 행간 10pt

본고딕 Regular 8pt, 행간 10pt

이름: 본고딕 Medium 10pt

주소: 본고딕 Regular 8pt, 행간 10pt
항목: 본고딕 Bold 8pt, 행간 10pt

본고딕 Regular 8pt, 행간 10pt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사원증

1.02

사원증은 흑백 사진을 활용하여 세련됨을 강조하며 직원에게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외부인에는 적십자의 전문성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제작 시 일부 정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제작 방식을 반드시 준수한다.

앞면

뒷면

사 원 증

김�대�한

이�증을�습득하신�분은
가까운�우체함에�넣어�주시기�바랍니다.

04748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 356
T 02-1234-5678 F 02-1234-5678
www.redcross.or.kr

2018. 01. 01.

대한적십자사�서울특별시지사회장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5315C(C0 M1 Y2 K7)
Scale 100%

정�희�망

규격: 54 x 86mm
재질: PVC Card
인쇄: 전사�인쇄

국문�서체

이름, 사원증: 본고딕 Medium 14pt, 장평 97%
본문: 본고딕 Regular 7pt, 자간 -20, 장평 97%
주소: 본고딕 Regular 6pt, 자간 -20, 장평 97%, 행간 9pt
지사회장: 본고딕 Medum 8pt, 자간 -30, 장평 97%

영문�서체

항목: 본고딕 Bold 6pt, 행간 9pt

본고딕 Regular 6pt, 행간 9pt

발행일: 본고딕 Regular 8pt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사원증 줄

1.03

사원증 줄은 세련됨을 강조하기 위해 규격을 넓게 조정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디자인 및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15mm

Pantone 485C(C0 M100 Y100 K0)
Scale 70%

규격: 폭 15mm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배지

1.04

배지는 적십자 표장을 강조한 시그니처를 활용하여 직원에게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외부인에게는 적십자의 전문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모양과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15mm
한글

영문

Pantone 485C(C0 M100 Y100 K0)
Scale 100%

규격: 15 X 10mm

제작: 무광�금색�도금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이메일 라벨

1.05

이메일 라벨은 대한적십자사 시그니처와 슬로건을 강조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사용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서울특별시지사

김�대�한 Daehan Kim

회원홍보팀�과장 | Deputy Head, Fundraising and Public Relations Team

04748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 356
T 02-234-5678 F 02-1234-5678
M 010-1234-5678 E daehan.k@redcross.or.kr
www.redcross.or.kr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국문�서체

영문�서체

부서/직급: 본고딕 Regular 8pt, 자간 -20

부서/직급: 본고딕 Regular 8pt

이름: 본고딕 Medium 11pt

주소: 본고딕 Medium 8.5pt, 자간 -20

이름: 본고딕 Medium 11pt

항목: 본고딕 Regular 8.5pt, 행간 11pt
본고딕 Bold 8.5pt, 행간 11pt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소봉투

1.06

소봉투는 빨간색의 면과 선을 활용하여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등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앞면

9.9mm

42.3mm

8.1mm

9.3mm
서울특별시지사

04748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 356
356 Gosanja-ro, Seondong-gu, Seoul, 04748, Korea
T 02-1234-5678 F 02-1234-5678 www.redcross.or.kr

Center

뒷면

6.7mm
5.4mm

Scale 60%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230 X 110mm

지질: 몽블랑 130g/㎡
인쇄: 오프셋�인쇄

국문�서체

주소: 본고딕 Medium 7pt, 자간 -20, 행간 10pt

영문�서체

주소: 본고딕 Regular 7pt, 행간 10pt
항목: 본고딕 Bold 7pt, 행간 10pt

본고딕 Regular 7pt, 행간 10pt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중봉투

1.07

중봉투는 빨간색의 면과 선을 활용하여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등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5mm 6.8mm

11.6mm

42.4mm

8.8mm
서울특별시지사

8.6mm
04748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 356
356 Gosanja-ro, Seondong-gu, Seoul, 04748, Korea
T 02-1234-5678 F 02-1234-5678 www.redcross.or.kr

Center

Scale 50%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260 X 190mm

지질: 몽블랑 130g/㎡
인쇄: 오프셋�인쇄

국문�서체

주소: 본고딕 Medium 8pt, 자간 -20, 행간 11pt

영문�서체

주소: 본고딕 Regular 8pt, 행간 11pt
항목: 본고딕 Bold 8pt, 행간 11.5pt

본고딕 Regular 8pt, 행간 11.5pt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대봉투

1.08

대봉투는 빨간색의 면과 선을 활용하여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등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7mm 8.1mm

13.5mm

10.6mm

8.8mm
04748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 356
356 Gosanja-ro, Seondong-gu, Seoul, 04748, Korea
T 02-1234-5678 F 02-1234-5678 www.redcross.or.kr

Center

Scale 40%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335 X 245mm

지질: 몽블랑 130g/㎡
인쇄: 오프셋�인쇄

국문�서체

주소: 본고딕 Medium 9pt, 자간 -20, 행간 11.5pt

영문�서체

주소: 본고딕 Regular 9pt, 행간 11.5pt
항목: 본고딕 Bold 9pt, 행간 12pt

본고딕 Regular 9pt, 행간 12pt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쇼핑백_소

1.09

쇼핑백은 이동성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광고 효과를 지니고 있는 디자인물이기에 세련됨과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등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특히 C 타입의 경우 적십자 표장의
예외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기에 모양과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Type A

Type B

Saving Lives.

I was a mere tourist with no part whatever in this great conflict; but it was my rare privilege,
through an unusual train of circumstances, to witness the moving scenes that I have resolved to describe.
In these pages I give only my personal impressions; so my readers should not look here for specific details,
nor for information on strategic matters; these things have their place in other writings.

Saving Lives.

I was a mere tourist with no part whatever in this great conflict; but it was my rare privilege,
through an unusual train of circumstances, to witness the moving scenes that I have resolved to describe.
In these pages I give only my personal impressions; so my readers should not look here for specific details,
nor for information on strategic matters; these things have their place in other writings.

Type C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Warm Gray 4C(C0 M1 Y2 K7)

규격: 350 X 180 X 110mm

지질: 스노우�화이트 200g/㎡

인쇄: 오프셋�인쇄 or 실크�인쇄

후가공: 무광�라미네이팅�후 UV 코팅
끈: 종이, 매립작업

Scale 15%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쇼핑백_중

1.10

쇼핑백은 이동성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광고 효과를 지니고 있는 디자인물이기에 세련됨과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등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특히 C 타입의 경우 적십자 표장의
예외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기에 모양과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Type A

Type B

I was a mere tourist with no
part whatever in this great
conflict; but it was my rare
privilege, through an unusual
train of circumstances, to
witness the moving scenes that
I have resolved to describe. In
these pages I give only my
personal impressions; so my
readers should not look here
for specific details, nor for
information on strategic
matters; these things have their
place in other writings.

Saving Lives.

Saving Lives.

I was a mere tourist with no
part whatever in this great
conflict; but it was my rare
privilege, through an unusual
train of circumstances, to
witness the moving scenes that
I have resolved to describe. In
these pages I give only my
personal impressions; so my
readers should not look here
for specific details, nor for
information on strategic
matters; these things have their
place in other writings.

Type C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Warm Gray 4C(C0 M1 Y2 K7)

규격: 290 X 330 X 110mm

지질: 스노우�화이트 200g/㎡

인쇄: 오프셋�인쇄 or 실크�인쇄

후가공: 무광�라미네이팅, UV 유광�코팅
끈: 종이, 매립작업

Scale 1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쇼핑백_대

1.11

쇼핑백은 이동성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광고 효과를 지니고 있는 디자인물이기에 세련됨과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등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특히 C 타입의 경우 적십자 표장의
예외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기에 모양과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Type A

Type B
I was a mere tourist with no
part whatever in this great
conflict; but it was my rare
privilege, through an unusual
train of circumstances, to
witness the moving scenes that
I have resolved to describe. In
these pages I give only my
personal impressions; so my
readers should not look here
for specific details, nor for
information on strategic
matters; these things have their
place in other writings.

Saving Lives.

Saving Lives.

I was a mere tourist with no
part whatever in this great
conflict; but it was my rare
privilege, through an unusual
train of circumstances, to
witness the moving scenes that
I have resolved to describe. In
these pages I give only my
personal impressions; so my
readers should not look here
for specific details, nor for
information on strategic
matters; these things have their
place in other writings.

Type C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Warm Gray 4C(C0 M1 Y2 K7)

규격: 305 X 410 X 120mm

지질: 스노우�화이트 200g/㎡

인쇄: 오프셋�인쇄 or 실크�인쇄

후가공: 무광�라미네이팅, UV 유광�코팅
끈: 종이, 매립작업

Scale 1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종이컵

1.12

종이컵은 아래의 디자인을 활용하여 그 규격과 재질을 유동적으로 사용하여 활용한다. 다만 B 타입의 경우 적십자 표장의 예외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기에 모양과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Type A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10oz 95 X 85mm

지질: 식품�용지 350g/m2
인쇄: 별색�오프셋�인쇄

Type B

Type C

Scale 6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스티커 A

1.13

스티커 A는 대한적십자사 CI를 활용한 기본적인 스티커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모양과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최소�사이즈 20mm

최소�사이즈 25mm

지질: 유포지 80g/㎡
인쇄: 오프셋�인쇄

후가공: 오프셋�인쇄�후�무광�코팅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스티커 B

1.14

스티커 B는 대한적십자사의 다양한 사업에서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BI와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특히 후원과 봉사 관련 사업에서 활용 시
희망풍차 BI를 반드시 표현한다.

후원사�강조형

Type A

Text Zone

2017 설맞이�사랑의�선물
이�물품은�삼성에서�후원하고�사랑의열매의�지원으로
적십자�희망풍차�결연�가정에게�전달됩니다.

Text Zone

농협�하나로유통은
적십자�희망풍차�사업을�지원하며
나눔을�실천합니다.

Type B

Text Zone

2017 설맞이�사랑의�선물
이�물품은�삼성에서�후원하고�사랑의열매의�지원으로
적십자�희망풍차�결연�가정에게�전달됩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적십자�희망풍차�사업을�지원하며
나눔을�실천합니다.
Text Zone

Type C
Text Zone

2017 설맞이�사랑의�선물

이�물품은�삼성에서�후원하고�사랑의열매에서�지원하여
적십자�희망풍차�결연가구에�전달됩니다.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20C(C0 M2 Y4 K14)

지질: 유포지 80g/㎡
인쇄: 오프셋�인쇄

후가공: 오프셋�인쇄�후�무광�코팅

Text Zone

농협�하나로유통은
적십자�희망풍차�사업을�지원하며
나눔을�실천합니다.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포장 박스

1.15

포장 박스는 대한적십자사의 표장과 슬로건을 중심으로 표현하였다. 골판지 크라프트로 작업 시 재질의 제한 사항으로 인해
표장의 예외적인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서울특별시지사

04748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 356
356 Gosanja-ro, Seondong-gu, Seoul, 04748, Korea
Tel. 02 1234 5678 Fax. 02 1234 5678

Saving Lives,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Type B

04748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 356
356 Gosanja-ro, Seondong-gu, Seoul, 04748, Korea
Tel. 02 1234 5678 Fax. 02 1234 5678

적십자는�생명입니다.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410 X 280 X 310mm

지질: 골판지�크라프트 / 백색
인쇄: 오프셋�인쇄

서울특별시지사

Saving Lives,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Scale 1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포장 테이프

1.16

포장 테이프는 대한적십자사 CI를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모양과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Type A(백색)

Type B(투명)

Type A(백색)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48 X 40mm / 55 mic
재질: 폴리프로필렌

인쇄: 별색�오프셋�인쇄

40mm

50mm

Type B(투명)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포장지

1.17

포장지는 슬로건과 로고타이프를 패턴화하여 세련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B

Type A

Saving Lives,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Saving Lives,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Saving Lives,

지질: 편아트 80g/㎡
인쇄: 오프셋�인쇄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적십자는�생명입니다.
Saving Lives,
Pantone 420C(C0 M2 Y4 K14)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적십자는�생명입니다.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임명장, 표창장

1.18

임명장과 표창장은 권위와 신뢰성을 전달하며 세련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등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임명장�역시�동일한�형식을�사용한다.

제 20 -

-

호

표 창 장

OOOO 대표

김 대 한
귀하는�적십자�홍보�활동에�동참하셔서

적십자�인도주의�활동을�널리�알리는�데

크게�기여하였으므로�그�공로를�높이�치하하여
이에�표창합니다.
2018. 10. 27.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지사회장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20C(C0 M2 Y4 K14)

규격: 210 X 297mm

국문�서체

인쇄: 오프셋�인쇄

표창장: 본고딕 Medium 42pt

지질: 반누보�스노우�화이트 204g/㎡

홍 길 동

Scale 50%

발급번호: 본고딕 Regular 12pt, 자간 -20

본문: 본고딕 Regular 20pt, 행간 38pt

소속: 본고딕 Medium 14pt

발행처, 회장: 본고딕 Medium 16pt, 자간 -30

성명: 본고딕 Medium 22pt

발행일: 본고딕 Regular 20pt

회장�성명: 본고딕 Medium 26pt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위촉장

1.19

위촉장은 권위와 신뢰성을 전달하며 세련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제 20 -

-

호

위 촉 장

국회의원

이 대 한

귀하를�대한적십자사�홍보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기간: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2월 21일까지

대한적십자사�회장

홍 길 동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20C(C0 M2 Y4 K14)

규격: 210 X 297mm

국문�서체

인쇄: 오프셋�인쇄

위촉장: 본고딕 Medium 42pt

지질: 반누보�스노우�화이트 204g/㎡

Scale 50%

발급번호: 본고딕 Regular 12pt, 자간 -20

본문: 본고딕 Regular 24pt, 장평 97%, 행간 42pt

소속: 본고딕 Medium 14pt

대한적십자사회장: 본고딕 Medium 16pt, 자간 -30

성명: 본고딕 Medium 22pt

기간: 본고딕 Regular 17pt

회장�성명: 본고딕 Medium 26pt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상장 케이스 A

1.20

상장 케이스 A는 권위와 신뢰성을 전달하며 세련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웜 그레이 색상을 활용한 하드 커버형의 재질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앞면

뒷면

Scale 30%
디보싱

규격: 230 X 320mm
재질: 인조�가죽
후가공: 디보싱

디보싱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상장 케이스 B

1.21

상장 케이스 B는 권위와 신뢰성을 전달하며 세련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웜그레이 색상을 활용했으며 기본 폴더 형식의 재질을
사용하여 간편한 제작이 가능하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앞면

뒷면

유광�코팅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Pantone 404C(C0 M10 Y20 K70)

Scale 30%
무광�코팅

규격: 230 X 320mm

지질: 반누보�화이트 200g/㎡
인쇄: 오프셋�인쇄

후가공: 무광�코팅, 부분�유광�코팅

유광�코팅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위촉패 A

1.22

위촉패는 권위와 신뢰성을 전달하며 세련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위촉패 A와 B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제작 시
디자인 및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옆면

앞면

위촉패

제 20 -

-

호

유광

김대한

귀하를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까지 대한적십자사 명예홍보

무광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지정색�무광�도색

0000년 00월 00일

대한적십자사 회장 홍 길 동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150 X 220 X 10mm
재질: Aluminum 1T
인쇄: 실크스크린

Scale 5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위촉패 B

1.23

위촉패는 권위와 신뢰성을 전달하며 세련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위촉패 A와 B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제작
시 디자인 및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옆면

앞면

위촉패

블랙�크리스탈
제 20 -

-

호

김대한

무광�알루미늄 1T

귀하를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까지 대한적십자사 명예홍보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대한적십자사 회장 홍 길 동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150 X 200 X 50mm

재질: Black Crystal, Aluminum 1T
인쇄: 실크스크린, 샌딩

Scale 5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감사패

1.24

감사패는 권위와 신뢰성을 전달하며 세련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제작 시
디자인 및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Type B

Side

감 사 패

감 사 패
000000

000000

귀 단체는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귀 단체는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적극 참여하시어 인간의 고난 경감과
그 공로를 높이 치하하여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적극 참여하시어 인간의 고난 경감과
그 공로를 높이 치하하여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대한적십자사 회장 홍 길 동

대한적십자사 회장 홍 길 동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75 X 200 X 30mm
재질: 알투�글라스 30T
인쇄: 실크스크린

Scale 7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표창장 액자형

1.25

표창장 액자형은 표창장과 유공장을 액자형으로 만든 것으로 권위와 신뢰성을 전달하며 세련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제 20 -

표 창 장

-

호

본사�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김 지 영

귀하는�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으로 30년간�숭고한

적십자�인도주의�이념�구현에�크게�기여�하였으므로
그�공로를�높이�치하하여�이에�표창합니다.
0000. 00. 00.

대한적십자사�회장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20C(C0 M2 Y4 K14)

규격: 420 X 297mm

지질: 반누보�스노우�화이트 204g/㎡

홍 길 동

I was a mere tourist with no part whatever in this great conﬂict; but it was my rare

privilege, through an unusual train of circumstances, to witness the moving scenes that
I have resolved to describe. In these pages I give only my personal impressions

Scale 3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신청서

1.26

신청서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식이기에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정보가�많을�시)

Type B(정보가�적을�시)

Text Zone
접수번호
사진
(3X4cm)

인명구조요원�검정�신청서

이름

주소

영문

상기�개인�정보�수집�및�이용�목적에�동의합니다.

수료번호

수료확인

수료일자

검정일자

대한적십자사

검정료�납부

신청인:

20

본인은�대한적십자사의�안전자격검정에�응시하고자�신청하오며,
본�신청서에�기재한�내용은�사실과�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1회

신청인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E-mail: 신규�및�재교육, 유효기간�만료, 적십자�인도주의�활동�소개�및�참여방법�안내,
보험�가입�등�자격�관리�및�통계�구축을�위해�사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회�수

※ 전자결제시스템 사용 불가한 경우만 사용

E-mail

자택전화

지사 회장 귀하

년

신청인:

(인)

월

일

(인)

검정�결과

확인

2회
3회

교육과정
교육기간

이름

생년월일

검정�결과

접�수�증

접수일자
검정일자
접수�시�지참

- 수료증

- 검정�수수료

신청인:

성명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C0 M0 Y0 K80
C0 M0 Y0 K10

규격: 210 X 297mm

지질: 백색�모조지 80g/㎡
인쇄: 오프셋�인쇄

연락처

검정�시�지참

- 필기도구, 접수증

지도자과정
강사과정

위와 같이 환불을 요청합니다.
20

생년월일
- 증명사진 2매

일반과정

환불계좌번호

5회

접수번호

일반과정

심리사회적지지교육

자격증�수령

4회

휴대전화

재난보건교육

환불사유

강습기관
확인자

교육비�환불�신청서

인명구조요원

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응시종별

한글

Text Zone

- 주민등록증

대한적십자사

년

월

일

(서명�또는�인)

지사 회장 귀하

- 수영복과�수영모(수상)

Scale 4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확인서

1.27

확인서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증빙의 성격으로써 수여되는 서식이기에 일관된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제 20 -

-

호

RCY CHALLENGE 진급�증서 Solferino

Text Zone

인적�사항

진급�기준
(2016년)

누적�활동

소속단
성명

생년월일
진급단계

활동시간

성별

연락처
안전

영역별
활동시간

봉사
친선
교육

활동기간
활동연차

활동시간

상기와 같이 RCY 활동에 참가하여 진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7 년 11월 12일

대한적십자사�회장

*이탈리아 북부 도시 ‘솔페리노’는 적십자 운동의 발상지로,
1859년 솔페리노에서 발생한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한 장 앙리 뒤낭에 의해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5315C(C0 M1 Y2 K7)

규격: 210 X 297mm

지질: 백색�모조지 80g/㎡
인쇄: 오프셋�인쇄

Scale 5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서약서, 동의서

1.28

서약서, 동의서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식이기에 일관된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초상권�및�사연�동의서

Text Zone

(촬영�및�제작물�배포, 판권, 소유�등)

‘본인’은�촬영된�사진과�영상, 사연에�대해 ‘대한적십자사’에�공공�목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를
허가하는�것에�동의합니다.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락 처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보호자가 아래 모든 내용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본인(갑)은�대한적십사(을)에게�갑이�촬영된�사진과�영상, 사연의�일부�또는�전체를�어떠한�형태와

(매체, 배포방법, 국적�등) 관계없이�사용할�수�있는�권리(소유�및�제작, 판권�등을�포함) 일체를�부여합니다.
- 사용처: 인터넷, TV, 인쇄물, 라디오, 영상물�등
- 사용허가�기한: 동의일로부터 3년

‘갑’은�제작물(들)의�판권�및�소유권을�주장하지�않으며,

상기�조항에�의거�모든�소유권�및�저작권�등이 ‘을’에게�있음을�동의합니다.
‘갑’은�인화된�상태의�사진�또는�필름(네거티브, 포지티브), 기타�디지털�지상매체�등이
‘을’에게�귀속되는�것에�동의합니다.

‘갑’은�위의�내용에�따라�추후�초상권�및�사연�사용과�관련하여

‘을’을�상대로�일체의�소송을�제기하지�않을�것에�대해�동의합니다.

20

년

동�의�인 :

월

일

(인)

대한적십자사 회장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C0 M0 Y0 K80
C0 M0 Y0 K10

규격: 210 X 297mm

지질: 백색�모조지 80g/㎡
인쇄: 프린트�출력

Scale 5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안내문

1.29

안내문은 대한적십자사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시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가로형
Text Zone

홍보�자문�위원회�정기�회의
0000. 00. 00.

본사�앙리�뒤낭홀

세로형
Text Zone

이제는�예약�헌혈!

헌혈할 때 많이 기다리셨나요?
원하시는 헌혈 장소, 날짜, 시간을 예약하세요.
1. 예약�헌혈이란?

헌혈하기�전에�홈페이지, 모바일�앱(스마트�헌혈),
헌혈�고객�지원�센터�또는�혈액원�직원을�통해

헌혈�장소, 날짜, 시간�및�헌혈�종류를�미리�예약하고
헌혈에�참여하는�것을�말합니다.

원하는�장소, 날짜, 시간에�헌혈�참여가�가능합니다.
헌혈의집에서의�대기�시간을�줄일�수�있습니다.

2. 헌혈�예약�방법
- 헌혈�현장�예약

헌혈의집�현장에서�방문하신�후�예약�신청

3. 예약�및�취소�시

- 6개월�이내�헌혈의집으로�예약할�수�있으며,
당일�예약은�불가합니다.

- 홈페이지�예약

- 최근�헌혈�혈액�검사�결과에�따라�예약이

- 스마트�헌혈�앱�예약

- (예약�후�헌혈�혈액�검사�결과�이상�판정�시

www.bloodinfo.net

- 전화�예약

헌혈�고객�지원�센터 1600-3705

제한될�수�있습니다.

예약이�자동�취소되며�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로�예약�현황을�안내해�드립니다.
(예약�직후, 예약일 3일�전, 예약�당일)

- 예약�안내�문자를�받지�못�하신�경우에는
예약�현황을�확인해�주십시오.

Image Zone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20C(C0 M2 Y4 K14)

규격: 가로_297 X 210mm, 세로_210 X 297mm
인쇄: 오프셋�인쇄

Scale 3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PPT 템플릿

1.30

PPT 템플릿은 대한적십자사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시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Text Zone

표지

내지

Agenda

2018 혈액사업�현황

1. 혈액사업 개요

0000. 00. 00. 홍길동�연구원

1-1. 적십자와 혈액사업
1-2. 혈액사업의 중요성

2. 혈액사업 현황

3. 혈액사업 개선방향

Image Zone

Type B

1-1. 적십자와 혈액사업

Text Zone

2017 혈액사업�현황
0000. 00. 00. 홍길동�연구원

가. 적십자의�목적과�혈액사업�이념�부합
생명보호, 공공성, 비영리, 헌혈

나. 각�국�적십자사�혈액사업�추진�현황
185개국 적십자사 중 110여개 적십자사
혈액사업에 참여

-국가혈액사업을 전담(한국, 일본 등 28개 적십자사)

혈액원�운영

(미국�등 27개국)

(싱가포르�등
58개국)

불참

-혈액원을 운영(미국 등 27개 적십자사)

(75개국)

-헌혈자만 모집(싱가포르 등 58개 적십자사)
*세계 수혈용 혈액의 30% 적십자사 공급

02

Type C

국가�혈액사업
전담

(한국, 일본�등 28개국)

헌혈자만
모집

표1 ) 각�국�적십자사�혈액사업�추진�현황

2017 한적의 혈액사업 현황_ 1. 혈액사업 개요_적십자와 혈액사업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1-1. 적십자와 혈액사업

Text Zone

가. 적십자의�목적과�혈액사업�이념�부합

2018 혈액사업�현황
0000. 00. 00. 홍길동�연구원

생명보호, 공공성, 비영리, 헌혈

나. 각�국�적십자사�혈액사업�추진�현황
185개국 적십자사 중 110여개 적십자사
혈액사업에 참여

-국가혈액사업을 전담(한국, 일본 등 28개 적십자사)

혈액원�운영

(미국�등 27개국)

(싱가포르�등
58개국)

불참

-혈액원을 운영(미국 등 27개 적십자사)

(75개국)

-헌혈자만 모집(싱가포르 등 58개 적십자사)
*세계 수혈용 혈액의 30% 적십자사 공급

02

Type D
Text Zone

2018 혈액사업�현황
0000. 00. 00. 홍길동�연구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1-1. 적십자와 혈액사업
가. 적십자의�목적과�혈액사업�이념�부합
생명보호, 공공성, 비영리, 헌혈

나. 각�국�적십자사�혈액사업�추진�현황
185개국 적십자사 중 110여개 적십자사
혈액사업에 참여

-국가혈액사업을 전담(한국, 일본 등 28개 적십자사)
-헌혈자만 모집(싱가포르 등 58개 적십자사)
*세계 수혈용 혈액의 30% 적십자사 공급

02

규격: 297 X 210mm

표1 ) 각�국�적십자사�혈액사업�추진�현황

2017 한적의 혈액사업 현황_ 1. 혈액사업 개요_적십자와 혈액사업

-혈액원을 운영(미국 등 27개 적십자사)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20C(C0 M2 Y4 K14)

국가�혈액사업
전담

(한국, 일본�등 28개국)

헌혈자만
모집

2017 한적의 혈액사업 현황_ 1. 혈액사업 개요_적십자와 혈액사업

혈액원�운영

(미국�등 27개국)

국가�혈액사업
전담

(한국, 일본�등 28개국)

헌혈자만
모집

(싱가포르�등
58개국)

불참

(75개국)

표1 ) 각�국�적십자사�혈액사업�추진�현황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Scale 20%

2.0 홍보물 / 기념품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보고서 표지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_가로형
현수막_세로형
X 배너

어깨띠

보드판 A

보드판 B
보드판 C
포토 월

감사 카드 A

감사 카드 B

감사 카드 봉투
서한문

프레스킷 A

프레스킷 B

영상 타이틀

국제적십자운동 7대 원칙
컵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텀블러
펜

에코 백

응급 처치 키트 A

응급 처치 키트 B
우산

명함 케이스
티셔츠

기념품 배지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보고서 표지

2.01

보고서 표지는 대한적십자사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시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대한적십자사 CI, 슬로건, 간행물 발간 번호 등 필수 정보의 위치를 준수하여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이미지�사용�시)

간행물�발간�번호�좌측�상단�표기

Center

Image Zone

적십자홍보-1805-15-21

2017 Korean Red Cross Annual Report

슬로건�뒷면�중앙에�표기

2017
Korean Red Cross
Annual Report

Text Zone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T 02-3705-3705 F 02-3705-3759 www.redcross.or.kr

Scale 30%

Type B(이미지�미사용�시)
적십자홍보-1805-15-21

Text Zone

2017
Korean Red Cross
Annual Report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20C(C0 M2 Y4 K14)
규격: 210 X 297 mm

적십자홍보-1805-15-21

2017
Korean Red Cross
Annual Report

적십자홍보-1805-15-21
적십자홍보-1805-15-21

2017
2017
Korean
Korean Red
Red Cross
Cross
Annual
Annual Report
Report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포스터

2.02

포스터는 대한적십자사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시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포스터 세부 디자인에 따라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대한적십자사 CI, 슬로건, 간행물 발간 번호 등 필수 정보의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B

Text Zone
적십자홍보-1805-15-21

후원�문의 1577-8179
(편한친구)

당신의�사랑은
제대로�전달되고�있나요?

간행물�발간�번호�우측�상단�표기

Type A

적십자는�여러분의�소중한�후원을
제대로, 도움이�필요한�곳에�전달합니다

적십자홍보-1805-15-21

당신의�사랑은
제대로�전달되고
있나요?

후원�문의 1577-8179

(편한친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약계층 맞춤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안전 지식보급

5,733,677,999

⋯

적십자는�여러분의�소중한�후원을
제대로, 도움이�필요한�곳에�전달합니다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바로�적십자회비에�참여해�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적십자 홈페이지 www.redcro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QR코드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약계층 맞춤지원
51,370,679,216

Type C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공간이�협소하거나 Saving Line 미사용�시
슬로건�좌측�상단�표기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더 자세한 정보는 적십자 홈페이지 www.redcro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QR코드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적십자홍보-1805-15-21

후원�문의 1577-8179
(편한친구)

04 안전 지식보급
5,733,677,999

⋯

지금�바로�적십자회비에�참여해�주세요!

Text Zone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20C(C0 M2 Y4 K14)

당신의�사랑은
제대로�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여러분의�소중한�후원을
제대로, 도움이�필요한�곳에�전달합니다

Text Zone

Saving Line 사용�시�슬로건�위치

홍보대사 류수영

Scale 20%

Korean Red Cross (KRC) initiated Blood Services
taking over National Blood Center in 1958. In
1981, the Korean government delegated national
blood services to the Korean Red Cross (KRC)
with the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the life and
health of Korean citizens.
Korean Red Cross (KRC) initiated Blood Services
taking over National Blood Center in 1958. In
1981, the Korean government delegated national
blood services to the Korean Red Cross (KRC)
with the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the life and
health of Korean citizens.
Korean Red Cross (KRC) initiated Blood Services
taking over National Blood Center in 1958. In
1981, the Korean government delegated national
blood services to the Korean Red Cross (KRC)
with the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the life and
health of Korean citizens.

Scale 12%

규격: 420 X 594 mm
인쇄: 오프셋�인쇄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리플릿

2.03

리플릿은 대한적십자사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시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리플릿 세부 디자인에 따라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대한적십자사 CI, 슬로건, 간행물 발간 번호 등 필수 정보의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앞면
Image Zone

간행물�발간�번호�좌측�상단�표기

Type B
뒷면

슬로건�뒷면�중앙에�표기

적십자홍보-1805-31-21

적십자홍보-1805-31-21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지원
Text Zone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와 함께
잊힌 분들을 돕습니다.

Text Zone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지원

2018. 5. 26. WED ~ 5. 27. TUE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와 함께
잊힌 분들을 돕습니다.

OPENING: 2018. 5. 26. WED 18H
COEX CONVENTION HALL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T 02-3705-3705 F 02-3705-3759 www.redcross.or.kr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20C(C0 M2 Y4 K14)

규격: 100 X 210 mm

지질: 몽블랑 130g/㎡
인쇄: 오프셋�인쇄

Type C

적십자홍보-1805-31-21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지원
Text Zone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와 함께
잊힌 분들을 돕습니다.

2018. 5. 26. WED ~ 5. 27. TUE

OPENING: 2018. 5. 26. WED 18H
COEX CONVENTION HALL

Text Zone

Scale 4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현수막_가로형

2.04

현수막 가로형은 대내외 행사, 활동 소개 등에 자주 쓰는 디자인물이므로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대한적십자사 CI, 슬로건의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나눔이�희망입니다.

Text Zone

집중�모금�기간
2017. 12. 1 ~ 2018. 1. 31

Type B
Text Zone

적십자와�함께�국민속으로

Type C

Text Zone

적십자와�함께�국민속으로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5315C(C0 M1 Y2 K7)

인쇄: 실사�출력

현수막의�배경�색상은�가독성�가시성을�위하여

대한적십자사�웜�그레이�컬러의 12%로�사용한다.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현수막_세로형

2.05

현수막 세로형은 대내외 행사, 활동 소개 등에 자주 쓰는 디자인물이므로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대한적십자사 CI, 슬로건, BI의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BI 혹은�슬로건�적용형

Type B

나
눔
이
희
망
입
니
다

Text Zone

나
눔
이
희
망
입
니
다

Text Zone

Text Zone

집중�모금�기간
2017.12.1~
2018.1.31

나
눔
이
희
망
입
니
다

Text Zone

집중�모금�기간
2017.12.1~
2018.1.31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02C(C0 M6 Y12 K42)
Pantone 5315C(C0 M1 Y2 K7)

인쇄: 실사�출력

BI, 슬로건
표기�위치

나
눔
이
희
망
입
니
다

Text Zone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X 배너

2.06

X 배너는 대내외 행사, 활동 소개 등에 자주 쓰는 디자인물이므로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대한적십자사 CI, 슬로건 등의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Image Zone

Text Zone

적십자회비,
나눔이�희망이
됩니다.
모금�기간

2017. 12. 1. ~2018. 1. 31.

후원�문의

1577-8179

Type B

적십자회비,
나눔이�희망이
됩니다.
Text Zone

모금�기간

2017. 12. 1. ~2018. 1. 31.

후원�문의

1577-8179

Type C
Text Zone

적십자회비,
나눔이�희망이
됩니다.
모금�기간

2017. 12. 1.
~2018. 1. 31.

후원�문의
Image Zone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20C(C0 M2 Y4 K14)

규격: 600 X 1800mm
인쇄: 실사�출력

Type D

1577-8179

Type E

Text Zone
Text Zone

적십자회비,
나눔이�희망이
됩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희망이
됩니다.

모금�기간

모금�기간

후원�문의

후원�문의

2017. 12. 1.
~2018. 1. 31.
1577-8179

2017. 12. 1.
~2018. 1. 31.
1577-8179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어깨띠

2.07

어깨띠는 대내외 행사, 활동 소개 등에 자주 쓰는 디자인물이므로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대한적십자사 CI, 슬로건 등의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Type B

BI 적용형

헌
혈
은
사
랑
입
니
다.

Text Zone

헌
혈
은
사
랑
입
니
다.

Text Zone

헌
혈
은
사
랑
입
니
다.

Text Zone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5315C(C0 M1 Y2 K7)

규격: 100 X 750mm

재질: 부직포 or 솔벤트�전용�원단
인쇄: 오프셋�인쇄

헌
혈
은
사
랑
입
니
다.

Text Zone

나
눔
이
희
망
입
니
다.

Text Zone

Scale 2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보드판 A

2.08

보드판은 대내외 행사, 활동 소개 등에 자주 쓰는 디자인물이므로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보드판 A는 일반적인 홍보용으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대한적십자사 CI, BI 등의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특히 후원과 봉사 관련 사업에서 활용 시 희망풍차 심벌을 표현하여 사용한다.

Type A

함께�희망을
전합니다!

적십자는�희망풍차�프로그램을�통해
긴급한�도움이�필요한�위기�가정을�돕습니다.
후원�문의 1577 - 8179 (편한친구)

Type B

Text Zone

함께�희망을
전합니다!

적십자는�희망풍차�프로그램을�통해
긴급한�도움이�필요한�위기�가정을�돕습니다.
후원�문의 1577 - 8179 (편한친구)

Text Zone

Type C
Text Zone

함께�희망을�전합니다!
적십자는�희망풍차�프로그램을�통해
긴급한�도움이�필요한�위기�가정을�돕습니다.
후원�문의 1577 - 8179 (편한친구)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20C(C0 M2 Y4 K14)

규격: 594 X 420mm

재질: 폼보드 5mm, 백색�모조지 80g/㎡
인쇄: 실사�출력 or 오프셋�인쇄

* 적용된�이미지는�예시이므로�무단으로�사용�시
저작권에�위배됩니다.

Scale 12%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보드판 B

2.09

보드판은 대내외 행사, 활동 소개 등에 자주 쓰는 디자인물이므로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보드판 B는 후원사를 표현해 주는 방식으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후원사 로고와
대한적십자사 CI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대한적십자사 CI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Type A

Text Zone

농협�하나로유통은
농업인과�소비자, 기업이�상생하는
국민�행복�시대를�나눔과�더�큰�희망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후원사�로고는�적십자사 CI와
같은�선�상의�좌측에�위치함을
표준으로�한다.

Type B

Text Zone

2018
설맞이�사랑의�선물

이�물품은�삼성에서�후원하고�사랑의열매에서�지원하여
적십자�희망풍차�결연�가정에�전달됩니다.

Type C

2018
설맞이�사랑의�선물
Text Zone

이�물품은�삼성에서�후원하고�사랑의열매에서�지원하여
적십자�희망풍차�결연�가정에�전달됩니다.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20C(C0 M2 Y4 K14)

규격: 594 X 420mm

재질: 폼보드 5mm, 백색�모조지 80g/㎡
인쇄: 실사�출력 or 오프셋�인쇄

* 적용된�이미지는�예시이므로�무단으로�사용�시
저작권에�위배됩니다.

Scale 12%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보드판 C

2.10

보드판은 대내외 행사, 활동 소개 등에 자주 쓰는 디자인물이므로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보드판 C는 후원금 전달식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대한적십자사 CI,
BI, 후원사 로고의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Text Zone

금

Type B

적십자�특별회비

50,000,000원

Text Zone

설맞이�희망풍차�결연가구�및
사회복지시설�물품지원�사업

금

100,000,000원

Type C
Text Zone

설맞이�희망풍차�결연가구�및
사회복지시설�물품지원�사업

금

100,000,000원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20C(C0 M2 Y4 K14)

규격: 420 X 594mm

재질: 폼보드 5mm, 백색�모조지 80g/㎡
인쇄: 실사�출력 or 오프셋�인쇄

* 적용된�이미지는�예시이므로�무단으로�사용�시
저작권에�위배됩니다.

Scale 12%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포토 월

2.11

포토 월은 대내외 행사, 활동 소개 등에 자주 쓰는 디자인물이므로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대한적십자사 CI, 슬로건 등의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Scale 3%

Type B

Type C

함께�희망을
전합니다!

적십자는�희망풍차�프로그램을�통해
긴급한�도움이�필요한
위기�가정을�돕습니다.

후원�문의 1577 - 8179 (편한친구)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5315C(C0 M1 Y2 K7)

규격: 2916 X 2300mm
인쇄: 실사�출력

* 적용된�이미지는�예시이므로�무단으로�사용�시
저작권에�위배됩니다.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감사 카드 A

2.12

감사 카드 A는 2단의 세로 형태로 대한적십자사의 표장과 슬로건을 중심으로 표현하였다. 아래 디자인은 적십자 표장의 예외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기에 제작 시 모양과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앞면

뒷면

슬로건�뒷면�중앙에�표기

펼침면

Type A
Text Zone

후원 1주년, 참�고맙습니다.

Thank you.

굶주린�아이들에게�따뜻한�식사로...

재난을�당한�이재민에게�소중한�구호품으로...
어려운�이웃을�위해�희망을�전해주신
후원자님, 참�감사합니다.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T 02-3705-3705 F 02-3705-3759 www.redcross.or.kr

Type B
Text Zone

후원 1주년, 참�고맙습니다.
굶주린�아이들에게�따뜻한�식사로...

재난을�당한�이재민에게�소중한�구호품으로...
어려운�이웃을�위해�희망을�전해주신
후원자님, 참�감사합니다.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T 02-3705-3705 F 02-3705-3759 www.redcross.or.kr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120 X 180 mm

지질: 몽블랑 240g/㎡
인쇄: 오프셋�인쇄

Scale 3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감사 카드 B

2.13

감사 카드 B는 2단의 가로 형태로 웜 그레이 색상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앞면

펼침면

뒷면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T 02-3705-3705 F 02-3705-3759 www.redcross.or.kr

Type B

Text Zone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T 02-3705-3705 F 02-3705-3759 www.redcross.or.kr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5315C(C0 M1 Y2 K7)
Pantone 8005C(C29 M32 Y53 K14)

규격: 180 X 120 mm

지질: 몽블랑 240g/㎡
인쇄: 오프셋�인쇄

Thank you.

Scale 3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감사 카드 봉투

2.14

감사 카드 봉투는 공통 서식류의 소봉투 디자인과 통일성을 맞춰 표현하였으나 뒷면에 홍보용 문구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등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앞면
04748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 356
356 Gosanja-ro, Seondong-gu, Seoul, 04748, Korea
T 02-1234-5678 F 02-1234-5678 www.redcross.or.kr

동서울우편집중국

요�금�별�납

뒷면

적십자와�함께�희망을�심어요!

희망풍차�친구가�되면!

희망풍차는요!

매우�투명합니다.

한도�내에서�세액�공제를�받으실�수

1:1 결연을�통해�의료, 주거, 교육, 생계�등�꼭�필요한�도움을

적십자는�모금과정과�그�집행과정이
적십자는�정부�지원�없이�모금으로
사업을�수행합니다.

적십자는�국제적인�네트워크를�가진
글로벌�기관입니다.

적십자는�인간의�생명을�보호하는�데
주력하는�인도주의�기관입니다.

법정기부금으로�소득금액의 100%
있습니다.

인터넷�회원가입을�통해�기부�내역을

지질: 몽블랑 130g/㎡
인쇄: 오프셋�인쇄

제공하는�통합적�맞춤형�휴먼서비스입니다.

확인하고�기부금영수증�및�후원확인

희망풍차�나눔�플랫폼

월 3만원�이상�후원해주시면�희망풍

소외계층�치료를�위한�희망진료센터

서�등을�출력할�수�있습니다.

차�나눔명패를�전달해드립니다.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190 X 140 mm

우리�주변의�소외된�어린이, 어르신, 다문화가족, 북한이주민과

4대�취약계층을�위한�희망풍차�통합지원프로그램
국민생명지킴이�헌혈 300만�캠페인

Scale 5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서한문

2.15

서한문은 대한적십자사의 내·외부 참여자들에게 세련된 방식으로 신뢰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ext Zone

나눔이�희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적십자사�회장�홍길동입니다.

희망찬�새해가�밝았습니다. 첫�출발인 1월은�더욱�힘차고�즐거운
마음으로�시작하시어 1년�내내�행복만�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

적십자회비는�재난으로�고통�받는�이재민들을�위한�긴급구호�활동,
어려움에�처한�홀몸노인, 조손가정�아이들, 다문화가정�등
도움의�손길이�절실히�필요한�분들의�아픔을�치유하고
미래의�희망을�심어주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어려울수록�더�가치�있는�나눔, 적십자회비�모금에�동참해주시면
그�나눔이�희망이�되어�소외된�이웃과�웃는�날이�올�수�있도록
대한적십자사는�국민과�함께�희망을�지키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대한적십자사�회장

홍 길 동 드림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20C(C0 M2 Y4 K14)

규격: 210 X 297mm

지질: 백색�모조지 80g/㎡
인쇄: 프린트�출력

Scale 5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프레스킷 A

2.16

프레스킷은 보도자료나 제안서를 첨부하는 디자인물로 전문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프레스킷 A는
빨강색과 슬로건을 활용한 방식이며,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표지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T 02-3705-3705 F 02-3705-3759 www.redcross.or.kr

내지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230 X 315 X 세네카 5 mm
지질: 스노우지 300g/㎡
인쇄: 오프셋�인쇄

후가공: 무광�코팅, 부분�유광�코팅

국문�서체

주소: 본고딕 Regular 8pt, 자간 -20, 행간 11pt

Scale 30%

영문�서체

항목: 본고딕 Bold 8pt, 행간 11pt

본고딕 Regular 8pt, 행간 11pt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프레스킷 B

2.17

프레스킷은 보도자료나 제안서를 첨부하는 디자인물로 전문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프레스킷 B는
웜 그레이 색을 활용한 방식이며,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표지

유광�코팅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T 02-3705-3705 F 02-3705-3759 www.redcross.or.kr

내지

Seoul Chapter

Daehan Kim

Fundraising and Public Relations Team | Deputy Head

356 Gosanja-ro, Seondong-gu, Seoul, 04748, Korea
T +82-2-1234-5678 F +82-2-1234-5678
M +82-10-1234-5678 E daehan.k@redcross.or.kr

Scale 30%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230 X 315 X 세네카 5 mm
지질: 스노우지 300g/㎡
인쇄: 오프셋�인쇄
후가공: 무광�코팅

국문�서체

주소: 본고딕 Regular 8pt, 자간 -20, 행간 11pt

영문�서체

항목: 본고딕 Bold 8pt, 행간 11pt

본고딕 Regular 8pt, 행간 11pt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영상 타이틀

2.18

영상 타이틀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알리는 홍보 영상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미지로 슬로건과 대한적십자사 CI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16:9 HD 화면�기준

Saving Line 좌측에서�우측으로�그려짐

Saving Line에서 Saving Lives 떠오르듯이�등장

하단�한글�문구�디졸브

뒤집어지며�대한적십자사 CI 등장

뒤집어지며�대한적십자사 CI 등장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국제적십자운동 7대 원칙

2.19

국제적십자운동 7대 원칙은 적십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정신이자 이념이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www.redcross.or.kr

국제적십자운동 7대 원칙
국제적십자운동은 다음의 7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각국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연맹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하나로 결속되어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을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1. 인도

Humanity

2. 공평

Impartiality

3. 중립

Neutrality

4. 독립

Independence

전쟁터에서�부상자를�차별없이�도우려는�열망에서�탄생한�국제적십자운동은�국제적, 국내적�역량을�발휘하여
어디서든지�인간의�고통을�덜어주고�예방하기�위해�노력한다. 적십자운동의�목적은�생명과�건강을�보호하며�인간의
존엄성을�존중하고�보장하는데�있다. 이러한�적십자�운동은�모든�사람들�간의�이해, 우정, 협력�및�항구적�평화를
증진시킨다.
국제적십자운동은�국적, 인종, 종교적�신념, 계급�또는�정치적�입장이�다르다고�차별하지�않는다.
오직�개개인의�절박한�필요에�따라�고통을�덜어주고�가장�위급한�재난부터�우선적으로�해결하도록�노력한다.
적십자운동은�지속적으로�모든�사람의�신뢰를�받기�위해�적대행위가�있을�때�어느편에도�가담하지�않고�어떤�경우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또는�이념적�성격을�띤�논쟁에�개입하지�않는다.
적십자운동은�독립적이다. 각국�적십자는�정부의�인도주의�사업에�대한�보조자로서�국내�법규를�준수하지만
어느�때든지�적십자�원칙에�따라�행동할�수�있도록�항상�자율성을�유지해야�한다.

5. 자발적�봉사

Voluntary service

적십자운동은�자발적�구호�운동으로서�어떤�이익도�추구하지�않는다.

6. 단일

Unity

7. 보편

Universality

한�나라에는�하나의�적십자만�존재할�수�있다. 적십자사는�모든�사람에게�개방되어야�하며,
그�나라�영토�전역에서�인도주의�사업을�수행해야�한다.
국제적십자운동은�각�나라의�적십자들이�동등한�지위와�책임과�의무를�가지고�서로�돕는�범세계적인�운동이다.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210 X 297mm

지질: 백색�모조지 80g/㎡
인쇄: 프린트�출력

Scale 5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컵

2.20

컵은 활용도가 높은 기념품으로 적십자 표장과 색상, 슬로건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디자인 및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특히 B 타입의 경우 적십자 표장의 예외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기에 제작 시 모양과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Type A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Type B

Type C

Type D

재질: 도자기�머그

인쇄: 실크스크린, 금박

I was a mere tourist with no
part whatever in this great
conflict; but it was my rare
privilege, through an unusual
train of circumstances, to
witness the moving scenes that
I have resolved to describe. In
these pages I give only my
personal impressions; so my
readers should not look here
for specific details, nor for
information on strategic
matters; these things have their
place in other writings.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텀블러

2.21

텀블러는 활용도가 높은 기념품으로 적십자 표장과 색상, 슬로건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디자인 및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특히 D 타입의 경우 적십자 표장의 예외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기에 제작 시 모양과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Type A

재질: 기성품�사용

Type B

Type C

Type D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펜

2.22

펜은 활용도가 높은 기념품으로 대한적십자사 CI를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디자인
및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고급형

재질: 기성품�사용

일반형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에코 백

2.23

에코 백은 이동성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광고 효과를 지니고 있는 기념품이기에 세련됨과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디자인 및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특히 D 타입의
경우 적십자 표장의 예외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기에 제작 시 모양과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Type A

Saving Lives.

I was a mere tourist with no
part whatever in this great
conflict; but it was my rare
privilege, through an unusual
train of circumstances, to
witness the moving scenes that
I have resolved to describe. In
these pages I give only my
personal impressions; so my
readers should not look here
for specific details, nor for
information on strategic
matters; these things have their
place in other writings.

Type B

Type D

Type C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Type E

I was a mere tourist with no
part whatever in this great
conflict; but it was my rare
privilege, through an unusual
train of circumstances, to
witness the moving scenes that
I have resolved to describe. In
these pages I give only my
personal impressions; so my
readers should not look here
for specific details, nor for
information on strategic
matters; these things have their
place in other writings.

재질: 광목천

인쇄: 실크스크린�인쇄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응급 처치 키트 A

2.24

응급 처치 키트는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을 보여주는 기념품으로 대한적십자사 CI, 색상, 슬로건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및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앞면

뒷면

FIRST AID KIT

재질: 기성품�사용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응급 처치 키트 B

2.25

응급 처치 키트는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을 보여주는 기념품으로 대한적십자사 CI, 색상, 슬로건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및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앞면

FIRST AID KIT

뒷면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재질: 기성품�사용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우산

2.26

우산은 활용도가 높은 기념품으로 대한적십자사 CI를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디자인
및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Type B

Type C

Type D

재질: 기성품�사용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명함 케이스

2.27

명함 케이스는 활용도가 높은 기념품으로 적십자 표장과 색상, 슬로건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디자인 및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특히 C 타입의 경우 적십자 표장의 예외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기에 제작 시 모양과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Type A

앞면

뒷면

디보싱

Type B

in this great conflict; but it was my rare privilege,
through an unusual train of circumstances,
to witness the moving scenes that I have resolved
to describe. In these pages I give only my personal
impressions; so my readers should not look here for
specific details, nor for information on strategic

Saving Lives.

I was a mere tourist with no part whatever

matters;these things have their place in other writings.

디보싱

Type C

Scale 70%
디보싱

규격: 93 X 58 mm
재질: 알루미늄

인쇄: 실크스크린

후가공: 로고�디보싱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티셔츠

2.28

티셔츠는 활용도가 높은 기념품으로 색상, 슬로건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의류의 특성 상 규격과 재질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Type A

가죽 Tag에
로고타이프�디보싱

Type B
I was a mere tourist with no
part whatever in this great
conflict; but it was my rare
privilege, through an unusual
train of circumstances, to
witness the moving scenes that
I have resolved to describe. In
these pages I give only my
personal impressions; so my
readers should not look here
for specific details, nor for
information on strategic
matters; these things have their
place in other writings.

Saving Lives.

가죽 Tag에
로고타이프�디보싱

Type C

가죽 Tag에
로고타이프�디보싱

재질: 기성품�사용

인쇄: 컴퓨터�자수 or 실크스크린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기념품 배지

기념품 배지는 대한적십자사의 다양한 활동을 모티프로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참고하여 사용하며 작업
환경에 따라 규격과 재질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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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비 비상 가방

아시아·태평양 재난 복원력 센터 시그니처
교육 수료증 A_한글
교육 수료증 A_영문
교육 수료증 B
교육 자격증
흉장

후원 신청서
후원 명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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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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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후원 명패 B

후원 회원증 A

후원 회원증 B

후원 감사 카드
후원자 기념품
모금함 A

모금함 B

사회 공헌 협약서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 시그니처
봉사 물품 포장
RCY 단기

혈액 운송 상자

헌혈자 기념품 상자 A

헌혈자 기념품 상자 B
헌혈 X 배너

헌혈 홍보 보드판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구호 쉘터

3.01

구호 활동 시 사용하는 구호 쉘터는 이재민들을 위한 파티션 형식의 제작물로 대한적십자사를 강조할 수 있도록 엠블럼과
슬로건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Emergency Shelter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Warm Gray 4C(C0 M4 Y8 K28)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구호 현수막

3.02

구호 활동 시 사용하는 현수막은 재난에 대처하는 전문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 와 슬로건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대한적십자사 CI, 슬로건의 위치 등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Text Zone

태풍�하이옌�이재민�긴급�구호�물자�지원
Humanitarian Relief Goods

Type B

태풍�하이옌�이재민�긴급�구호�물자�지원

Text Zone

Type C
Text Zone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5315C(C0 M1 Y2 K7)

인쇄: 실사�출력

대한적십자사�이동�구호�본부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구호 X 배너

3.03

구호 활동 시 사용하는 X 배너는 재난에 대처하는 전문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 위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대한적십자사 CI, 슬로건의 위치 등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Type B

Text Zone

Information Desk

인쇄: 실사�출력

Text Zone

Information Desk

Information Desk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5315C(C0 M1 Y2 K7)

안
내
소

Text Zone

Information Desk

안
내
소

Text Zone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구호 천막

3.04

구호 활동 시 사용하는 천막은 재난에 대처하는 전문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 위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앞면

대한적십자사�이동�구호�본부

뒷면

인쇄: 실사�출력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구호 담요

3.05

구호 활동 시 사용하는 담요는 이재민들에게 배포되는 물품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전문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 위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모양과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Type A

Type B

흰색�원단

인쇄: 날염�인쇄

흰색�원단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구호품 상자 A

3.06

구호품 상자는 이재민들에게 배포하는 물품을 담은 것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전문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와 슬로건, 색상 위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모양과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Type A

긴급구호세트

Humanitarian Relief Goods
Man’s
남

앞면

긴급구호세트

Humanitarian Relief Goods

Man’s
남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윗면

옆면

Type B(후원사 표기)
후원사�문구�중앙�표기
이�물품은
과
의
후원으로�마련되었습니다.

긴급구호세트

긴급구호세트

Humanitarian Relief Goods

Woman’s
여

Humanitarian Relief Goods
Woman’s
여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410 X 310 X 280mm

지질: 골판지(A형�박스), 마닐라지�합지
인쇄: 오프셋�인쇄

후원사�좌측�표기

Scale 12%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구호품 상자 B

3.07

구호품 상자는 이재민들에게 배포하는 물품을 담은 것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전문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와 슬로건, 색상 위주로 표현하였다. 구호품 박스 B는 골판지 크라프트로 작업한 방식으로 재질의 제한 사항으로 인해 적십자

표장의 예외적인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작 시 모양과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Type A

긴급구호세트

Humanitarian Relief Goods

긴급구호세트

Saving Lives,

앞면

윗면

Humanitarian Relief Good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옆면

Type B(후원사 표기)
후원사�문구�중앙�표기
이�물품은
과
의
후원으로�마련되었습니다.

긴급구호세트

긴급구호세트

Humanitarian Relief Goods

Humanitarian Relief Goods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410 X 310 X 280mm

지질: 골판지(A형�박스), 일반형
인쇄: 오프셋�인쇄

후원사�좌측�표기

Scale 12%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구호품 가방

3.08

구호품 가방은 이재민들에게 배포하는 물품을 담은 가방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전문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와 슬로건, 색상 위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앞면

뒷면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펼침

뒷면 2(후원사�표기�시)

후원사�중앙�표기

인쇄: 전사�인쇄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구호품 포장 A

3.09

구호품 포장 A는 이재민들에게 배포하는 물품을 담은 박스형 소포장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전문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와 슬로건, 색상 위주로 표현하였다. 골판지 크라프트로 작업 시 재질의 제한 사항으로 인해 적십자 표장의
예외적인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Text Zone

일용품�세트
앞면

일용품�세트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윗면

옆면

Type B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Text Zone

일용품�세트

일용품�세트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Type C
후원사�문구�중앙�표기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Text Zone

일용품�세트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내용물에�따라�조정
지질: 골판지(A형�박스)
인쇄: 오프셋�인쇄

이�물품은
과
의
후원으로�마련되었습니다.

일용품�세트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구호품 포장 B

3.10

구호품 포장 B는 이재민들에게 배포하는 물품을 담은 비닐형 소포장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전문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와 색상 위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긴급구호물품

Humanitarian Relief Goods

후원사�문구�중앙�표기

이�물품은
과
의
후원으로�마련되었습니다.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재질: OPP 비닐

인쇄: 그라비아�인쇄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구호품 포장 C

3.11

구호품 포장 C는 이재민들에게 배포하는 물품을 담은 파우치형 소포장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전문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와 색상 위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앞면

긴급구호물품

Humanitarian Relief Goods

뒷면

후원사�문구�중앙�표기

이�물품은
과
의
후원으로�마련되었습니다.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재질: 기성품�활용

인쇄: 전사�또는�실크스크린�인쇄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재난 대비 비상 가방

3.12

재난 대비 비상 가방은 재난에 대비한 물품들을 넣을 수 있는 백팩 형식의 가방으로 대한적십자사 CI와 색상 위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후원사 앞면 하단 표기

Type B

Saving Lives,

후원사 앞면 하단 표기

적십자는�생명입니다.

Type C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후원사 옆면 중앙 표기

재질: 기성품�활용

인쇄: 컴퓨터�자수, 전사�인쇄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아시아·태평양 재난 복원력 센터 시그니처

3.13

아시아·태평양 재난 복원력 센터 시그니처는 재난에 대처하는 전문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의 기본

시그니처와 일관성을 유지하여 표현하였다. 시그니처는 심벌마크, 로고타이프 등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조합한 것이기에 각각의
요소를 임의로 다르게 조합하지 않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사용 시 주변의 다른 요소로부터 독립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다.

시그니처�상하�조합형

시그니처�상하�조합형(영문�전체�명칭)

시그니처�상하�조합형(한글)

Asia Paciﬁc
Disaster Resilience Centre

아시아태평양 재난복원력센터

시그니처�좌우�조합형

시그니처�좌우�조합형(영문�전체�명칭)

시그니처�좌우�조합형(한글)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Asia Paciﬁc
Disaster Resilience Centre

아시아태평양
재난복원력센터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교육 수료증 A_한글

3.14

교육 수료증은 대한적십자사 교육 과정을 수료함을 증빙하는 기본 서식으로 신뢰성을 전달하며 세련됨을 보여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엠블럼과 슬로건 위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제 20 -

-

호

수료증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 0000. 00. 00.

위�사람은�대한적십자사�서울특별시지사가

OOOO년 OO월 OO일부터 OO월 OO까지�개최한
제O차�응급�처치�일반�과정(12 시간)을
수료하였기에�이�수료증을�드립니다.
0000 년 00월 00일

(유효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대한적십자사�회장

*이�수료증은�자격증을�대신하지�못함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5315C(C0 M1 Y2 K7)

규격: 210 X 297mm

국문�서체

인쇄: 오프셋�인쇄

넘버/이름: 본고딕 Regular 15pt, 행간 22pt, 장평 97%, 자간 -30

지질: 반누보�스노우�화이트 204g/㎡

수료증: 본고딕 Medium 38pt, 장평 97%, 자간 -30

내용/날짜: 본고딕 Regular 21pt, 행간 36pt, 장평 97%, 자간 -30
유효기간: 본고딕 Regular 15pt, 행간 22pt, 장평 97%, 자간 -30
회장: 본고딕 Medium 22pt, 장평 97%, 자간 -30

유의사항: 본고딕 Regular 11pt, 장평 97%, 자간 -30

Scale 5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교육 수료증 A_영문

3.15

교육 수료증은 대한적십자사 교육 과정을 수료함을 증빙하는 기본 서식으로 신뢰성을 전달하며 세련됨을 보여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엠블럼과 슬로건 위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No. _____________

Certiﬁcate

Name: Gildong Hong
Training Date: 0000. 00. 00. ~ 00. 00
Training Hours: 12 hours
Date of Issue: 0000. 00. 00.

This is to certify that

‘Hong Gil-dong’ has Completed
the First Aid Course(12 hours)
www.redcross.co.kr
Soparo 145, Jung-gu, Seoul, Republic Korea
T +82-2-3705-3705

President
Korean Red Cross

*This certiﬁcate does not serve as a license.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5315C(C0 M1 Y2 K7)

규격: 210 X 297mm

영문�서체

인쇄: 오프셋�인쇄

넘버/이름/기간: 본고딕 Regular 14pt, 행간 20pt

지질: 반누보�스노우�화이트 204g/㎡

Scale 50%

수료증: 본고딕 Regular 42pt

내용: 본고딕 Normal 26pt, 행간 40pt

주소/항목: 본고딕 Regular 16pt, 행간 24pt / 본고딕 Bold 16pt, 행간 24pt
회장: 본고딕 Regular 20pt, 행간 28pt
유의사항: 본고딕 Regular 12pt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교육 수료증 B

3.16

교육 수료증 B는 대한적십자사 교육 과정을 수료함을 증빙하는 카드형 서식으로 신뢰성을 전달하며 세련됨을 보여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엠블럼과 슬로건 위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앞면

08-0223313

인명�구조�요원
신규�과정
성명
유효기간
생년월일
발급일

뒷면

김대한
0000. 00. 00.~ 0000. 00. 00.
0000. 00. 00.
0000. 00. 00.
대한적십자사�회장

당신은
‘희망�영웅’입니다.

대한적십자사와�함께�가족과�이웃의�생명을�지키는
‘희망�영웅’이�되어보세요.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5315C(C0 M1 Y2 K7)

규격: 85 X 55mm

지질: 반누보�스노우�화이트 204g/㎡
인쇄: 오프셋�인쇄

Scale 10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교육 자격증

3.17

교육 자격증은 대한적십자사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특정한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함을 증빙하는 카드형 서식으로 신뢰성을

전달하며 세련됨을 보여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엠블럼과 슬로건 위주로 표현하였다. 수료증 서식과 달리 빨간색을 활용하여
자격증으로써의 차별성을 표현하였기에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앞면

인명�구조�요원
Certiﬁcate of Life-Guard

번호

08-0005733

생년월일

0000. 00. 00.

성명

발급일

유효기간

김대한

0000. 00. 00.

0000. 00. 00.~0000. 00. 00.

대한적십자사�회장

뒷면

유의사항

1. 본�증은�타인에게�대여할�수�없습니다.

2. 본�증은�유효기간�내에서만�효력이�인정됩니다.

3. 해당�자격의�유지를�위한�재강습은�유효기간�만료�후 1년�이내에
완료되어야�합니다.

4. 본�증을�습득하신�분께서는�대한적십자사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04629 Soparo 145, Jung-gu, Seoul, Republic Korea
T 02-3705-3705 www.redcross.co.kr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5315C(C0 M1 Y2 K7)

규격: 85 X 55mm
재질: PVC Card
인쇄: 전사�인쇄

Scale 10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흉장

3.18

흉장은 대한적십자사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특정한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류에 착용하는 제작물로써

착용하는 사람에게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외부인에게는 적십자의 전문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디자인 및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엠블럼

Type A

Type B

응급�처치�강사
First Aid Instructor

응급�처치�강사

수상�안전�강사

수상�안전�강사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요원

Water Safety Instructor

Life Guard

First Aid Instructor

Water Safety Instructor

Life Guard

Scale 60%

규격: 85 X 85(엠블럼), 100 X 40(흉장)mm
재질: 패치

인쇄: 컴퓨터�자수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후원 신청서

3.19

후원 신청서는 정기 후원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식이기에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일관된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희망풍차와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희망풍차 정기후원 신청서

후원번호(적십자기재) :

Step 1｜소중한 후원을 위해 다음의 정보를 기재해 주세요.
*후
*생

원

자

년

월

*표시는 필수기재 사항입니다.

명

*성

일

*사업자등록번호
*연
*주

락

별

E - mail

처

직 장 명

소

기부금영수증�발급

□ 신청

주민등록번호 :

※ 소득세법 제 160조 3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필수입니다.

Step 2｜후원대상 및 월 후원금을 결정해 주세요.
□ 어르신

*월�후�원�금

□ 아동·청소년

□ 100,000 원

□ 다문화�가족

□ 50,000 원

□ 미신청

□ 북한이주민

□ 30,000 원

□ 희망진료센터

□ 20,000 원

□ 10,000 원

※ 월 3만원 이상 후원해 주시는 경우, 희망풍차�나눔명패 또는 희망풍차�배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후면참조)

□ 비지정

□ 기타(

)원

□ 희망풍차�나눔명패 ( □ 부착형 / □ 탁상형 / 명패명의: 명패에 들어갈 이름 (성명,상호명 등) 기재 ) □ 희망풍차�나눔배지

Step 3｜후원금 결제방법을 결정해 주세요.
은 행 명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번호로 된 계좌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카 드 사

계�좌�번�호

이�체�일

□ 1일

유�효�기�간

※ 개인 사유로 후원금이 이체되지 않은 경우 4일, 9일 후 재청구가 이루어집니다.

□ 15일

월

년

Step 4｜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등에 대한 아래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 대한적십자사는�정기�후원신청�가입서비스�제공을�위한�개인정보�수집·이용을�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 15조�및�제 22조에�따라�귀하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기부이력 확인, 기타 정기 후원회원 서비스, 적십자사 인도주의 활동 소개 및
참여 방법 안내 등 제공
2. 수집 항목
*필수항목: 후원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성별, 연락처, 주소, 후원대상 및 월 후원금, 후원금
결제방법(계좌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이체일/
신용카드: 카드사, 카드번호, 유효기간), 법정대리인 성명 및 관계(만 14세 미만의 경우)
선택항목: E-mail, 직장명, 명패명의, 주민등록번호(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시)
3. 보유 기간: 30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정기 후원회원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 미입력 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개인정보�제 3자�제공에�동의해�주신�분에�한하여�후원금�결제가�이루어집니다.
1. 제공받는곳
계좌이체: 금융결제원, 해당은행
신용카드 :(주)케이에스넷, 해당카드사

2. 제공정보
계좌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이체일
신용카드: 카드사, 카드번호, 유효기간
3. 제공기간: 해지시까지
4. 제공목적: 후원금 결제
5. 귀하는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시 후원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이곳에 풀칠을 하여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표는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곳에 풀칠을 하여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표는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원�대�상

―

• 개인정보�제 3자�제공에�동의해�주신�분에�한하여�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이용하실�수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곳: 국세청
2. 제공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자, 기부금액
3. 제공기간: 당해년도
4. 제공목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5. 귀하는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정기 후원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20

년

만 14세�미만시�법정대리인�성명 :
성명

성명

월

일

(서명�또는�인)
(서명�또는�인)

성명

관계 :
성명

남 / 여

성명

1. 수집·이용 목적: 정기 후원회원 추천인 관리 2.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소속 3. 보유기간: 30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추천인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후원금액 변경 등 문의는 희망풍차 콜센터(1577-8179) 또는 홈페이지(www.redcross.co.kr/마이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곳에 풀칠을 하여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표는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210 X 297mm

지질: 백색�모조지 100g/㎡
인쇄: 오프셋�인쇄

Scale 5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후원 명패 A

3.20

후원 명패 A는 정기 후원을 하고 있는 후원자, 사업장 등의 활동을 홍보하는 제작물로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일관된 이미지가

친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희망풍차와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희망풍차 나눔OO'이라는 기본 표현
방식과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후원자(후원사) 명칭�표기

똘똘이 마트
Since 2015

나눔가게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Type B

Type C

희망주식회사
Since 2015

나눔기업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170 X 170 / 250 X 250 mm
재질: 아크릴

인쇄: 실크스크린�인쇄

이주화
Since 2015

나눔후원자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Scale 4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후원 명패 B

3.21

후원 명패 B는 정기 후원을 하고 있는 후원자, 사업장 등의 활동을 홍보하는 제작물로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일관된 이미지가

친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후원자(후원사) 명칭�표기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300 X 250mm

재질: 스테인리스�스틸
인쇄: 실크스크린�인쇄

Scale 3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후원 회원증 A

3.22

회원증 A는 정기 후원자에게 전달되는 제작물로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통일된 이미지가 친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희망풍차와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디자인과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앞면
뒷면

적십자�회원증
회원번호: 0159778615
성
명: 김�대�한

귀하는�세상�아픈�곳을

보살피며�나눔을�실천하는
아름다운�후원자입니다.
2017. 09.

대한적십자사�회장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20C(C0 M2 Y4 K14)

규격: 86 X 110(회원증), 130 X 180(액자)mm
지질: 로얄�아이보리 250g/㎡(회원증),
크라프트지 400g/㎡(액자)

인쇄: 오프셋�인쇄

Scale 5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후원 회원증 B

3.23

회원증 B는 청소년 정기 후원자에게 전달되는 제작물로 회원증 A의 디자인에서 색상의 변화를 주어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디자인과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앞면

뒷면

적십자�회원증
회원번호: 0159778615
성
명: 김�대�한

귀하는�세상�아픈�곳을

보살피며�나눔을�실천하는
아름다운�후원자입니다.
2017. 09.

대한적십자사�회장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158C(C0 M60 Y100 K0)
Pantone 368C(C40 M0 Y80 K0)

규격: 140 X 140mm

지질: 로얄�아이보리 250g/㎡(회원증),
크라프트지 400g/㎡(액자)

인쇄: 오프셋�인쇄

Scale 7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후원 감사 카드

3.24

후원 감사 카드는 후원자에게 전달하는 액자형의 카드로 희망풍차의 심벌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참고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카드

앞면

고맙습니다.
나눔이�희망입니다.

굶주린�아이들에게�따뜻한�식사로...

재난을�당한�이재민에게�소중한�구호품으로...

세상�가장�약하고�아픈�곳에서�펼쳐지는
인도주의�활동을�후원해�주셔서�감사합니다.

어려운�이웃을�위해�희망을�전해주신
후원자님, 참�감사합니다.

뒷면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150 X 100(카드), 180 X 130(액자)mm

지질: 아이보리�보드 200g/㎡(카드), 크라프트지 400g/㎡(액자)
인쇄: 오프셋�인쇄

* 적용된�이미지는�예시이므로�무단으로�사용�시
저작권에�위배됩니다.

Scale 4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후원자 기념품

3.25

후원자 기념품은 정기 후원자에게 전달되는 기념품으로 희망풍차 심벌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넥타이핀
Type A(클립형)

Type B(집게형)

54mm

55mm

배지
Type B(Silver)

Type A(Gold)

18mm

버튼

40mm

30mm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모금함 A

3.26

모금함은 일반인들에게 후원을 독려하는 제작물로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일관된 이미지가 친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희망풍차와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A와 B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디자인과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Type B

윗면

모�금�함

모�금�함

DONATIONS

DONATIONS

앞면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160 X 100 X 220mm(세로형)

220 X 100 X 160mm(가로형)

재질: 아크릴

인쇄: 실크스크린�인쇄

뒷면
Scale 25%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모금함 B

3.27

모금함은 일반인들에게 후원을 독려하는 제작물로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일관된 이미지가 친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희망풍차와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A와 B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디자인과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Type B

윗면

모�금�함

모�금�함

DONATIONS

앞면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C0 M0 Y0 K8

규격: 160 X 100 X 220mm(세로형)

220 X 100 X 160mm(가로형)

재질: 아크릴

인쇄: 실크스크린

DONATIONS

뒷면
Scale 25%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사회 공헌 협약서

3.28

사회 공헌 협약서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이 사용하는 서식이기에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일관된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희망풍차와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사회�공헌�협약
나눔과�실천의�약속

더불어�함께하는�따뜻한�세상을�만들기�위하여

대한적십자사와�서울대학교는�자원�봉사�활동, 기부�문화�확산,

사랑의�헌혈�및�생명�구호�운동, 긴급�구호�활동�등의�상호�협력을�통해
나눔의�참�뜻을�드높이고�사랑을�실천할�것을�약속합니다.
0000. 00. 00.

서울대학교�총장

김 서 울

대한적십자사�회장

이 대�한

후원자(후원사) 명칭�표기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210 X 297mm

지질: 반누보�스노우�화이트 204g/㎡
인쇄: 오프셋�인쇄

Scale 5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 시그니처

3.29

고액 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의 시그니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전달하고 세련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웜 그레이 색상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시그니처는 심벌마크, 로고타이프 등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조합한 것이기에 각각의

요소를 임의로 다르게 조합하지 않으며 작업용 파일을 활용하여 정확히 사용한다. 사용 시 주변의 다른 요소로부터 독립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다.

로고타이프_영문

더�나은�세상을�위한�투자
로고타이프_한글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
더�나은�세상을�위한�투자
HONO
SS
R
O

�
Pantone 8005C(C29 M32 Y53 K14)

�투

자

은�

더

나

LUB
SC

RED CR

엠블럼

세 상 을�위 한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봉사 물품 포장

3.30

봉사 물품 포장은 지역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물품을 담는 제작물로 희망풍차와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디자인과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박스형)
앞면

옆면

1.04 스티커 A 적용

좌측 모서리에 맞춰 부착

Type B(비닐형)

2018 설맞이�사랑의�선물

Text Zone

이�물품은�삼성에서�후원하고�사랑의열매의�지원으로
적십자�희망풍차�결연�가정에게�전달됩니다.

1.04 스티커 B 적용

좌측 모서리에 맞춰 부착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180 X 120 X 130mm

지질: 아이보리�마닐라 300g/㎡
인쇄: 오프셋�인쇄

Scale 4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RCY 단기

3.31

RCY 단기는 RCY 단원들의 소속감을 높이는 제작물이기에 RCY 엠블럼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Scale 10%

규격: 1350 X 900mm
인쇄: 실사�출력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혈액 운송 상자

3.32

혈액 운송 상자는 혈액백을 담고 헌혈 장소와 병원을 이동하는 상자로 혈액 사업의 전문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엠블럼과 슬로건 위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혈액�운송�상자
혈액�운송�상자

대한적십자사�서울서부혈액원
취급주의: 생물학적�제제이므로�취급에�주의하시기�바랍니다.

본�상자는�혈액�보관용�상자입니다. 습득하신�분은�혈액원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www.bloodinfo.net

T. 02-1234-5678

앞면

윗면

옆면

Type B

혈액�운송�상자
대한적십자사�서울서부혈액원
취급주의: 생물학적�제제이므로�취급에�주의하시기�바랍니다.

본�상자는�혈액�보관용�상자입니다. 습득하신�분은�혈액원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 02-1234-5678

혈액�운송�상자
www.bloodinfo.net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헌혈자 기념품 상자 A

3.33

헌혈자 기념품 상자는 헌혈 후 헌혈자에게 전달하는 기념품을 담은 상자로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일관된 이미지가 친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혈액백 모티프와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A와 B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디자인과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윗면

Type A

앞면

옆면
Text Zone

응급처치�키트
First Aid Kit

헌혈은�사랑입니다.

Top View

Type B

응급처치�키트
Text Zone

First Aid Kit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20C(C0 M2 Y4 K14)
규격: 180 X 65 X 125mm

지질: 아이보리�마닐라 300g/㎡
인쇄: 오프셋�인쇄

헌혈은�사랑입니다.

Scale 4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헌혈자 기념품 상자 B

3.34

헌혈자 기념품 상자는 헌혈 후 헌혈자에게 전달하는 기념품을 담은 상자로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일관된 이미지가 친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혈액백 모티프와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A와 B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디자인과
제작 방식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Type B

윗면

앞면

옆면

Text Zone

텀블러

Text Zone

텀블러

Tumbler

Front View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규격: 95 X 95 X 220mm

지질: 아이보리�마닐라 300g/㎡
인쇄: 오프셋�인쇄

Tumbler

헌혈은�사랑입니다.

헌혈은�사랑입니다.

Side View

Scale 4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헌혈 X 배너

3.35

헌혈 홍보 시 사용하는 X 배너는 헌혈에 대한 이미지가 친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혈액백 모티프와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Image Zone

Type B

Type C

헌혈로
생명을
전하세요.
Text Zone

Text Zone

헌혈로
생명을
전하세요.
생명을�나누는�헌혈에
동참해�주세요

헌혈로
생명을
전하세요.
Text Zone

생명을�나누는�헌혈에
동참해�주세요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20C(C0 M2 Y4 K14)

인쇄: 실사�출력

생명을�나누는�헌혈에
동참해�주세요

Type D
Text Zone

헌혈로
생명을
전하세요.
생명을�나누는�헌혈에
동참해�주세요

Type E
Text Zone

헌혈로
생명을
전하세요.

생명을�나누는�헌혈에
동참해�주세요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헌혈 홍보 보드판

3.36

헌혈 홍보 시 사용하는 보드판은 헌혈에 대한 이미지가 친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혈액백 모티프와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Type A
Text Zone

헌혈로
생명을
전하세요!
생명을�나누는�헌혈에
동참해�주세요

Type C

스카이라이프와�함께하는
생명�나눔�헌혈�캠페인
Text Zone

행사�일시 0000. 00. 00.
헌혈�장소 스카이라이프�사옥�입구

대상 스카이라이프, Sky TV 임직원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20C(C0 M2 Y4 K14)

규격: 594 X 420mm

재질: 폼보드 5mm, 백색�모조지 80g/㎡
인쇄: 실사�출력 or 오프셋�인쇄

Type B

스카이라이프와�함께하는
생명�나눔�헌혈�캠페인
Text Zone

행사�일시 0000. 00. 00.
헌혈�장소 스카이라이프�사옥�입구
대상 스카이라이프, Sky TV 임직원

Type D
Text Zone

스카이라이프와�함께하는
생명�나눔�헌혈�캠페인
행사�일시 0000. 00. 00.
헌혈�장소 스카이라이프�사옥�입구
대상 스카이라이프, Sky TV 임직원

Scal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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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조끼

티셔츠

구호 요원 티셔츠
구호 요원 점퍼
구호 요원 모자
봉사원 조끼

봉사원 앞치마
봉사원 모자
RCY 조끼

RCY 티셔츠
RCY 모자

캠페이너 티셔츠
캠페이너 모자
캠페이너 조끼
의사 가운
간호사복

보건직 가운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조끼

4.01

조끼는 구호 활동 시 직원이 착용하는 기본 의류로 착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속감을, 외부인에게는 전문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를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CI의 유형 및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의류는
특성 상 규격과 재질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앞면

뒷면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티셔츠

4.02

티셔츠는 대한적십자사의 다양한 활동 시 착용하는 기본 의류로 착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속감을, 외부인에게는 전문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를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색상, CI의 유형 및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의류는 특성 상 규격과 재질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앞면
Type A

Type B

뒷면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구호 요원 티셔츠

4.03

구호 요원 티셔츠는 구호 활동 시 착용하는 기본 의류로 착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속감을, 외부인에게는 전문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를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색상, CI의 유형 및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의류는 특성 상 규격과 재질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앞면
Type A

Type B

뒷면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구호 요원 점퍼

4.04

구호 요원 점퍼는 구호 활동 시 착용하는 겨울용 의류로 착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속감을, 외부인에게는 전문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를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색상, CI의 유형 및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의류는 특성 상 규격과 재질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앞면
Type A

Type B

뒷면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구호 요원 모자

4.05

구호 요원 모자는 구호 활동 시 착용하는 기본 의류와 함께 착용하는 것으로 착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속감을, 외부인에게는 전문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를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색상, CI의 유형 및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의류는 특성 상 규격과 재질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Type A(야구 모자 형식)
앞면

Type B(헬멧 형식)

뒷면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봉사원 조끼

4.06

봉사원 조끼는 적십자 봉사원이 착용하는 기본 의류로 착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속감을, 외부인에게는 전문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를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CI의 유형 및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의류는 특성 상 규격과 재질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앞면

뒷면

서울특별시지사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봉사원 앞치마

4.07

봉사원 앞치마는 적십자 봉사원이 착용하는 기본 의류로 착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속감을, 외부인에게는 전문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를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CI의 유형 및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의류는 특성 상 규격과 재질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Type A

Type B

앞면

뒷면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봉사원 모자

4.08

봉사원 모자는 적십자 봉사원의 기본 의류와 함께 착용하는 것으로 희망풍차를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BI의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의류는 특성 상 규격과 재질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Type A

Type C

Type B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RCY 조끼

4.09

RCY 조끼는 RCY 단원들이 착용하는 기본 의류로 착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속감을, 외부인에게는 RCY 활동에 대한 일관된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RCY 엠블럼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색상, 엠블럼의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의류는 특성 상 규격과 재질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앞면

청소년

뒷면

RCY

어린이

대학생

RCY

지도자

RCY

RCY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RCY 티셔츠

4.10

RCY 티셔츠는 RCY 단원들이 활동 시 착용하는 기본 의류로 착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속감을, 외부인에게는 RCY 활동에 대한

일관된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RCY 엠블럼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색상, 엠블럼의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의류는 특성 상 규격과 재질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앞면

뒷면

RCY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RCY 모자

4.11

RCY 모자는 RCY 단원의 기본 의류와 함께 착용하는 것으로 RCY 엠블럼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색상, 엠블럼의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의류는 특성 상 규격과 재질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청소년

어린이

앞면

뒷면

대학생

지도자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캠페이너 티셔츠

4.12

캠페이너 티셔츠는 대한적십자사 활동 홍보를 하는 캠페인 참여자들이 착용하는 기본 의류로 착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속감을,

외부인에게는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에 대해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슬로건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의류는 특성 상 규격과 재질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Type A

앞면

뒷면

Type B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캠페이너 모자

4.13

캠페이너 모자는 캠페이너 기본 의류와 함께 착용하는 것으로 착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속감을, 외부인에게는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에 대해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슬로건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의류는 특성 상 규격과 재질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Type A

Type B

앞면

뒷면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캠페이너 조끼

4.14

캠페이너 조끼는 대한적십자사 활동 홍보를 하는 캠페인 참여자들이 착용하는 기본 의류로 착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속감을,

외부인에게는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에 대해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슬로건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디자인을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의류는 특성 상 규격과 재질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앞면

뒷면

Type A-1

Type A-2

Saving Lives,
적십자는�생명입니다.

Type B-1

Type B-2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의사 가운

4.15

의사 가운은 혈액 및 병원 사업을 접하는 외부인에게 전문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를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CI의 유형 및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의류는 특성 상 규격과 재질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명찰�지정색�및�디자인�적용

앞면

뒷면

정형외과

홍 길 동

Pantone Warm Gray 4C(C0 M4 Y8 K28)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간호사복

4.16

간호사복은 혈액 및 병원 사업을 접하는 외부인에게 전문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를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CI의 유형 및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의류는 특성 상 규격과 재질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앞면

뒷면

Type A
명찰�지정색�및�디자인�적용

정형외과

홍 길 동

Type B
명찰�지정색�및�디자인�적용

정형외과

홍 길 동

Pantone Warm Gray 4C(C0 M4 Y8 K28)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보건직 가운

4.17

보건직 가운은 혈액 및 병원 사업을 접하는 외부인에게 전문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를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CI의 유형 및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의류는 특성 상 규격과 재질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명찰�지정색�및�디자인�적용

앞면

뒷면

일반검사팀

홍 길 동

Pantone Warm Gray 4C(C0 M4 Y8 K28)

5.0 차량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합차

재난 대응 차량
구호용 승합차
세탁 차량
급식 차량

혈액 공급 차량
헌혈 버스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업무용 승용차

5.01

업무용 승용차는 대한적십자사 CI와 슬로건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차량의 색상은 흰색을 기본으로 하나 유색 차량에 작업 시

재질의 제한사항이 있기에 적십자 표장의 예외적인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작 시 CI의 유형 및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앞면

왼쪽�면

뒷면

오른쪽�면(후원사�표기형)

의�지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제작�사양: 지정색�시트�처리

* 업무용�승용차는�유색�차량�사용�시 Gray 컬러를�사용해야�한다.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업무용 승합차

5.02

업무용 승합차는 대한적십자사 CI와 슬로건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차량의 색상은 흰색을 기본으로 하나 유색 차량에 작업 시

재질의 제한사항이 있기에 적십자 표장의 예외적인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작 시 CI의 유형 및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앞면

왼쪽�면

뒷면

오른쪽�면(후원사�표기형)

의�지원으로�마련되었습니다.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제작�사양: 지정색�시트�처리

* 업무용�승합차는�유색�차량�사용�시 Gray 컬러를�사용해야�한다.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재난 대응 차량

5.03

재난 대응 차량은 구호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와 슬로건,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CI의 유형 및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앞면

왼쪽�면

긴급재난대응차량

뒷면

오른쪽�면(후원사�표기형)

긴급재난대응차량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Warm Gray 4C(C0 M4 Y8 K28)

제작�사양: 지정색(웜�그레이�면) 도장�후�지정색�시트�처리

의�지원으로�마련되었습니다.

긴급재난대응차량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구호용 승합차

5.04

구호용 승합차는 구호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와 슬로건,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CI의 유형 및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앞면

왼쪽�면

뒷면

오른쪽�면(후원사�표기형)

이 차량은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Warm Gray 4C(C0 M4 Y8 K28)

제작�사양: 지정색(웜�그레이�면) 도장�후�지정색�시트�처리

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세탁 차량

5.05

세탁 차량은 구호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와 슬로건,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CI의 유형 및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앞면

왼쪽�면

이동세탁차량

뒷면

오른쪽�면(후원사�표기형)

이동세탁차량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02C(C0 M6 Y12 K42)
Pantone Warm Gray 4C(C0 M4 Y8 K28)

제작�사양: 지정색(웜�그레이�면) 도장�후�지정색�시트�처리

이동세탁차량
이�차량은

의�후원으로�마련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급식 차량

5.06

급식 차량은 구호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와 슬로건,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CI의 유형 및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앞면

왼쪽�면

재난구호�급식차량

뒷면

오른쪽�면(후원사�표기형)

재난구호�급식차량

재난구호�급식차량
이�차량은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02C(C0 M6 Y12 K42)
Pantone Warm Gray 4C(C0 M4 Y8 K28)

제작�사양: 지정색(웜�그레이�면) 도장�후�지정색�시트�처리

의�후원으로�마련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혈액 공급 차량

5.07

혈액 공급 차량은 혈액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CI와 슬로건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차량 색상, CI의 유형 및 위치, 기입된 정보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앞면

왼쪽�면

혈액공급차량

혈액공급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긴급자동차입니다

뒷면

오른쪽�면(후원사�표기형)

혈액공급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긴급자동차입니다.

서울남부혈액원
02-570-0662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제작�사양: 지정색(웜�그레이�면) 도장�후�지정색�시트�처리

이 차량은

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헌혈 버스

5.08

헌혈 버스는 헌혈에 대해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트 모티프와 Saving Line을 연계한 디자인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CI의 유형 및 위치를 준수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앞면

왼쪽�면

헌혈로�사랑을 전하세요.

뒷면

오른쪽�면(후원사�표기형)

헌혈로�사랑을�전하세요.

헌혈로 사랑을�전하세요.
의�지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Warm Gray 4C(C0 M4 Y8 K28)

제작�사양: 지정색(웜�그레이�면) 도장�후�지정색�시트�처리

6.0 사인 시스템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점두 사인 A

점두 사인 B
돌출 사인

정문 사인 A

정문 사인 B
유도 사인
현판 사인

종합 안내 사인
부서 사인 A

부서 사인 B
이미지 월

윈도우 그래픽

봉사관 점두 사인 A

봉사관 점두 사인 B
봉사관 돌출 사인
봉사관 현판 사인

봉사관 종합 안내 사인
봉사관 이미지 월

봉사관 윈도우 그래픽
헌혈의집 점두 사인 A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헌혈의집 점두 사인 B
헌혈의집 점두 사인 C
헌혈의집 돌출 사인

헌혈의집 종합 안내 사인
헌혈의집 이미지 월

헌혈의집 윈도우 그래픽
적십자병원 점두 사인 A

적십자병원 점두 사인 B
적십자병원 돌출 사인

적십자병원 정문 사인 A

적십자병원 정문 사인 B
적십자병원 유도 사인
적십자병원 현판 사인

적십자병원 종합 안내 사인
적십자병원 이미지 월

적십자병원 윈도우 그래픽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점두 사인 A

6.01

점두 사인은 건물 입구 외벽에 설치하는 가로형의 사인물로 대한적십자사 시그니처 좌우 조합형, 소속 기관 시그니처_좌우 조합
응용형을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파나플렉스 형식의 A 타입과 채널 형식의 B 타입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건물의 위치와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7000 X 800 mm

Center

서울특별시지사
5000 X 800 mm

Center

서울특별시지사

4500 X 800 mm

Center

Night

3M Red - Scatchcal Film 3630-339(Pantone 485C)
3M VTB 11148(Pantone 404C)

제작�사양: 지정색�시트�부착 or 실사�출력�후�전면�전체�보호필름�부착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점두 사인 B

6.02

점두 사인은 건물 입구 외벽에 설치하는 가로형의 사인물로 대한적십자사 시그니처 좌우 조합형, 소속 기관 시그니처_좌우 조합
응용형을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파나플렉스 형식의 A 타입과 채널 형식의 B 타입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건물의 위치와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지사

Night

서울특별시지사

3M Red - Scatchcal Film 3630-339(Pantone 485C)
3M VTB 11148(Pantone 404C)

제작�사양: 스테인레스�성형�후�아크릴�마감(LED 조명),
지정색�듀플렉스�시트�처리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돌출 사인

6.03

돌출 사인은 건물 외벽에 돌출하여 설치하는 사인물로 크기에 따라 시그니처의 다양한 조합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활용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건물의 위치와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Type A

Type B
Night

1:1

서울특별시지사

서울특별시지사

1:1

800 X 3000mm

서울특별시지사
2:1

3M Red - Scatchcal Film 3630-339(Pantone 485C)
3M VTB 11148(Pantone 404C)

제작�사양: 지정색�시트�부착 or 실사�출력�후�전면�전체�보호필름�부착

서울특별시지사

800 X 4000mm

서울특별시지사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정문 사인 A

6.04

정문 사인은 진입로에 설치되어 기관 및 사업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인물로 시그니처 상하 조합형을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A와 B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설치 위치와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❸

❷

앞면
❸

❶

옆면

❷

❶

*스탠딩�사인용으로�제작된
별도의�시그니처이며�관리�부서�협의�없이
다른�항목에�적용을�금지한다.

앞면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제작�사양: ❶ THK 20M/M 갈바�가공�후�지정색�도장
❷ THK 20M/M 갈바�가공�후�지정색�도장
❸ THK 15M/M 아크릴�지정색�도장

옆면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정문 사인 B

6.05

정문 사인은 진입로에 설치되어 기관 및 사업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인물로 시그니처 상하 조합형을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A와 B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설치 위치와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❸

❷

앞면
❸

❶

옆면

❷

❶

*스탠딩�사인용으로�제작된
별도의�시그니처이며�관리부서�협의�없이
다른�항목에�적용을�금지한다.

앞면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Warm Gray 4C(C0 M4 Y8 K28)

제작�사양: ❶ THK 20M/M 갈바�가공�후�지정색�도장
❷ THK 20M/M 갈바�가공�후�지정색�도장
❸ THK 15M/M 아크릴�지정색�도장

옆면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유도 사인

6.06

유도 사인은 기관 및 사업장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사인물로 시그니처의 다양한 조합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실측 조정한 후 제작하도록 한다.

Type A

Type B

서울특별시지사

100m

3M Red - Scatchcal Film 7725-13/180-13(Pantone 485C)
3M VTB 11148(Pantone 404C)
Pantone 420C(C0 M2 Y4 K14)

제작�사양: 지정색�도장�후�지정색�시트�부착

100m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현판 사인

6.07

현판 사인은 건물 입구 벽면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사인물로 시그니처의 다양한 조합과 엠블럼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활용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건물의 위치와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Type A

Type B
❶

❷

옆면

❶

옆면

❷

서울특별시지사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제작�사양: ❶ THK 3M/M 스테인레스�스틸�지정색�도장

❷ THK 1.2M/M EGI 스틸 절곡�지정색�도장

옆면

옆면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종합 안내 사인

6.08

종합 안내 사인은 건물의 층별 위치를 안내하는 사인물로 기본 색상과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Type A

Type B
옆면

옆면

INFORMATION

6
5
4
신장
175cm 기준

3
2
❸

1

소강당｜교육장

구호복지팀·RCY본부·사회협력팀｜
총무팀·사무처장실·회장실

❶

6

소강당｜교육장

6

소강당｜교육장

4

구호복지팀·RCY본부·사회협력팀｜
총무팀·사무처장실·회장실

4

구호복지팀·RCY본부·사회협력팀｜
총무팀·사무처장실·회장실

2

세무사 사무소｜공인회계사 사무소｜
봉사회 경남지사 협의회

B1 기관실｜구호물품보관소·대피소

INFORMATION

3

대강당

❸

1

한글: 본고딕 Regular, 자간 -25
영문: 본고딕 Regular, 자간 -10
Stroke: 2.5 pt

3

대강당

2

세무사 사무소｜공인회계사 사무소｜
봉사회 경남지사 협의회
희망풍차통합지원단

B1 기관실｜구호물품보관소·대피소

❷

❷ 포맥스�표면�스테인레스�스틸 THK 1M/M 부착�후�지정색�도장
❸ 글씨: 지정색�시트�부착 or 도장

5

대한감정평가법인｜긴급구호종합상황실

3M Red - Scatchcal Film 7725-13/180-13(Pantone 485C)
3M VTB 11148(Pantone 404C)
Pantone 5315C(C0 M1 Y2 K7)
Pantone 8005C(C29 M32 Y53 K14)

제작�사양: ❶ THK 3M/M 아크릴 지정색�도장

옆면

INFORMATION

5

대한감정평가법인｜긴급구호종합상황실

희망풍차통합지원단

Type C

❸

1

대한감정평가법인｜긴급구호종합상황실

대강당
세무사 사무소｜공인회계사 사무소｜
봉사회 경남지사 협의회
희망풍차통합지원단

B1 기관실｜구호물품보관소·대피소

❷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부서 사인 A

6.09

부서 사인은 부서별 위치를 안내하는 사인물로 부착형과 걸이형으로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A와 B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실측 조정한 후 제작하도록 한다.

부착형

❶

Public Relations Team

홍보기획팀
❷

옆면

걸이형

Public Relations Team

홍보기획팀
3M Red - Scatchcal Film 7725-13/180-13(Pantone 485C)
3M VTB 11148(Pantone 404C)

규격: 110 X 300 X 7 mm

제작�사양: ❶ 포맥스THK 7mm 지정색�도장
❷ 글씨: 지정색�시트�부착 or 도장

한글: 본고딕 Regular, 자간 -25
영문: 본고딕 Regular, 자간-20
Stroke: 2.5 pt

옆면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부서 사인 B

6.10

부서 사인은 부서별 위치를 안내하는 사인물로 부착형과 걸이형으로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A와 B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실측 조정한 후 제작하도록 한다.

부착형

❶

❷

홍보기획팀

Public Relations Team

❸

옆면

걸이형

홍보기획팀
Public Relations Team

3M VTB 11148(Pantone 404C)
Pantone 420C(C0 M2 Y4 K14)

규격: 110 X 300 X 7 mm

제작�사양: ❶ 포맥스THK 7mm 지정색�도장
❷ 글씨: 지정색�시트�부착 or 도장

한글: 본고딕 Regular, 자간-25
영문: 본고딕 Regular, 자간-20

옆면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이미지 월

6.11

이미지 월은 건물 내부 벽면에 부착하는 사인물로 시그니처 상하 조합형과 슬로건을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Type A

❶

❷

❸❹

신장
175cm 기준

옆면
❶

❷

Type B

Type C

❶
❷
신장
175cm 기준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5315C(C0 M1 Y2 K7)

제작�사양: ❶ THK 20M/M 아크릴�지정색�도장
❷ THK 15M/M 아크릴�지정색�도장

❸ THK 20M/M 갈바�스틸�지정색�도장
❹ 대리석�가공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윈도우 그래픽

윈도우 그래픽은 출입구 유리면에 부착하는 사인물로써 국문과 영문 시그니처, 슬로건을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Type A

신장
175cm 기준

Type B

신장
175cm 기준

제작�사양: 에칭�시트�컷팅

6.12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봉사관 점두 사인 A

6.13

봉사관 점두 사인은 건물 입구 외벽에 설치하는 가로형의 사인물로 봉사관 시그니처를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파나플렉스
형식의 A 타입과 채널 형식의 B 타입 중 작업 환경에 맞춰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건물의
위치와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7000 X 800 mm

5000 X 800 mm

4500 X 800 mm

Center

Center

Center

Night

3M Red - Scatchcal Film 3630-339(Pantone 485C)
3M VTB 11148(Pantone 404C)

제작�사양: 지정색�시트�부착 or 실사�출력�후�전면�전체�보호필름�부착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봉사관 점두 사인 B

봉사관 점두 사인은 건물 입구 외벽에 설치하는 가로형의 사인물로 봉사관 시그니처를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파나플렉스
형식의 A 타입과 채널 형식의 B 타입 중 작업 환경에 맞춰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건물의
위치와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Night

3M Red - Scatchcal Film 3630-339(Pantone 485C)
3M VTB 11148(Pantone 404C)

제작�사양: 스테인레스�성형�후�아크릴�마감(LED 조명),
지정색�듀플렉스�시트�처리

6.14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봉사관 돌출 사인

6.15

봉사관 돌출 사인은 건물 외벽에 돌출하여 설치하는 사인물로 봉사관 시그니처를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참고하여 작업 환경에 맞춰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건물의 위치와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2:1

2.5:1

3M Red - Scatchcal Film 3630-339(Pantone 485C)
3M VTB 11148(Pantone 404C)

제작�사양: 지정색�시트�부착 or 실사�출력�후�전면�전체�보호필름�부착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봉사관 현판 사인

6.16

봉사관 현판 사인은 건물 입구 벽면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사인물로 봉사관 시그니처를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활용하여 작업 환경에 맞춰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건물의 위치와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Type A
❶

❷

Type B

옆면

❸

❹

❺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제작�사양: ❶ THK 3M/M 스테인레스�스틸�지정색�도장
❷ THK 1.2M/M EGI 스틸�절곡�지정색�도장
❸ 포맥스THK 7mm 지정색�도장
❹ 아크릴 THK 5mm

❺ 글씨: 아크릴�배면�인쇄

옆면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봉사관 종합 안내 사인

6.17

봉사관 종합 안내 사인은 건물의 층별 위치를 안내하는 사인물로 기본 색상과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Type A

INFORMATION

INFORMATION

3

소강당｜교육장

3

소강당｜교육장

1

사랑나눔터터(재활용품 매장)
사무실·한글교실1

1

사랑나눔터터(재활용품 매장)
사무실·한글교실1

2

신장
175cm 기준

❸

B1

구호창고·제과제빵기초교실·준비실

3M Red - Scatchcal Film 7725-13/180-13(Pantone 485C)
3M VTB 11148(Pantone 404C)
Pantone 8005C(C29 M32 Y53 K14)

제작�사양: ❶ THK 3M/M 아크릴 지정색�도장

❷ 포맥스�표면�스테인레스�스틸 THK 1M/M 부착�후�지정색�도장
한글: 본고딕 Regular, 자간 -25
영문: 본고딕 Regular, 자간 -10
Stroke: 2.5 pt

2

주부교실 1반·2반3반｜회의실

❶

❸ 글씨: 지정색�시트�부착 or 도장

Type B

❸

B1

❷

주부교실 1반·2반3반｜회의실

구호창고·제과제빵기초교실·준비실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봉사관 이미지 월

6.18

봉사관 이미지 월은 건물 내부 벽면에 부착하는 사인물로 봉사관 시그니처와 슬로건을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Type A

Type B
❶

❷

❶
❷
신장
175cm 기준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5315C(C0 M1 Y2 K7)

제작�사양: ❶ THK 20M/M 아크릴�지정색�도장
❷ THK 15M/M 아크릴�지정색�도장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봉사관 윈도우 그래픽

봉사관 윈도우 그래픽은 출입구 유리면에 부착하는 사인물로써 국문과 영문 시그니처, 슬로건을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Type A

신장
175cm 기준

Type B

신장
175cm 기준

제작�사양: 에칭�시트�컷팅

6.19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헌혈의집 점두 사인 A

6.20

헌혈의집 점두 사인은 건물 입구 외벽에 설치하는 가로형의 사인물로 헌혈의집 시그니처를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파나플렉스 형식의 A 타입과 채널 형식의 B, C 타입 중 작업 환경에 맞춰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건물의 위치와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7000 X 800 mm

Center

2.28기념중앙공원센터
Tel. 053-253-2280

Korean Red Cross
Blood Donation Center

5000 X 800 mm

Center

2.28기념중앙공원센터
Tel. 053-253-2280

Korean Red Cross
Blood Donation Center

4500 X 800 mm

Center
Korean Red Cross
Blood Donation Center
2.28기념중앙공원센터
Tel. 053-253-2280

Night

Korean Red Cross
Blood Donation Center

3M Red - Scatchcal Film 3630-339(Pantone 485C)
3M VTB 11148(Pantone 404C)

제작�사양: 지정색�시트�부착 or 실사�출력�후�전면�전체�보호필름�부착

2.28기념중앙공원센터
Tel. 053-253-228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헌혈의집 점두 사인 B

6.21

헌혈의집 점두 사인은 건물 입구 외벽에 설치하는 가로형의 사인물로 헌혈의집 시그니처를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파나플렉스 형식의 A 타입과 채널 형식의 B, C 타입 중 작업 환경에 맞춰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건물의 위치와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비조명형

7000 X 800 mm

❶

옆면

Center
2.28기념중앙공원센터
Tel. 053-253-2280

Korean Red Cross
Blood Donation Center

5000 X 800 mm

Center

2.28기념중앙공원센터
Tel. 053-253-2280

Korean Red Cross
Blood Donation Center

4500 X 800 mm

Center
Korean Red Cross
Blood Donation Center
2.28기념중앙공원센터
Tel. 053-253-2280

조명형

❷

7000 X 800 mm

2.28기념중앙공원센터
기념중앙공원센터
2.28
Tel. 053-253-2280
053-253-2280
Tel.

Korean Red Cross
Blood Donation Center

5000 X 800 mm

Center

2.28기념중앙공원센터
기념중앙공원센터
2.28
Tel. 053-253-2280
053-253-2280
Tel.

Korean Red Cross
Blood Donation Center

4500 X 800 mm

옆면

❸

Center

Center
Korean Red Cross
Blood Donation Center
2.28기념중앙공원센터
기념중앙공원센터
2.28
Tel. 053-253-2280
053-253-2280
Tel.

3M Red - Scatchcal Film 3630-339(Pantone 485C)
3M VTB 11148(Pantone 404C)

제작�사양: ❶ 스테인레스�성형�후�아크릴�마감, 지정색�시트�부착

❷ 스테인레스�성형�후�아크릴�마감(LED 조명), 지정색�시트�부착
❸ 스테인레스�성형�후�아크릴�마감(LED 조명)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헌혈의집 점두 사인 C

6.22

헌혈의집 점두 사인은 건물 입구 외벽에 설치하는 가로형의 사인물로 헌혈의집 시그니처를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파나플렉스 형식의 A 타입과 채널 형식의 B, C 타입 중 작업 환경에 맞춰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건물의 위치와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Type A
80 150

6,000

565

250

85
127

2.28기념중앙공원센터

❶

Tel. 053-253-2280

❷ *대한적십자사�시그니처는�베이직�시스템 2.05 페이지의
시그니처_상하�조합�심벌�강조형을�참조하여�작업한다.

Type B

565

450

80 150

6,000

250

85
127

2.28기념중앙공원센터

❶

Tel. 053-253-2280

❷

Night
2.28기념중앙공원센터

3M Red - Scatchcal Film 3630-339(Pantone 485C)
3M VTB 11148(Pantone 404C)

제작�사양: ❶ THK 10mm 아크릴 스카시 / 지정색 우레탄 도장

❷ 에폭시�수지�채널�지정색�도장 / 고휘도�절전형 LED 모듈�장착

Tel. 053-253-2280

450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헌혈의집 돌출 사인

6.23

헌혈의집 돌출 사인은 건물 외벽에 돌출하여 설치하는 사인물로 크기에 따라 헌혈의집 시그니처의 다양한 조합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참고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건물의 위치와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Type A

Type B
Night

영등포센터

1:1

영등포센터

2:1

800 X 3000mm
영등포센터
T 02-2675-1363

800 X 4000mm
3M Red - Scatchcal Film 3630-339(Pantone 485C)
3M VTB 11148(Pantone 404C)

제작�사양: 지정색�시트�부착 or 실사�출력�후�전면�전체�보호필름�부착

영등포센터
T 02-2675-1363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헌혈의집 종합 안내 사인

6.24

헌혈의집 종합 안내 사인은 건물의 층별 위치를 안내하는 사인물로 기본 색상과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Type A

Type B

INFORMATION

6

공급팀｜간호팀준비실

B1

전기실｜냉장실·냉동실

❶

3M Red - Scatchcal Film 7725-13/180-13(Pantone 485C)
3M VTB 11148(Pantone 404C)
Pantone 8005C(C29 M32 Y53 K14)

제작�사양: ❶ THK 3M/M 아크릴 지정색�도장

❷ 포맥스�표면�스테인레스�스틸 THK 1M/M 부착�후�지정색�도장

Stroke: 2.5 pt

2

제제팀｜노동조합2｜기사실

1

영문: 본고딕 Regular, 자간 -10

3

헌혈실｜간호팀｜노동조합1

2

한글: 본고딕 Regular, 자간 -25

4

운영팀(전산실)｜기획팀｜고객만족팀

3

❸ 글씨: 지정색�시트�부착 or 도장

5

원장실｜의무관리실｜총무팀

4

❸

6

소강당｜교육장

5

신장
175cm 기준

INFORMATION

❸

1

B1

❷

소강당｜교육장
원장실｜의무관리실｜총무팀
운영팀(전산실)｜기획팀｜고객만족팀
헌혈실｜간호팀｜노동조합1
제제팀｜노동조합2｜기사실
공급팀｜간호팀준비실
전기실｜냉장실·냉동실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헌혈의집 이미지 월

6.25

헌혈의집 이미지 월은 건물 내부 벽면에 부착하는 사인물로 시그니처 상하 조합형과 슬로건을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❶

❷

영등포센터

신장
175cm 기준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420C(C0 M2 Y4 K14)
Pantone 5315C(C0 M1 Y2 K7)

제작�사양: ❶ THK 20M/M 아크릴�지정색�도장
❷ THK 15M/M 아크릴�지정색�도장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헌혈의집 윈도우 그래픽

헌혈의집 윈도우 그래픽은 출입구 유리면에 부착하는 사인물로써 국문과 영문 시그니처, 슬로건을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Type A

신장
175cm 기준

Type B

신장
175cm 기준

제작사양: 에칭�시트�컷팅

6.26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적십자병원 점두 사인 A

6.27

적십자병원 점두 사인은 건물 입구 외벽에 설치하는 가로형의 사인물로 적십자병원 시그니처를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파나플렉스 형식의 A 타입과 채널 형식의 B 타입 중 작업 환경에 맞춰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건물의 위치와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7000 X 800 mm

5000 X 800 mm

4500 X 800 mm

Center

Center

Center

Night

3M Red - Scatchcal Film 3630-339(Pantone 485C)
3M VTB 11148(Pantone 404C)

제작�사양: 지정색�시트�부착 or 실사�출력�후�전면�전체�보호필름�부착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적십자병원 점두 사인 B

적십자병원 점두 사인은 건물 입구 외벽에 설치하는 가로형의 사인물로 적십자병원 시그니처를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파나플렉스 형식의 A 타입과 채널 형식의 B 타입 중 작업 환경에 맞춰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건물의 위치와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Night

3M Red - Scatchcal Film 3630-339(Pantone 485C)
3M VTB 11148(Pantone 404C)

제작�사양: 스테인레스�성형�후�아크릴�마감(LED 조명),
지정색�듀플렉스�시트�처리

6.28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적십자병원 돌출 사인

6.29

적십자병원 돌출 사인은 건물 외벽에 돌출하여 설치하는 사인물로 크기에 따라 적십자병원 시그니처의 다양한 조합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참고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건물의 위치와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Type A

Type B
Night

2:1

800 X 3000mm

800 X 4000mm
3M Red - Scatchcal Film 3630-339(Pantone 485C)
3M VTB 11148(Pantone 404C)

제작�사양: 지정색�시트�부착 or 실사�출력�후�전면�전체�보호필름�부착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적십자병원 정문 사인 A

6.30

적십자병원 정문 사인은 진입로에 설치되어 위치를 알려주는 사인물로 적십자병원 시그니처를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A와
B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설치 위치와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Type A

Type B
윗면

윗면
Night

옆면

❶

❷

❸

❶

❷

옆면

❸

❹

❹

3M Red - Scatchcal Film 3630-339(Pantone 485C)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Warm Gray 4C(C0 M4 Y8 K28)

제작�사양: ❶ 갈바�스틸�절곡

❷ 갈바�스틸�절곡, 지정색�도장

❸, ❹ 스테인레스�성형�후�아크릴�마감,

지정색�시트�처리�또는�지정색�소부�도장�처리

야간�발광시 ❸ 심벌마크는�정면�조명용�필름�사용,

측면�지정색�소부�도장�처리�후�백색�발광(LED 조명)
❹ 로고타이프는�색�변환�아크릴 Gray 컬러�컷팅,
측면�지정색�소부�도장�처리�후�백색�발광�또는

마이크로�퍼프에�지정색�도색�후�백색�발광(LED 조명)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적십자병원 정문 사인 B

6.31

적십자병원 정문 사인은 진입로에 설치되어 위치를 알려주는 사인물로 적십자병원 시그니처를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A와
B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설치 위치와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Type A

윗면
옆면

Night

❷

❶

❸

❹

Type B

윗면
옆면

Night

❷

❶

❸

❹

3M Red - Scatchcal Film 3630-339(Pantone 485C)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Warm Gray 4C(C0 M4 Y8 K28)

제작�사양: ❶ 갈바�스틸�절곡

❷ 갈바�스틸�절곡, 지정색�도장

❸, ❹ 스테인레스�성형�후�아크릴�마감,

지정색�시트�처리�또는�지정색�소부�도장�처리

야간�발광시 ❸ 심벌마크는�정면�조명용�필름�사용,

측면�지정색�소부�도장�처리�후�백색�발광(LED 조명)
❹ 로고타이프는�색�변환�아크릴 Gray 컬러�컷팅,
측면�지정색�소부�도장�처리�후�백색�발광�또는

마이크로�퍼프에�지정색�도색�후�백색�발광(LED 조명)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적십자병원 유도 사인

6.32

적십자병원 유도 사인은 병원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사인물로 적십자병원 시그니처의 다양한 조합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준수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실측 조정한 후 제작하도록 한다.

100m

3M Red - Scatchcal Film 7725-13/180-13(Pantone 485C)
3M VTB 11148(Pantone 404C)
Pantone 420C(C0 M2 Y4 K14)

제작�사양: 지정색�도장�후�지정색�시트�부착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적십자병원 현판 사인

6.33

적십자병원 현판 사인은 건물 입구 벽면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사인물로 시그니처의 조합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을 활용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건물의 위치와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Type A
❶

❷

옆면

Type B

❸

❹

❺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제작�사양: ❶ THK 3M/M 스테인레스�스틸�지정색�도장
❷ THK 1.2M/M EGI 스틸�절곡�지정색�도장
❸ 포맥스THK 7mm 지정색�도장
❹ 아크릴 THK 5mm

❺ 글씨: 아크릴�배면�인쇄

옆면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적십자병원 종합 안내 사인

6.34

적십자병원 종합 안내 사인은 건물의 층별 위치를 안내하는 사인물로 기본 색상과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Type A

Type B

INFORMATION

6

총무과｜노동조합｜강당｜식당

4

302병동(331~345)
간호병동통합서비스·혈액투석실

5
3
2

신장
175cm 기준
❸

INFORMATION

1

B1

6
5

502병동(501~515)｜옥상휴게실

4
3

종합건강증진센터｜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집중치료실(중환자실)

2

외래진료실｜실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MRI실 ｜CT실｜응급실

주사실｜약제과 ｜ 원무과 ｜의료정보실
재활치료실｜중앙공급실
의무기록실｜세미나실

❸

1

B1

Seoul Red Cross Hospital

❶

3M Red - Scatchcal Film 7725-13/180-13(Pantone 485C)
3M VTB 11148(Pantone 404C)
Pantone 8005C(C29 M32 Y53 K14)

제작�사양: ❶ THK 3M/M 아크릴 지정색�도장

❷ 포맥스�표면�스테인레스�스틸 THK 1M/M 부착�후�지정색�도장
❸ 글씨: 지정색�시트�부착 or 도장

한글: 본고딕 Regular, 자간 -25
영문: 본고딕 Regular, 자간 -10
Stroke: 2.5 pt

❷

총무과｜노동조합｜강당｜식당
502병동(501~515)｜옥상휴게실
302병동(331~345)
간호병동통합서비스·혈액투석실

종합건강증진센터｜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집중치료실(중환자실)
외래진료실｜실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MRI실 ｜CT실｜응급실

주사실｜약제과 ｜ 원무과 ｜의료정보실
재활치료실｜중앙공급실
의무기록실｜세미나실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적십자병원 이미지 월

6.35

적십자병원 이미지 월은 건물 내부 벽면에 부착하는 사인물로 적십자병원 시그니처와 슬로건을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Type A

❶

❷

❸❹

신장
175cm 기준

앞면
❶

옆면
❷

Type B

Type C

❶
❷
신장
175cm 기준

Pantone 485C(C0 M100 Y100 K0)
Pantone 404C(C0 M10 Y20 K70)
Pantone 5315C(C0 M1 Y2 K7)

제작�사양: ❶ THK 20M/M 아크릴�지정색�도장
❷ THK 15M/M 아크릴�지정색�도장

❸ THK 20M/M 갈바�스틸�지정색�도장
❹ 대리석�가공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적십자병원 윈도우 그래픽

적십자병원 윈도우 그래픽은 출입구 유리면에 부착하는 사인물로써 국문과 영문 시그니처, 슬로건을 기본으로 표현하였다. 제작 시
아래의 디자인 중 선택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제작은 사인 제작 업체가 현장 실사 후 부착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Type A

신장
175cm 기준

Type B

신장
175cm 기준

제작�사양: 에칭�시트�컷팅

6.36

대한적십자사�디자인�가이드라인
▪ 발행인: 박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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