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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10go types presented in this paper are the 

functiona1 formation of 1etters using many water 

drops. This illustrates the absorption ability of 

information and visualizes the vision and the 

possibi1ity that the college can offer to the 

prospective students. 

The wor1d is changing so fast. High techno1ogy 

industry such as internet, information drive the 

wor1d into the new centuηT. the changes in college 

society is desperate1y needed. Unlike years ago the 

recruiting prospective students is so competitive 

that the most schoo1 put their great deal of efforts 

in deve10ping the programs that the students are 

1ike1y to choose as their favorite career. There is 

another important thing that the schoo1 must 

adopt. This is the 10go type of the college. in order 

to express diligency and endeavor, stiff and strict 

typefaces are frequently used for colleges. These 

traditional1ogo types used for many colleges do not 

appea1 to students any more. The students' 

attitude toward their life is changing dramatically. 

So the new 10go types of the college is needed. 

The prospective student as a customer considers 

what kind of curricu1um the schoo1 can provide 

her/him to deve10p her/his own creativity which i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job 

seeking. The 10go type p1ays a verγ important ro1e 

in recruiting the students. Peop1e tend to determine 

2001 한국디자인포름 6호 

their first impression of other person, for instance 

character, socia1-economic status, education, by 

just taking a glance of face. The 10go type used for 

the college is the face fo the college. Based on the 

princip1e of free market, the creation of the new 

10go type which can appea1 to the prospective 

students is veη important. But the design concept 

must contains the facts that the schoo1 is willing to 

care the student and try to provide good 

environment to develop their potential possibility t。

be matured up as a very competitive specialist. 

야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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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Logo Type 개발에 관한 연구 (pp .186-196) 김 건 엽 

1.개요 

정보전달의 수단으로 폭발적인 문명의 발달을 가져옹 인 

류 최대의 발명품은 문자이며 시대의 흐름이 변하는 만를 

서체도 같이 변하였다. 디자인의 발전에서 서체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이 중요히듯이 전 세계적으로 문자체는 인종 

에 따라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다. 그리고 저마다 고유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환경에 따라 변형이 되어진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문자의 개념이 읽는 것에서 보는 것으 

로 자리메김하는 현재는 국내에서도 한글의 모양새에 성 

격을 주는 디자인 개발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로고타입의 개발은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서 특히 시각적인 면이 고려되어진 

다. 성격이 있는 문자체는 일반적으로 공공단체나 기업에 

서 필요로하였으며 이러한단체에서는그동안수없이 많 

은문자체가개발되었다 그리고저마다다른서체를원하 

고 통일 또는 유사 단체와 차별화 해야 한다는 요구는 새 

로운 서체가 탄생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기 

존의 서체로서 로고타입을 대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는 다른 단체에 비하여 새로운 비션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선입견과 함께 내，외부 고객의 신뢰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시대를 읽고 철학이 있는 경 

영자는 그 이념에 맞는 자신의 색깔을 만들어 내고 이를 

널리표방하는것이다 

한글의 개발에 있어서는 속성상 영자체에 비하여 그 기 

간과 비용 및 노력 이 문자가 복잡한 만큼 소요된다고 볼때 

디자인 접근이 까다로운 면이 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어우러져 한개의 글자가 되며 낱자가 모여 단어가 되므로 

읽히는데 있어서의 가독성과 보여지는 것의 조형성이 조 

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지나친 조형에 의존한 결과 왜곡되 

어서 읽을 수 없다면 로고타입이 가져야 할 목적이 흐려지 

는 원인이 된다. 서체는 초기 입안과정에서 개념에 의한 

목적이 분명히 성립 되어 만들어지므로 디자인 결과물은 

정확하게 표현 되어져야만 한다. 때로는 입안과정에서 방 

향이 명확하지 않거나 잘못 설정될 수 있으므로 객관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철저한 마케팅 분석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디자인이 진행 되어야 최소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신시대는 예전과 달리 다양한 매체가 있으므로 디자인 개 

발시에 다양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배려 해야만 

한다. 또한 지나친 개인의 감성에 얽매이는 문제와 결정자 

의 매너리즘에 의해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 

도 중요한 과제이며 하나의 서체가 개발 되기까지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므로 10년 또는 그 이후에도 변함없 

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객관성있는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원과학대학 logo type디 

자인의 개발 목적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체 발견 이전에 얼 

만큼 현재의 시장 환경에 적응 하는가와 대내외적으로 학 

교가 내세우는 이상에 접근하고 있는가 송F는 측면이다. 학 

교 현실은 유기적으로 변하는 환경을 대변하고 능동적으 

로 발전하는 미래 이상을 가장 큰 가시거 리로 책정하고 있 

으며， 보여지는 글자로서 독창적인 캐릭터의 이미지 또한 

요구하고 있다. 하나의 문자에서 많은 것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논자는 학교가 처해있는 시대 환경을 배경으로 효 

과적인 문자디자인을 개발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 

라서 제 I 장에서는 디자인 개발의 이유를 언급 하였으며， 

제 H장은글자가갖고 있는특정과한글의 로고타입 개발 

사례들로 제 m장은 디자인 개발 단계에 있어서의 프로세 

스， 제N장은 시안에 의한 결과물， 제 V장은 결론으로 구 

성하였다. 



11. logo Type의 환경 

1. logo type의 사회적 요구현상 

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사회의 현실은 저마다 돋보 

이는 차별화를 표방하고 자극적， 강한 호기심을 유발 시킴 

으로서 고객의 심리에 얼만큼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가 하는 것이 개발자의 최대 관심사이다. 인간 심리의 접 

근에 우선되는 시각 언어의 개발은 기업， 개인 할것 없이 

경제의 발달어l 편승하여 언제나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으며 마케팅의 중심에 있음이 확인 되었다. 최근 100년 

의 디자인사에서는 경제 환경에 따라 디자인의 형태가 기 

업의 홍보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된 

cocacolor. BMW. IBM. SONY. SAMSONG. YAHOO 

MS 등은 지식에 의한 문자 정보에서 그림에 의한 문자 정 

보로 변화 한 것으로 인간의 잠재의식에 얼마나 깊이 각인 

펼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러한 그림 정 

보는 글자의 형태에 기업의 이념을 적용시킨 것으로서 하 

나의 새로운 캐릭터(character)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저마 

다다른기업 이념을문자에 적용시킨다는것은쉬운일이 

아니다. 오랜동안철학을갖고 있는기업의 적극적인 개발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며 철저히 시장을 파악하고 접근하 

는 개발자의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나의 로고마크 

(logo mark)가 탄생 될 때 그 이변에 깃들어 있는 개발자 

의 입안은 기업을흥하게 할수도， 망하게 할수도 있으므 

로 100년지 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하여 나온 결과물이어야 하며， 다OJ=한 사전 계획이 충 

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듯 그림정보로 얻어지는 파워 

(power)를 실감한 기업들은 이제 logo type의 개발에 기 

하학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 개발지들은 그동안 

뒤떨어진 호F글 개발의 낙후성과 한글의 우수성을 동시에 

인식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한글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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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의 개발 및 로고심벌(logo symboD의 개발이 필요함 

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특히 국문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업과 각 단체들은 우리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을 때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본적 시장 원리 

를 바탕으로 세계화된 국문 logo type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것이다. 

2. logo 얀R의 디자인시 고려사항 

로고타입을 개발하는 입안에서는 기업의 전략적인 측면 

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의 경영 이념에 따라 어떻게 보 

여져야 할지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전략이 제 

고된 후 개발자는 컨셉(concept)에 따라 6가지의 항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첫째는 독자성@옳自 '1펌으로 

서 다른 기업이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형태의 성격이 있 

어야만 한다 둘째는 상징성(象徵|힘으로 기업을 대표로 

하는 얼굴로서 기업 이념을 잘 나타내야 한다. 세째는 조 

형성않形↑힘으로 글자의 균형적 감각이 있어서 보기가 좋 

아야 한다. 네째는 가독성(可讀l뾰으로서 변형된 글자라도 

읽기가 쉬워야 한다. 다섯째는 적응성健應↑힘으로 변화된 

색상이나 비율에서도 기업 이 철학이 잘 표현 되어야 한 

다. 여섯째는 통일성(統-↑봐으로 각 글자간 성격이 같아 

야 하고 한번 개발된 글자는 원래 계획대로 사용되는 기업 

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D 이러한 여섯가지의 고려사 

항외에도 반드시 추가할 것은 10년， 30년 후에도 사변함 

없이 사용해도 손색없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글자의 유형은 다음 그림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1) 김홍련그래픽문자디자인J， 디자인오피스， 1997, P 230-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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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Design의 방향 

디자인에 있어서 결과를 예측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은 

다른 분야의 업무와 같다. 시장이 있고 시장에 접근하는 

디자인만이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듯이 개발자의 입 

안 과정에서 반드시 올바른 타켓(target)설정과 정확한 컨 

셉에 의해 진행 되어야 한다. 기획의 방향에 있어서는 대 

표적으로 인사이드 아웃과 아웃사이드 인의 마켓 설정으 

로 크게 구분 된다 인사이드 아웃의 경우는 대략적인 타 

켓설정에 의해 컨셉설정후 진행하는 방법으로서 디자인 

후 시장에 어펼하는 방법이며 아웃사이드 인은 고객의 스 

타일을 세분화 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접근하는 디자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3) 전자의 경우는 대량 생산에 의해 

규격화된 시장을 형성 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방법이며， 후자는 경제 발전에 따라 생활 수준이 향상된 

사회에서 특정인을상대로한최근의 방법이다. 

매출액이나 매출량 목표 ---
비용 

、--
기여의폭 

“--마케팅 기금 

“--잠재고객의 할당 

1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선택 

‘’--실행 

인사이드 아웃의 기획 모덜(2) 



이는 모든 고객 정보가 data화 한 현재에 이용 가능한 접 

근방법이며소수에게강한전달을할수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와 후자의 접근 방법을 모두 수용하 

여 진행 하였으나 학교라는 특수한 집단의 정해져 있는 

taget에 따라 인사이드 아웃의 방법을 6:3 비율로 택하기 

로 하였다. 따라서 인지도가 약한 학교의 이미지를 강화 

하고자 학교 명칭에 맞는 의미가 부합되어야 함을 강조 하 

였으며 시대를 읽고 앞서가는 젊은 노하우의 교육 기관임 

을 표방하는 concept와 communi 

cation, creative 등 크게 3가지로 압축하여 디자인 방향 

을설정하였다. 

2), 3) D. E슐츠 B.E 반스그래픽문자디자인J ， 안보섭 정기현 한상필 한 

은경 공역， 나남출판， 1996, P 66-103 

1. concept 

보컨셉(concept)의 사전적 의미는 개념(擬念)이며 이는 

명사로서 “여러 관념속에서 공통적 요소를뽑아종합하여 

얻은 하나의 보편적인 관념”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디자 

인 결과물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 

요한시각적 골격이다. 디자인에서 시각적인 예로든다면 

연두색과 노랑색， 개나리와 벗꽃， 개구리알， 입학， 농촌의 

모내기 장변들을 연상할 때 계절은 봄이 되며 봄을 구체적 

으로 표현할 때 이와 같은 그림들을 연상할 수 있다. 여기 

에서 봄은 컨셉이 된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도 변화를 

직감 하듯이 디자인에서도 그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 

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디자인 

컨셉이 요구되며 그 컨셉은 전체적인 하나의 방향타가 되 

는 것이다. 방후논} 없이 디자인 될 수는 없￡며 그 방향타 

의 최종 목적지는 정확한 타켓이 있기에 설정 되는 것이 

다 타켓의 유형은 시대 ， 지역， 환경， 정서， 연령， 학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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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 성별 등에 따라 다0.1'하게 분류되며 어느 집단을 알 

리기 위해서는이러한유형을효과적으로접목시키는것 

이 디자인에서 풀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 

에서 디자인되는 로고타입의 집단은 대원과학대학으로서 

고객은 대학 입시에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이다. 학교는 기 

존의 서체를 그동안 로고타입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개 

교 이래 학교의 낙후된 인지도의 개선이 학교 역사에 맞물 

려 절실히 펼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 첫번째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평범한 일반 서체를 이용 하므로써 다른 학교와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독창성이 없다는 이미지 

는 학교가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추론을 내 

릴 수 있다. 이는 유행에 민감하고 감성이 예민한 컴퓨터 

시대의 학생들 시각에 닥후된 이미지로 보일 것이며 학교 

경영상의 걸림돌로서 향후 학교 발전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다. 도전적인 젊은학교의 경영과학생의 정서 

에 맞는 새로운 로고타입의 도입은 내부적으로는 조직원 

간의 만족과 자긍심으로 이어져 단단한 결속력을 가져 올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학교의 미래 지향적인 好이미지를 

제고하게 됨으로서 학교가 추구하는 이상에 훌륭한 받침 

목이 되는 것이다. 논자는 이러한 마인드의 변화 수용에 

있어서 고객이 되는 학생의 시대 심리와 유행에 따른 사회 

정서 등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시각 언어로서 “앞서가는 

새로운 대학 이미지 창출”을 디자인의 주 컨셉으로 설정 

하였으며 조형성 있는 가독성 또한 제고 하고자 하였다. 

2. communication 

어느 대상에게 메시지를 전달 하고자 할 때 방법적인 측 

면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부분이 디자 

이너에게 있어서 가장중요한과제이다. 현재 학교는 젊고 

도전적인 전문인 양성의 대표적인 집단이다. 비천있는 학 

교의 모습으로 비추어지며 다른 학교에서는 할 수 없으리 

q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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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경쟁적으로 고객에게 

어펼 함으로서 학교의 이상을 실현 시키고자 한다 또 학 

생들은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학교가 어떤 비천을 줄 수 

있는가하는부분이 최대 관심사이다. 이러한학교의 요구 

수용은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천 제시중 시각언어 

로서 보여지고 인지 되어야할 로고타입이 학생들의 심리 

에 정확하게 맞。싸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커뮤니 

케이션의 시각 정보로서 시대의 이슈가 되어 밝은 미래 전 

망을 제시할 수 있는 인터넷의 세계에 있어서 “정보의 바 

다”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접목 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현 

재의 학생들을 일명 컴퓨터 세대라고 하며 컴퓨터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인터넷에 매료되어 있는 것 

과 일치한다. 모든 정보는 인터넷 속에 있으며 삶의 질과 

다OJ=한 지식 또한 인터넷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컴퓨 

터 세대들은 믿고 있다. 인터넷과 학생을 벨래야 벨 수 없 

는 관계라면 학교 또한 첨단의 사이버 공간에서 멀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의 감성에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중 하나이며 학교는 곧 학생을 중시히는 미래 

대학으로 인지 되는 것이다. 또 인터넷이라는 단어에 의해 

연상되는 느낌은 첨단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학교는 학 

생들이 고대하는 첨단을 갖추게 된다는 뭇에서 다른 하교 

보다 앞서기는 학교 이미지로 학생들에게 각인되는 것이 

며， 시대적 배경에 의한 이슈에 편승하여 많은 기대효과를 

가져오게된다. 

3. creative 

앞서가는 새로운 대학을 컨셉으로， 정보의 바다를 커뮤 

니케이션으로 디자인 표현이 압축된에 따라 또오르는 단 

어들은 흡수， 적응， 탐색， 정보， 융합 등으로 열거 된다. 과 

거와 달리 현재는 변해야만 산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되어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사회에서 정체성은 곧 도태 

를 의미한다.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발전을 꾀해야만 한다는 것이 신시대의 지배적인 사고 방 

식이다. 변화는 항상 새로운 것이며 도전이다 도전은 강 

력한 적응력과 정보의 흡입력에 의해 제고되는 새로운 모 

험이기도 하다. 바로 인터넷의 환경이 이러한 마인드의 변 

화를 가져온 것이다. 학교가 지향하는 이상 역시 변화를 

전제로 한다. 학교 스스로가 변화하는 적응력을 보여준다 

면 학교 교육을 따라가는 타켓의 감성에 흘륭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어울림과 흡입력을 로고 

타입에 적응 하였으며 강함， 정직， 성실 등으로 대표되는 

대부분의 오래된 대학과 차별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이는 

어떠한 환경에도 적응하는 이미지 연출로 첨단화된 기자 

재와 창의적인 교육 시스뱀의 조회를 상정하며 정보화 시 

대의 사이벼상에서 개성을 강조하는 유기적인 형태의 시 

각 언어로서 차별화된 가독성을 제고한다. 

형태에 의한 시각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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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logo Type 다옹ign 결과물 

1. 스케치 

m장에서 이미 디자인의 방향이 정해진바 다OJ=한 스케치 

가 진행 되었으며 본 항목에서는 내용에 충실히 적용하기 

위하여 서체의 성격을 화합과 융합에 의한 합리적인 시대 

적응으로 정보를 흡수하며， 유기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내 

용으로 다음과 같이 접근하였다. 따라서 변화하는 획은 복 

잡한 한글의 가독성과 조형성등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 

대한 단순화하는데에 주력하였고 서로 다른 낱자가 만나 

면서도 단순 명료하게 얽히도록 시각적으로 조율 하였다. 

받 ~===tJ 웰
『
 단v []' =0흥I 

방 ~ ~ 쩔R 

텅 IT~ 힐g 

2. 시안 

B 

I삐꾼1 고}확EW확 

| [n 훤:lr획 [n획 | 

3. 결과물 

다수의 시안이 나온 결과 컨셉과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근접하는 타입이 F안인 것으로 최종 결정 되었다. 가독성 

제고와 첨단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히는 단체의 특정이 

우선 표현되어야 하며， 주 고객의 감성에 어필할 수 있는 

형태 즉 정보의 흡수， 융화， 유기적 변화에 의한 발전을 의 

미하는 진행형으로 문자의 성격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었 

다. 한글 타입의 기본형이 정해짐에 따라 다양한 활용을 

예상한지침， 그리고 영문과한문을혼합하여 사용해야하 

는 현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메뉴얼에 의한 규정을 마 

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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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헝(가로) 국，한，영문 혼합 기본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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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기대효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로고타입의 결과물은 정보의 흡입력 

을 물방울이 모여서 문자가 되는 형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는 학교가 비천을 제시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형상화 한 것이다. 이제까지 학교들은 성실， 

노력등 강직함을 나타내는 경직된 서체를 애용하였으나 

변화하는 현실이 창의력을 요구하면서 대학도 환경에 맞 

게 변해야 한다는 시장 원리가 도입되었다. 고객이 되는 

학생은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각자의 개성이 얼마나 적 

용되어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미 학생들은 인터 

넷등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환경이 변한만큼 변신 

하고 있었음에도 학교가 현실을 뒷받침 해주지 못한 것은 

대학의 시대에 뒤떨어진 로고타입에서도 알 수 있다. 처음 

대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얼굴을 보고 대략 그사람 

의 인격， 경제수준， 지식등을 알수 있듯이 고객이 시각적 

으로 판별하여 선입견을 갖을 수 있는 것이 처음으로 대하 

게 될 학교의 얼굴인 로고타입이라고 할 때 그 디자인 개 

발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제 소중한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메이크업을 하는 것처럼 대학도 얼굴이 되 

는 로고타입의 모양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가꾸어야만 하 

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창의력있는 개성을 존 

중하는 현실의 고객은 새로운 것을 찾는데에 있어서 거리 

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지역 

의 한계를 치명적인 단점으로 갖고 있던 대흐L들에게 색다 

른 변화는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는 확실한 동기가 된다. 

때문에 선진국의 인기 학교가 그렇듯이 고객이 학교를 선 

택할 때 이제는 지역과 거리가 문제되지 않는다 학생은 

학교의 얼굴이 메이크업된 상태를 보고 첫느낌으로서 긍 

정 또는 부정의 시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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