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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과총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과총이 최초 CI(Corporate Identity)를 제정한지 45년 만에 새로운 이미지를  선보입
니다. CI는 우리 단체의 상징적 이미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CI 기원은 19세
기 유럽에서 모임의 심벌(Symbol)이자 정체성을 표현하는 디자인의 원형에서 유래됐
다고 합니다. 기관의 명칭, 심벌 마크, 로고 등 시각적이고 외양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그 속에는 기관의 기본 이념, 윤리성, 가치, 비전, 혁신 이미지 등의 비가시적 의미를 포
함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기관의 존재 이유와 이상을 표현하고 고유성을 드러내는 표
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총 반세기 역사에서 유일무이하게 쓰여 온 CI를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개정할 것인가 그 자체부터 논의가 필요했고, 예산도 무시 못 할 요인
이었습니다. 작년에 논의가 되다가 시행되지 못한 것도 그런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습
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과총의 CI 개정을 사회공헌 사업으로 해주시겠다는 제안을 받게 됐고, 시종일관 감
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이런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백년 세월의 흐름에 따라 과총 역시 새로운 비전으로 
혁신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널리 퍼져 있음을 확인하게 됐고, 사업 추진에 대한 격려도 힘이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에서, 우리 과총도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 복지, 문화·예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600여 개 과학기술 학술 단체와 민간, 공공 연구기관의 총연합
회로서 과학기술 반세기 전통의 기반 위에 열정과 소명 의식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
다. 과총은 이번 CI 개정에서  21세기 과총의 비전과 사명, 혁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고, 과총의 정신(mind)과 실천
(behavior)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형상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과학기술 혁신의 모체로서 새로운 역할, 
책무, 사회적인 소통으로 우리 국민에게 다가가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의 
프론티어가 되겠다는 다짐을 선포합니다.  

과총은 CI 개정 과정에서 회원단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 함께 만드는 CI’가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온라인 
인터뷰와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이 도출한 이미지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중심으로 원로회의, 각 위원회, 이사회 등을 거쳐 새로운 CI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과
총의 앞날을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됐고, 비전에 대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CI 백서’가 우리 
후배들에게도 전승돼 과총 CI가 널리 사용되고, 과총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CI 개정을 위해 정성으로 봉사를 해주신 ㈜인피니트 관계자 모든 분께 마음 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매우 혁신적인 개정안이 나올 수 있었지만, 기존의 전통을 살리는 것이 적응이 쉬우리라 판단해 당초부터 ‘보수적
인 작업’을 부탁드렸습니다. 전문가 그룹의 창의성을 제약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다시 한 번 전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온라인과 현장 투표, 인터뷰 등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과학기술인 여
러분, 과총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과총 CI 개정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결속과 통합의 작품임을 거듭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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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기간

2017년 3월 1일 ~ 8월 30일

2. 개정 목적 

과총의 역사적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사명, 혁신의 정체성을 형상화 한 새로운 CI를 제정함으로써  
소통·융합·신뢰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계와 국민이 함께 하는 ‘열린 과총’으로 나아가고자 함

3. 개정 배경 및 근거

1   기존 CI 

<과총 20년사 수록 CI> <과총 50년사 수록 CI>

과총은 1972년 3월, 전체 과학기술자의 단합과 사명 등을 상징·표현하는 과총 심벌 마크(CI) 제정을 위해 
현상 모집을 실시하였다. 접수된 작품들은 관련 분야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오현수
(서울 중구 인현동) 씨의 작품이 최종 당선되어 CI로 결정되었다. 이 CI는 태극의 양(진홍색)과 음(푸른색)으
로 상징되는 우주 속에 흰색의 한반도를 배치한 것으로, 한반도의 형상은 과학(science)을 뜻하는 영문자 
‘S’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2   CI 개정 필요성 제기

(1) 기존 CI 분석

기존 CI의 강점

·  언어적, 시각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이미지 전달 용이

· 직관적이고 이해도 측면에서 난이도가 낮음

기존 CI의 약점

· 기관의 개성이나 차별화된 이미지 부족
· 영문 약칭의 경우 발음 용이성이 낮음
·  미래지향적 이미지가 미흡해 시각적으로 

진부함

(2) 기존 CI의 한계

 기존 CI의 태극 문양은 대한민국의 상징 요소로 오래 전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으며,  
유사 이미지가 많아 기관의 차별성 확보에 불리함

용도에 따라 CI 요소가 달라져 일관성이 부족함

개정 개요1

10

5

0

<(주)인피니트 디자인 전문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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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I 변화 트렌드와 기존 CI 비교 분석

대다수 업체는 시대와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약 10~20년 마다 CI도 변화시켜 왔으며, 그 과정을 
통해 업체를 상징하는 요소들이 효율적으로 단순화·브랜드화 되면서 형상 마크에서 워드 마크로 
변화하는 추세. 하지만 과총의 기존 CI는 1972년 제정 된 형상 마크가 45년 동안 사용되었으며 
브랜드화 되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음 

정부 관련 기관들의 CI는 보다 전문적·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반면 과총의 기존 CI는 유사 이미지가 많은 태극 문양을 상징 요소로 사용해 차별성이 부족하고 
정체된 기관이라는 느낌을 줌 

1962 1988 1997 2005

1968 1994 2001

1981 2001 2009

사명의 이니셜은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짧고 발음이 용이하며 기억하기 좋거나 기관의 특징이 
연상될 수 있어야 효과적.(예: 케이티, 코트라, 코가스, 케이워터, 케이티앤지 등) 과총의 ‘KOFST’
는 ‘코프스트’라는 다소 불편한 발음을 가지고 있어 기억하기 어렵고 각 약자의 상징성도 이해하
기 어려움 

기관의 명칭이 긴 경우 축약형을 사용하는데, 이때 축약 문자와 시각적 이미지를 일원화 하는 것
이 다양한 용도에 따라 CI 요소를 일관성 있게 활용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에 효율적임. 과총은 
기관 명칭이 길지만 기존 CI의 문자와 시각적 이미지가 분리되어 있어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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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I 개정의 기대 효과

기존 CI는 정형성으로 인해 경직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회원·국민과 소통하며 새롭게 도약하
는 과총의 위상 및 비전 변화에 발맞추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CI 개발을 통해 대국민 이미지 제
고와 기관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CI 개정 일정2

상호연계
기관

목표&비전

CI
(Corpotate
Identity)

영문 명칭
검토

소통

기관
경쟁력
강화

이미지
제고

회원 단체와의
관계 구축

과총 원로 간담회(1차) : CI 개정 의견 수렴2.24

과총 원로 간담회(2차) : CI 개정 목적 및 필요성 확인3.09 

CI 제작 계획 수립

CI 제작 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

CI 제작 용역 업체 평가 및 선정
3.10~3.24

CI 제작 의뢰 : CI 전문 업체 (주)인피니트3.29 

과총 CI 개정 관련 설문 조사 : 

50개 회원 단체(학회 등)가 설문에 참여해 과총을 대표하는 상징적 키워드

지향해야 할 이미지, 어울리는 색상 영문 약칭(KOFST) 활용 편의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조사

4.17~4.24 

과총 내·외부 주요 인사 인터뷰 :

박상대 명예회장, 김명자 회장, 양윤선 부회장, 이은우 사무총장, 

김현진 서울대 교수, 김성은 KAIST 박사과정
4.20~4.30 

인피니트 1차 보고 : 비전 수립 및 영문 약칭 보고5.25 

인피니트 2차 보고 : 200여 개 시안 중 자체 심사로 선정한 

6개 시안을 과총에 제안해 보고회에서 1차 선정으로 4개 후보 결정
6.22 

CI 선호도 조사 : 4개 후보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실시6.27~7.06 

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 새로운 CI 후보 시연 및 현장 투표7.07 

과총 원로 간담회(3차) : CI 개정 경과 사항 보고8.23 

이사회 : CI 개정 안건 보고 및 의결8.30 

CI 배포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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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제작 업체 선정1

1. 업체 공모 개요

1   입찰 사항

(1) 입찰건명 : 과총 CI(Corporate Identity) 제작

(2) 과업 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2017년 7월 7일까지

(3) 입찰 방법 : 일반 경쟁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3   신청 기한 및 접수 방법

(1) 신청 기한 : 2017년 3월 23일(목) 17시

(2) 접수 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4   낙찰자 선정 방법

(1)  일반 경쟁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본 연합회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

(2)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술 능력 평가와 입찰 자격 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대상자
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협상하되, 선순위 협상 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합의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

2. 용역 제안 요청 개요

1   목적 및 배경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의 비전과 사명, 혁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실천(behavior)을 
형상화하는 CI(Corporate Identity) 필요성 대두. 과총의 21세기 비전과 목표를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제작해 과총 회원 단체 및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

2   용역 내용

항목 세부 내역

심벌마크 기본형, 그리드시스템, 활용 규정, 금지 규정

로고 타입 국·영문 그리드 시스템

시그니처 영문좌우/상하 조합, 국문좌우/상하 조합, 국·영문 좌우/상하 조합

전용 색상 주색, 보조색, 4원색(CMYK), 별색, 배경색, 인쇄색 활용 규정, 금지 규정

지정 서체 국문, 영문, 숫자, 기호

※ 심벌마크, 로고 타입 모두 색상 및 형태 제한 없음     ※ 상기의 기본 요소 등의 세부 내역은 협의 후 변경 가능

3   용역 업체 선정

(1) 모집 방법 : 일반 경쟁 입찰

(2) 선정 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안 내용을 평가하여 선정

(3)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우선 협상 대상자의 협상)

(4) 기타

- 평가 결과는 비공개로 함
-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선정 평가 기준

기술 평가 점수(80점)와 가격 점수(20점) 합산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구분 세부항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수행 업체 평가
(15점)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및 전문 인력 보유 수준
* 유사 사업 수행 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실적증명서 첨부)

15점

제안서 평가
(65점)

용역에 대한 이해도, 기획력 25점

제안 디자인의 우수성, 창의성 20점

제안의 완성도, 실현 가능성 20점

입찰 가격 평가(20점) 제안자 평가(20점) 제안자 평가 20점

5   추진 일정

(1) 입찰 공고 2017. 3. 16(목)

(2) 제안서 접수 마감  3. 23(목) 

(3)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3. 24(금)

(4) 우선 대상자 협상 및 계약 체결  3. 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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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I 제작 용역사 선정 평가

1   CI 제작 용역사 선정 평가회

(1) 일시 : 3월 24일

(2) 심사 업체 : (주)인피니트, 제2업체(비공개)

(3) 심사 위원

김영종(KIST 문화홍보실장),  김태윤(한국과학창의재단 대외협력팀장),
이덕환(과총 부회장,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 이은우(과총 사무총장)

2   최종 심사 결과 : (주)인피니트 최종 선정

3    (주)인피니트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며 사회 공헌 차원으로 본 프로젝트를 진행

4. (주)인피니트 소개

1   연혁

- 1988. 2  (주)인피니트 설립
- 1989.11  COMPU-MARK(벨기에) 사와 업무 제휴
- 1990. 3  체코 국제디자인연맹 세계 순회 전시
- 1990.11  제1회 브랜딩 세미나 개최
- 1993. 3  국내 최초 한국상표총람(도형편, 문자편 2권) 발간
-  1999. 7  제2회 브랜딩 세미나 개최: CI & BI Equity의 전략적 관리(스탠포드대 Srinivasan 교수 초청)
- 2003.10  중국원대그룹 CI 개발 계약 체결(국내 최초 해외 프로젝트 수주)
- 2006. 5  <큰 물고기를 잡아라> 번역 출간
- 2007. 6  번슈미트의 <미학적 마케팅> 번역 출간
- 2008. 5  장노엘 캐퍼러의 <브랜드와 유통의 전쟁> 번역 출간

2   수상 내역

- 1989.10  한국신용평가(주) 제정 국내 최우수 심벌상 수상
- 1991. 2  엘렉스 컴퓨터 주최 컴퓨터그래픽 경진대회 최우수 사례업체 선정
- 2003.12  한국품질인증원 주최 <한국품질 경제력 대상: 브랜드마케팅 부문> 대상 수상
- 2004. 4  스포츠서울 선정 <P.T.S Top Band 브랜드 종합컨설팅 부문> 대상 수상
- 2013     Reddot Award Communication Design 수상
- 2013     Good Design Award 수상
- 2014     iF Design Award 수상

3   주요 CI 제작 실적

(1) 일반기업 : SBS, 중앙일보, 하나은행, 포스코 등

(2) 공공기관 : 인천공항, 코레일, 기상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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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총의 이미지를 직업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직업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5   

과총의 영문 약칭 ‘KOFST’를 
사용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셨습니까? 
(명칭 활용, 발음 등)

6   

과총을 한 문장이나 단어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8 18 2 1
과학자 연구원 선생님 공무원

0 5 10 15 20 25

네, 불편하다고 
느낀적 있었습니다

아니요, 불편하다고 
느낀적 없었습니다

평소에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1. 조사 개요

1   대상 : 과총 회원 단체 중 50개 기관 2   목적 : 과총 회원 단체의 인식 현황 파악 및 CI 개정 계획 알림

3   조사 방법 : SNS 설문 4   시행 기간 : 2017년 4월 17일 ~ 24일(8일)

2. 조사 내용 및 결과

회원 단체 SNS 설문조사2

1   

현재 과총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이미지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10 20 30 40 50

진취적/미래지향적

과학기술

전통과 역사

신뢰와 자부심

2   

앞으로 과총이 지향해야 할 
이미지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복 선택 가능)

※  1번 질문에서 현재 과총의 이미지 키워드로 ‘과학기술’이 37, ‘진취적/미래지향적’이 7로  

집계됐지만 미래 지향 키워드에서는 ‘진취적/미래지향적’이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 비율로 채택됨

3   

과총의 이미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1
진취적/

미래지향적

32
과학기술

10
신뢰와 
자부심

4
전통과 
역사

6
34

5 4

평화, 젊음의

Green
신뢰, 첨단의
Blue

열정, 에너지의

Red
청렴, 중립의

White

• 대한민국의 미래 : 창조, 우리나라의 미래, 혁신, 발전적, 미래지향 
과학기술의 총본부

• 과학단체 집합체 : 과학자들을 위한 단체, 과학자 모임, 연합 단체,  
과학 지원 사업, 학회들의 집합체, 과학 재단

• 국가 과학기술 조력자 :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사, 과학계의 산증인,  
우리나라 발전의 기본 산실, 한국 과학기술, 국가 과학기술의 
견인차, 과학 발전의 디딤돌

• 과학의 힘 : 살아있는 과학, 과학의 기본, 과학, 실사구시 과학 융합 
시스템

• 기타 의견 : 자연 생명, 혁신과 전통, 과학 관련 정부 기관

37

7

2

1

23

17

8

과총

미래 조직

국력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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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간담회
1 일 시  : 2017년 2월 24일

2 장 소 : 팔래스호텔 다봉

3 참 석 : 김명자 과총 차기회장(당시), 강창희 전 국회의장, 박원훈 전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선우중호 전 서울대 총장,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 이현구 전 대통령 과학기술특보,  
정길생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한준호 삼천리 회장, 이덕환 과총 부회장,  
이은우 과총 사무총장

4 내 용 : CI 개정 의견 수렴

2. 2차 간담회
1 일 시  : 2017년 3월 9일

2 장 소 : 팔래스호텔 제이홀B

3 참 석 : •과      총 |  김명자 회장, 이덕환 부회장, 이우일 부회장, 이은우 사무총장,  
엄정욱 실장

•명예회장 | 권이혁, 김시중, 채영복, 박상대

•고       문 |  권숙일, 서정욱, 오명, 이관, 이태섭, 박원훈, 선우중호, 이현구, 정길생, 
한준호

4 내 용 : •CI 개정 목적 : 조직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구성원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냄

•CI 개정의 필요성 확인

3. 3차 간담회
1 일 시  : 2017년 8월 23일

2 장 소 : 파크루안(강남구 역상동)

과총 원로 간담회 보고3
3 참 석 : •과            총 |  김명자 회장, 곽결호 부회장, 이승훈 부회장, 한선화 부회장,  

이은우 사무총장, 윤호식 본부장, 오정택 본부장

•명 예 회 장 |  조완규, 채영복, 박상대

•고            문 |  권숙일, 김상주, 김우식, 김진현, 박호군, 서정욱, 박원훈,  
이현순, 정길생

4 내 용 : •CI 개정 경과 사항 : 관련 인터뷰, 온라인 및 오프라인 투표 결과

•영문 CI와 병행하여 한글 CI 검토 보완

•CI 시그니처 세부 내용 추가 보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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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과학기술력과 전문가의 봉사를 통한 이슈 솔루션 제공도 과총의 주요 역할입니다. 미세먼지, 식품 안전 등 
최근의 사회문제는 과학기술을 배제하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성장과 포용적 혁
신의 이슈도 기술혁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에 과학기술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그에 따라 과총의 책임도 막중해졌습니다.

Q.  과총이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핵심 가치를 몇 개의 키워드 또는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까요?

A.  과총의 핵심 가치는 ‘우리 함께’라는 모토 아래 단체 간, 분야 간, 지역 간, 세대 간, 젠더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모두 함께 융합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과총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과총이 적절히 수행하려면 과학기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가 되어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을 촉진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국민이 지지하고 밀어주는 솔루션 네트워크가 되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심화되는 빈부격차도 관심을 둬야 하고, 고령사회, 안전 강화 등의 사회적 변동에 과학기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성이 모든 것이 연계되는 초연결·초지능 사회인만
큼 단지 기술의 혁신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고, 사회 발
전이 기술혁신 속도에 맞춰나갈 수 있도록 분야 간 소통·융합을 선도해야 합니다.

Q.  향후 과총의 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비전 구현을 위해 과총이 어떻게 변화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과총은 거대한 조직이고 그만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와 교육에 
몰두해 과총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학자에게 친근하거나 많은 도움을 준다는 인
상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학회 지원금을 받아 배분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예산 
등의 한계로 만족감이 그리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과총은 이제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워드로 설정하고, R&D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
리화하여, 연구개발 관리가 성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고 과학기술계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
다. 신설 사업으로 ODA(공적개발원조), 과학기술외교 등의 센터를 설치해 지원 역량을 넓히고, 해외 유관 기관
과 협조해 환경문제 등에 대한 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민간 차원의 과학기술
외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과학기술 관련법 제정을 위한 입법지원위원회, IPCC 협력 방안 네
트워크 등을 다룰 것입니다.

Q. 현재 과총의 영문 약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한글부터 우선 명칭 자체가 길고 복잡해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영문명을 바꾸면 좋겠지만, 적응
이 쉽지 않을 것이니, 약칭을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합니다. 영어 약어 발음도 사실 거북합
니다. ‘코스트’로 발음하게 디자인 한다면 어떨까 싶은데, 아마도 반대가 또 있겠지요. 미국의 과총 유사 기관인 
‘AAAS(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의 경우, ‘트리플A, S’로 불리는 것이 잘
된 사례라 생각합니다.

Q. CI 개발 이슈 및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A.  기존 CI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만큼 옛날 느낌이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CI는 
미래, 비전, 새 시대 혁신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심플하고 강한 디자인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런
데 사람들은 오래된 것을 바꾸는 변화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참신하게 바꾸면 아마도 거북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때문에, 파격적인 변신보다는 새롭게 하되 옛날 이미지도 남아 있는 정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자   과총 회장(2017. 4. 14)

Q.  이번 과총의 비전 수립, CI 디자인 개발의 대내외 배경과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기존 CI는 45년 전인 1972년도에 제정된 것입니다.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의 모든 단

체를 대표하는 총연합회로서 새로운 비전과 미래지향적 가치 구현 이미지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CI 개정 작
업은 과총 구성원이 과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는 과정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우르는 분야와 단체, 기능 등의 스펙트럼이 넓은 집합체인 과
총의 성격상 오히려 관심이 떨어지고, 구심점을 갖춘 기관으로서의 통합적 정체성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구
성원의 여론 수렴과 소통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과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Q.  현재 우리 기관의 중요한 역할과 핵심 사업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과총 출범 당시의 설립 목표는 학술 단체 지원의 목적이 컸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과총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

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민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의  역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의 R&D 예산이 커지고 있는 만큼(2016년 OECD 국가 중 GDP 대
비 예산 투자 1위) 예산 지원에 대한 이유, 성장 엔진이 과학기술에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 등을 알려서 과학기

주요 인사 인터뷰4

1. 인터뷰 개요

2. 인터뷰 내용

1    대상 :  과총 내외 주요 인사(김명자 과총 회장, 박상대 과총 명예회장, 양윤선 과총 부회장,  
이은우 과총 사무총장, 김현진 서울대 교수, 김성은 KAIST 박사과정)

2   목적 : CI 제작 방향 설정을 위한 과총 내외 주요 인사의 의견 수렴

3   시행 기간 : 2017년 4월 20일~30일(11일)

함께 하는 과총, 이 시대 솔루션 네트워크, 열정적인 봉사와 헌신

기술 진보를 견인하고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미래지향적, 혁신적 과학기술계 이미지,  
그리고 국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열린 기관의 이미지

핵심가치

지향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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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선  과총 부회장(2017. 4. 20)

Q. 현재 과총 CI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과학은 발 빠르게 진보해 나가는 지성·첨단의 상징이며 과총은 이러한 과학 단체의 집합체입니다. 하지만 기존 

CI는 그러한 상징성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Q. 과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A.  과총은 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분야와 기능의 단체를 포괄하는 연합회지만 ‘총’, ‘연합회’ 등의 흔한 명칭

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다고 봅니다.

Q. CI 개발 이슈 및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A.  신뢰성과 대표성, 규모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의 실체는 과거와 현재이지만, 사람들

의 인식에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이에 맞춰도 좋을 듯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인의 총집합체라는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모든 과학 관련 학회와 단체,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느
낌을 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컬러를 한 가지 지정한다면 녹색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은 응용을 
하더라도 자연에서 오는 것이 많으며 결국 자연을 위한 것이 많습니다. 녹색은 자연, 환경, 미래 등의 의미를 내
포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Q.  과총이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핵심 가치를 몇 개의 키워드 또는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까요?

A.  과학기술인의 총집합체, 모든 과학기술인을 아우르는 대표 단체, 기술로 연결되는 국가의 힘, 국력을 강화하는 
곳 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총의 핵심 가치는 과학기술인의 자부심을 높이며, 과학기술이 국가에 미치는 영
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전달된 소통, 열린 과총, 융합 등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보다 새롭고 신선
한 감각적인 문구에 핵심 가치를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현재 과총의 영문 약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무엇보다 불리기 쉬워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다섯 자는 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키스트(KIST,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스테피(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영문 약칭으로 불리는 기관과 달리, KOFST가 아닌 과총
으로 불렸다는 건 영문 약칭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문 약칭을 바꾸는 의도를 파
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연상을 없애려 한다면 영문 약칭의 발음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추후 널리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Q. 과학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과학은 사회와 삶을 편리하고 재미있게 하는 것, 창의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 브레인이 중심이 되어 창조

해내는 것 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집합체, 네트워킹(커넥트), 과학기술인을 아우르는 포괄성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대표성과 규모성 있는 기관 이미지, 미래지향적 이미지

핵심가치

지향 이미지

박상대   과총 명예회장(2017. 4. 21)

Q.  현재 과총 CI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모든 과학기술인의 집합으로서 50년 과총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담아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며 진부

하다고 생각합니다.

Q. 과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A.  미국의 AAAS나 중국의 CAST의 높은 위상에 비해 우리나라는 과총이라 하면 단지 학술 단체에 국가 지원금을 

전달하는 기관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국민 인식
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Q. CI 개발 이슈 및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A.  이전의 과총과는 전혀 다르게, 새롭게 창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기관과 차별성을 두면서 직관적으로 과총

의 CI임을 알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먼저 과총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적 요소(태극 마크)를 제거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심플하게 대표적인 이미지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의 CI가 그런 면에서 매우 
훌륭합니다. 과총의 CI가 대한민국 CI 중 가장 참신하고 대표적이다 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Q.  과총이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핵심 가치를 몇 개의 키워드 또는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까요?

A.  우리나라 국격 제고를 위해 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기관이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심에 서 있는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과총은 다른 나라 유사 기관으로 중국의 CAST와 미국의 AAAS 정도 밖에 찾을 수 없을 만큼 
매우 특별한 기관입니다.

Q. 현재 과총의 영문 약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그대로 직역하다보니 ‘KOFST’가 탄생했는데, 너무 어려운 명칭이라 바꿀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CAST(중국과학기술협회), CAS(중국과학원) 등을 보면 매우 간결합니다. 과총
의 영문 약칭도 줄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제적인 편의성을 생각하면 ‘Korea’와 한글을 빼는 게 
좋고, ‘과학기술’을 의미하는 ‘ST’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유일한 과학기술 총집합체, 국가 경쟁력 향상의 중심에 있는 과학기술을 다루는 기관

글로벌 이미지(대한민국이라는 지역성 표현 지양)

핵심가치

지향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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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과총 사무총장(2017. 4. 24)

Q.  현재 우리 기관의 중요한 역할과 핵심 사업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과총은 과학기술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국정은 물론,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 진흥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 역시 과총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Q. 과학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바꿔 놓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과학기술이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석유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의 행동과 소통 
방식을 바꾸면서 사회의 변화에 중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Q. 현재 과총 CI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 기관이라는 느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Q. 과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A.  과학기술계 원로 위주의 올드(old)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Q. CI 개발 이슈 및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A.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간다는 느낌을 주는 CI라면 좋겠습니다. 과총은 정부의 보조를 
받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민간단체입니다. ‘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순수 민간단체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로고가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Q.  과총이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핵심가치를 몇 개의 키워드 또는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까요?

A.  과총은 과학기술계 전체의 ‘중심 마당’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당은 열려있어야 하며 누구든지 쉽
게 다가올 수 있는 곳이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핵심 키워드는 소통, 화합, 열린 중심 마당 등이 있을 것입니
다. 과총은 옛날 그리스 시대의 아고라처럼, 과학기술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의 장이라는 가치를 가지
고 있습니다.

Q. 현재 과총의 영문 약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전체 명칭이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부르거나 이해하기 힘들고, 외국인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
다고 생각합니다. 배열 면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여 읽기 쉬운 배열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
벌 시대에 발맞추어 ‘Korea’라는 단어는 빼도 좋을 것 같고, 이니셜은 세 음절이 좋을 듯합니다. ‘KIST’처럼 간
결하게 만들어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면 국민이 쉽게 기억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전체의 중심, 중심 마당(소통의 장)

관의 이미지를 탈피한 민간기관 이미지, 미래지향적 이미지

핵심가치

지향 이미지

김현진  서울대 교수(2017. 4. 27)

Q.  과총은 어떤 조직이라 생각하십니까?
A.  과학기술인의 권리를 찾아 주는 기관 또는 관리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때는 과총이 공무원 조직이라는 생

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회원이자 순수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과총에 굳이 직접적인 연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Q. 과총의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우리나라에서 많은 SCI급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COPUS(우수

학술 저널 데이터베이스) 등재 평가에 있어 무분별한 학회와 저널의 난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Q. 과총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A.  과학기술인을 위한 단체이기도 하지만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인 만큼 더욱 국민을 위한 단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적 지식과 역량을 사용하여 국가와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더 많이 기여하는 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대중과 더 가까워지고, 더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이공계 
교육에도 좀 더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양만 성장했다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양을 늘리는 데 과총이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며 이 역
시 과학기술계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AAAS 등과 국제 규모 행사를 주최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과총이 과학기술과 과학
기술인을 육성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Q. CI 개발 이슈 및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A.  기존 CI는 한 마디로 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한 가지의 단순한 아이콘은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니셜 워드마크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소 난해한 ‘KOFST’라는 영문 약칭부터 변경 
후 개발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범위가 워낙 넓으니 ‘CJ’의 문양, ‘SK’의 나비, ‘신세계’의 꽃처
럼 추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

Q. 현재 과총의 영문 약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영문 약칭이 길고 복잡해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니셜 5개는 너무 많고, 3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니셜만으로도 충분히 간편하게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인의 권리 옹호(학술 지원)

기술 진보에 맞춘 미래지향적, 과학기술인과 더불어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기관의 이미지

핵심가치

지향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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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KAIST 박사과정(2017. 4. 28)

Q.  과총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과총은 여러 조직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에게는 실질적으로 다가올 기회가 없어 인지도가 

낮습니다. 이 때문에 과총이 학회 기반으로 구성된 학술 조직임에도 그저 ‘어른들의 모임’ 혹은 ‘공무원 조직’ 같
은 이미지가 큽니다. 특히 현재 CI의 태극 마크가 국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Q. 과총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A.  과총의 연차대회는 어른들의 대회, 월간 <과학과기술>지는 어른들의 잡지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격식을 풀

고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합리성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건의를 
할 수 있는 집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집단이 아니라, 과학기술인 쪽에서 같이 과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라는 인식을 주기를 바랍니다. 

Q. CI 개발 이슈 및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A.  공무원 집단이라는 이미지 탈피를 위해 CI에서 국가 이미지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연구하는 학

생이나 연구원은 개인적인 꿈을 위해 자발적으로 과학기술에 참여하면서 개인 정체성을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과총이 정부와 밀접하다는 이미지를 가진다면 젊은 층은 과총에 다가서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기
관의 이미지보다는 과학적인 가르침이 민주적이며 합리적인만큼 과학기술계의 현안을 합리적으로 풀어 나간
다는 이미지를 주면 좋겠습니다.
CI를 통해 과학 자체를 이미지화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KAIST의 로고처럼 단어가 가진 힘 자체를 강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이 들어간 것은 이미지를 한정 짓기 때문에 활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재 과총의 잡지, 연차대회에 로고가 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총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과총의 것이라는 걸 
알릴 수 있도록 일관된 CI가 필요합니다.

Q. 벤치마킹 하고 싶은 CI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미국의 AAAS는 ‘트리플A, S’로 읽히는 명칭도 좋지만 ‘Advancing Science, Advancing Society’라는 슬로

건이 특히 좋습니다. 또한 ‘오설록’은 모든 디자인 제품에 같은 CI를 넣는데, 이렇게 통일성 있게 사용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인, 날카로운 비판, 소통

민간 기관 이미지(전문성), 선도적, 합리적, 젊은 이미지

핵심가치

지향 이미지

1. 보고 개요
1    일 시 : 2017년 5월 25일

2    장 소 : 과학기술회관 회의실

3    보고 업체 : (주)인피니트

4     참 석 자 : 김명자 과총 회장, 이은우 과총 사무총장, 윤호식 과총 학술진흥본부장, 
박병천 인피니트 고문, 오기환 인피니트 대표, 이정아 인피니트 부사장 등

5    보고 목적 : 과총 현황 분석을 근거로 한 과총 비전 및 영문 약칭 제안

2. 보고 내용
1   프로젝트 배경 및 의의

(1) 과총을 상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브랜드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리할 필요가 있음

(2) 과총의 비주얼 이미지를 전문적·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현황 분석

(1) 과총 개요

정의   과총은 민법에 의해 1966년 창립된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표·대변하는 민간단체
성격    이학, 공학, 농수산, 보건 등 600여 개 과학기술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내 유일 과학기술 총

연합회
목적    과학기술 단체 육성·지원, 역할 강화 및 권익 신장,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이해 촉진 등을 통

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사업    학술 활동 지원, 재외 과학기술자 교류 지원, 과학기술 진흥 및 풍토 조성, 과학기술 현안 자

문 등
결론    과학기술 향상을 위해 지원, 조력자 역할을 하는 국내 유일 민·관·국민을 아우르는 과학기술 

대표 기관

(2) 과총의 대내외 환경 분석

대외   
·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변화(성장의 도구 → 핵심 요소)
· 이공계 회피 현상 심화
· 고급 인재 해외 유출

1차 보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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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   
· 빠른 사회 변화에 능동적 대처(혁신을 선도하는 프론티어)
· 글로컬리제이션(재외과협과의 네트워킹 등 국제화)
· 과학기술의 리더십 강화(정부, 회원사, Stakeholder와의 소통 활성화로 과학기술의 위상 강화)
· 대국민 인식 전환(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
결론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미래를 견인하는 리더십 요구

(3) 과총 SWOT 분석

3   과총 비전 수립

 - 과총 구성원이 나아가야 할 공동의 목표와 방향 설정
 - 과총의 고유한 기업 문화 정립
 - 변화된 산업 환경에 능동적 대응
 - 과총만의 차별적·독립적 이미지 형성

 - 보다 경쟁력 있는 최고의 과학기술 기관으로 도약
    · 대내외 기관 위상 정립
    · 회원사 간의 결속 및 소속감 강화
    · 정형화된 과총의 이미지 개선

 - 국내외 유사 단체들과의 차별화된 가치 창출
    · 과총의 목표와 추진 방향 제시
    · 과총을 표현하는 요소들에 일관성 있게 적용

4   과총 비전 수립 제안

비전     과총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는 선도적 네트워크 단체로, 21세기 첨단 미래를 견인하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리더입니다.

미션     과총은 국내는 물론 해외의 과학기술인과의 네트워크 확산을 통해 과학기술인, 정보, 단체
의 활동, 그리고 세계를 이어 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고객의 기대 가치

  과총의 업무분야 및 확장범위

  과총 비전의 실천적 사명

  과총의 비전 실행 의지

  과총의 존재 이유

  중장기적 미래 목표

미 션

비 전

핵심 가치

1안 : Lead & Connect

  Connect
  Futuristic
  Leader

  To Connect All over the World

  Leader of the Future
  Advanced Network 

미 션

비 전

핵심 가치

Strength(강점)

• 500만 과학기술 단체를 대변하는 전문 기관
(정부 과학기술 정책 수립, 실행 기관으로서의 대표성)

• 국내 유일의 다양한 과학기술 영역을 포괄하
는 기관

Weakness(약점)

• 관료적 보수적 이미지

• 진보적 첨단 이미지 부족

• 공익 기관으로서의 재원 한계(선택과 집중의 어려움)

• 인지도 미약

Opportunity(기회)

•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변화

•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기대감

Threat(위협)

•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발생 증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부족)

• 더 세분화된 연합회들의 증가 및 역할 위협

• 현재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역할 미흡

필요성

목 표

과총 비전의 구성 요소



32 33

CI 개정 백서

비전     과총은 회원사가 필요한 때, 필요한 곳 언제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
입니다.

미션     과총은 과학기술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초과학에서 첨단 
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솔루션 네트워크를 실현합니다.

비전     과총은 언제나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21세기 과학기술이 성장 발
전의 수단을 넘어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핵심 요소가 되도록 합니다. 

미션     과총은 기관과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
니다. 과학기술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1안 : Lead & Connect

  Faithfulness
  Everyone
  Guidance

  All-encompassing Service
  Solution Network

  Total Service Partner
  General Solution Provider

미 션

비 전

핵심 가치

3안 : Promote & Benefit

  Growth
  Societal benefit
  Useful

  All-encompassing Service
  Solution Network

  Enhancing Science & Technology
  Change for a better life  

미 션

비 전

핵심 가치

5   영문 약칭

(1) 국내 기관 약칭 사례

기관명 영문명 프라이머리 국문조합형 영문조합형

한국생산기술 
연구원(생기원)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한국정보화진흥원 National Infomation
Society Agency

한민족과학기술자 
네트워크

The Global Network 
of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고경력과학기술인

Retired Scientists 
and Engineers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2) 해외 기관 약칭 사례

기관명 약칭 CI

Commission for 
the Management 
and Application 
of Geoscience 
Information

International Union 
for Quaternary 
Research

Standing Committe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athematics and 
Computers in 
Simulation

2안 : Guide &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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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약칭 CI

International Council of 
Academies of Engineering and 
Technological Sciences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s for Agriculture

Pittsburgh Conference of 
Analytical Chemistry and 
Applied Spectroscopy

Association of European 
Operational Research 
Societies

6   영문 약칭 제안

1안 KOST
(코스트)

-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 기존에 사용하는 약칭을 발음이 용이하도록 축약
-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단체의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가독성 제고

2안 FOS
(포스)

-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 위력, 힘이라는 의미의 ‘Force’와 동음
- 한국 과학기술계를 견인하는 기관의 자부심과 미래지향적 의지 표현
- 알파벳 3자의 짧은 단어이면서 발음 용이성 우수

3안 STEC
(에스텍)

-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 핵심 단어만으로 단순하게 표현
- 한국을 넘어 세계를 아우르는 첨단·전문적 이미지 전달

4안 FOSTER
(포스터)

-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Research) 
Societies

-  ‘Foster’는 ‘조성하다’, ‘발전시키다’라는 뜻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과총의 정체성 반영

-  영문 약칭이나 의미 전달을 고려하여 사명에는 없으나 과총의 중심 역할
인 ‘Research’ 단어를 추가하여 사용

1. 보고 개요
1    일 시 : 2017년 6월 22일

2    장 소 : 과학기술회관 회의실

3    보고 업체 : (주)인피니트

4     참 석 자 : 김명자 과총 회장, 이은우 과총 사무총장, 윤호식 과총 학술진흥본부장, 
박병천 인피니트 고문, 오기환 인피니트 대표, 이정아 인피니트 부사장 등

5    보고 목적 : 1차 보고 피드백에 따라 설정된 과총의 비전과, 이를 토대로 제작한 CI 시안 공개

2. 보고 내용
1   과총 비전 설정

(1) 보완 내용

- 대상의 확장 : 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고객
-  역할의 확장 :  초연결 사회에서 경제, 사회, 환경 등 사회 전체의 문제에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

하는 중심 역할

(2) 최종 비전 설정

비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종합적이며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 과학인은 물론 국민
에게 도움을 주며 초연결 사회에 모든 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한다.

미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과학기술 단체의 대변인으로, 사회적 문제들의 솔루션을 제
공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진흥시키는 목소리가 된다.

과총의 비전 요소  

  Connect
  Representative
  Societal Benefit
  Future-oriented

  Advance Science & Technology
  Provide Integrated Solutions

  To contribute to a better future

미 션

비 전

핵심 가치

2차 보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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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I 디자인 개발

(1) 사례 연구

‘AAAS’를 하나의 심벌로 형상화. 진보를 나타내는 상승선으로 역할 강조. 로고 타입의 ‘S’를 다른 
색으로 차별성을 주어 ‘Science’ 강조

고대 천문관, 우주선, 기어, 밀, 의학을 상징하는 지팡이 아이콘으로 아우르는 과학기술 산업들을 나
타냄

Audit_Peers

‘AAAS’를 하나의 심볼로 형상화 
진보를 나타내는 상승선으로 역할 강조,  
로고타입의 S를 다른 색으로 차별성을 주어 Science 강조

중국과학기술협회

Audit_Peers

고대 천문관, 우주선, 기어, 밀, 의학을 상징하는 지팡이 아이콘 

아우르는 과학기술 산업들을 나타냄

생물학 연구 단체들의 연합회. 생물을 상징화한 분자와 액체를 시각화하여 심벌 개발. 해당 분야를 
직관적으로 나타냄

물리학 단체들의 연합회로 시각 요소보다는 워드마크 사용. 심플한 워드마크와 옐로우 컬러의  
라인 요소로 일관성 있는 활용

Audit_Peers

생물학 연구단체들의 연합회  

생물을 상징화한 분자와 액체를 시각화하여 심볼 개발  

해당 분야를 직관적으로 나타냄 

AIP

Audit_Peers

물리학 단체들의 연합회로 시각요소보다는 워드마크 사용 

심플한 워드마크와 옐로우 컬러의 라인 요소로 일관성 있는 활용 

AAAS

FAS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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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I 트렌드 분석

(1) 표현 방법

(2) 서체 : 명조체보다는 정확성과 심플함이 강조된 고딕체

추상적 이니셜/워드구상적

상징적으로 특성 시각화 이니셜/워드로 기관명 부각직관적으로 기관 특성 표현

Logo Analysis_Typeface

Serif Sans-serif

서체로는 명조체보다는 정확성과 심플함이 강조된 고딕체  

(3)  색상 : 이성적이며 첨단,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블루 컬러와 진취적인 기관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레드 계열 컬러 활용

4   디자인 방향 설정

(1) ‘F’ 이니셜을 조형적 요소로 표기하여 ‘KOST’로 읽히도록 디자인

(2) ‘KOFST’에서 ‘ST’를 강조한 디자인

(3) 컴비네이션 마크를 활용한 디자인

Creative Trust Peaceful Optimis
m

Friendly Excitemen
t

Balance

신비로운 
고귀한 
위엄 
권력

진실성 
믿음 
신뢰 
첨단  
안전

자연지향적 
신선한 
살아숨쉬는 
합리적인 
모험 

감동적인 
유쾌한 
밝은 
긍정적인
희망적인

창조적 
활동적 
변화 
지혜로운 
따뜻함 
친근한 

열정적 
에너지 
강한 
곧장, 직진 
맛있는 
도전

이성적인 
중립적인 
차분함 
차가움

Color Direction

이성적이며 첨단,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블루 컬러와

진취적인 기관이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레드 계열의 컬러 활용 

Logo Analysis_Color

Overall Design Direction

Option A.

‘F’이니셜을 조형적 요소로 표기하여 KOST로 읽히도록 디자인

Option B.

KOFST ST를 강조한 디자인

Option C.

컴비네이션 마크를 활용한 디자인

KOFST

Overall Design Direction

Option A.

‘F’이니셜을 조형적 요소로 표기하여 KOST로 읽히도록 디자인

Option B.

KOFST ST를 강조한 디자인

Option C.

컴비네이션 마크를 활용한 디자인

KOFST

Overall Design Direction

Option A.

‘F’이니셜을 조형적 요소로 표기하여 KOST로 읽히도록 디자인

Option B.

KOFST ST를 강조한 디자인

Option C.

컴비네이션 마크를 활용한 디자인

KOFST

명조체 고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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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안 제작 과정 6   제작된 시안 예(부분)

Design Exploration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Design Exploration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Design Exploration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KOFST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Design Exploration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Design Exploration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Design Exploration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Design Exploration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FST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Design Exploration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Design Exploration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Design Exploration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Design Exploration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Societies

01 

 200여 개 시안 제작

02
1차 선별 검사를 거쳐  
20개 시안 선발

03
개선 및 발전 단계 후 2차 선별  
검사에서 10개 시안 선발

04
디자인 최적화 및 적용성 테스트 후  
3차 선별 검사에서 6개 시안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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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종 시안 

(1)  A Voice for Science 

과학기술인을 대변하는 목소리이자, 과학기술이 미래 사회를 견인하는 핵심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진흥시키는 목소리

과학기술 단체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면하는 사회적 문제들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과학기술
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울림’의 콘셉트를 워드마크로 표현. 색상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신비로움
과 창조를 의미하는 과감한 퍼플 컬러 적용

과학기술을 통해 풍요롭고 윤택한 삶. 즉 ‘인간의 삶에 빛’이 되겠다는 의지를 심벌릭하게 표현. 로
고 타입의 다크 블루 컬러는 전문 기관의 신뢰감을 표현. 심벌은 라이트 블루 컬러를 적용해 밝은 미
래지향적 이미지 표현

(2)  Open Facilitator

과학기술 단체의 연구 활동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든든한 조력자

‘Korean Science & Technology’를 강조하고 기존 전체 명칭은 유지하면서 ‘Federation’의 ‘F’를 
약화시켜 긴 이니셜의 발음을 ‘KOST’로 표현. 여러 네트워크와 소통을 통해 과학기술 산업의 미래
를 견인해가는 국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절제된 워드마크로 표현. 다크 블루 컬러의 신뢰성과 첨단 
과학기술의 실버 컬러를 적용

‘KOFST’ 중앙에 위치한 ‘F’를 마름모 형태 안에 넣어, 화살표와 함께 과학기술의 ‘ST’를 강조한 워
드마크. 여러 과학기술 단체의 중심인 허브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중립적인 다크 그레이 컬러로 표현
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의 밝은 미래를 비비드 오렌지 컬러로 적용

시안 A

시안 B

시안 C

시안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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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lutions for Tomorrow 

모두에게 안정된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솔루션 제공과 확산을 위해 힘쓰는 안내자

‘KOFST’를 ‘KOST’로 읽히게 하면서 원 안에 소문자 ‘ f  ’를 넣어 기존 ‘ KOFST ’의 영문은 유지하되 
‘KOST’로 읽히는 형태의 워드마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첨단 과학의 미
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워드마크로 표현. 다크 블루 컬러의 신뢰성과 스카이 블루에 섬세한 스트라이
프가 주는 첨단 과학기술의 이미지를 표현

과학기술 기관을 대표하는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를 향한 ‘창조의 날개’를 추상형 심벌로 표현. 스카
이 블루 컬러의 심벌은 무한한 가능성과 밝은 미래를 보여 줄 수 있는 기관의 긍정적 이미지로 적용

(4) 최종 후보

- 내부 회의를 통해 6개 시안 중 A, C, D, E 총 4개 시안을 최종 후보로 결정함.

A B

C D

D E

시안 E

시안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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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 개요

1   투표 주제 : 과총 CI 후보 선호도 투표

2   투표 기간 : 2017년 6월 27일~7월 6일(10일간)

3   투표 대상 : 과총 회원 단체 및 과학기술 단체

4   참여 인원 : 2,128명

5   투표 방법 : 온라인 설문 조사 서비스, ‘모아폼(moaform)’을 이용한 이메일·홈페이지·SNS 조사

2. 투표 내용

3. 온라인 투표 결과

구 분 득표 선호 비율(%) 순위

A 301 14 4

B 694 33 2

C 337 16 3

D 796 37 1

총 득표수 2,128

과학기술계 SNS 온라인 투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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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 개요

1   일 시 : 2017년 7월 7일, 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당일

2   장 소 : 서울 코엑스

3   발 표 : 인피니트

4    목 적 :  과학기술계에 과총의 CI 개정 취지와 내용을 소개하고, 연차대회 참석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CI 
후보 시안 공개와 시안별 의미 설명

2. 보고 내용
1   CI 개정 취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상징하는 CI(Corporate Identity)를 
새롭게 제정한다.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를 맞아 과총의 새로운 비전과 사명, 혁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
우고 그 다짐을 형상화한 새로운 CI를 제정하여 소통·융합·신뢰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계와 국민이 함께
하는 ‘열린 과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2   과업 내용 보고

(1) 과총 비전 수립

(2) 과총 CI 개정 개발 내용

① 심벌 마크 기본형        ② 로고 타입        ③ 시그니처        ④ 전용 색상        ⑤ 지정 서체 

3   추진 경과 보고

4   후보 시안 공개

A B C D

연차대회 CI 개정 보고8
3. 연차대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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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 개요

1   투표 주제 : 과총 CI 후보 선호도 투표

2   투표 일시 : 2017년 7월 7일

3   투표 대상 : 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방문자

4   참여 인원 : 325명

5   투표 방법 : 연차대회 현장에 전시된 4개 후보에 스티커 투표

2. 현장 투표 결과

구 분 득표 선호 비율(%) 순위

A 45 14 4

B 147 45 1

C 55 17 3

D 78 24 2

총 득표수 325

연차대회 CI 현장 투표9
3. 투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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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득표 및 선호 비율

구 분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 
선호도 

평균 비율
(%)

순위
득표 선호 비율

(%) 득표 선호 비율
(%)

A 301 14 45 14 14 4

B 694 33 147 45 39 1

C 337 16 55 17 16 3

D 796 37 78 24 31 2

총 득표수 2,128 325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집단 크기 차이를 고려해 선호 비율의 평균값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함.

CI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10
2. 선호 비율 그래프 비교

3. 최종 확정 CI : 시안B

1   
온라인 투표

0 5 10 15 20 25 30 35 40

B

A

D

C

14%

33%

16%

37%

2   
오프라인 투표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B

A

D

C

14%

45%

17%

24%

3   
최종 합산

0 5 10 15 20 25 30 35 40 45

B

A

D

C

14%

39%

1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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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개요
1 일 시 : 2017년 8월 30일

2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2층 아나이스홀

3 참 석 : 회   장 | 김명자

부회장 | 곽결호, 박용현, 안승권, 양윤선, 이병권, 이승훈, 이종세 (7명)

이   사 |  강병삼(代 허재용), 곽상수, 권성택, 김병기, 김성조, 김완두, 김은규, 김장억,  
김지관, 김찬종, 김홍배, 노창수, 박영아, 방효원, 백승화, 임동옥, 정희선,  
조남석, 조윤옥, 최상준, 홍봉희, 홍현종, 이은우(사무총장) (31명)

감   사 | 송하중, 채수원

총   원 | 참석 41명, 위임 30명(성원 46명)

4 안 건 : 의결 안건 7건 중 6호로 ‘과총 CI 개정에 대한 사항’ 상정

2. 이사회 의견

- ‘F’자가 약해 강조가 필요함. 디자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F’자는 ‘연합회’를 의미해 과총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므로 존재감을 약하게 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음

-  약칭으로 ‘코스트’는 ‘COST’와 혼돈 우려가 있으며, 약칭을 무리하게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봄. 기존대
로 ‘코프스트’로 칭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디자인에 있어서는 모두의 일치된 동의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 디자이너의 식견을 존중해야 함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견만이 아닌 젊은 층의 인식 변화도 고려해야 함

이사회(CI 확정)11
3. 의결 결과

참석 이사 39명 중 찬성 34, 반대 1, 기권 4명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 CI 후보 4개 중 후보B를 과총 CI로 의결함

- CI 글자 색상 및 구체적 활용에 대해서는 회장단에 일임하여 진행키로 함

- CI 글자 색상에 대해서는 더 좋은 색상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디자인 전문가에게 전달하기로 함



CI 활용 가이드
G U I D E

CI 개정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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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요 Overview

02 워드마크 Word Mark

03 워드마크 여백 규정 Clear Space

04 국문 로고타입 Logotype

05 영문 로고타입 Logotype

06 국문 시그니처 Signature

07 영문 시그니처 Signature

08 시그니처 좌우조합 Signature_Horizontal

09 시그니처 좌우조합 약식 Signature_Horizontal

10 전용 색상 Color System

11 국문 지정 서체 Typeface_Korean

12 영문 지정 서체 Typeface_English

13 사용금지 규정 Incorrect Usage

01
개요 
Overview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우
리함께’라는 모토 아래 과학기술
을 통한 세대간 네트워크 창설, 사
회 각 층 및 단체의 애로사항에 대
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민과 함
께 소통하며 국민을 위한 과학 기
술의 혁신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는 단체이다. 또한 과학기술계의 
중심에 있는 열린마당으로써 과학
기술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
와 화합을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국
가발전과 국민의 삶 증진을 목표로 
한다.

02
워드마크
Word Mark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워드
마크는 솔루션네트워크의 소통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의 미래를 견인
하는 국제적 기관의 위상을 형상화
했다. 모던하고 세련된 서체에 신뢰
성을 상징하는 남색(Dark Blue)과 
첨단과학기술의 은색(Silver)을 적
용하여 현대적이고 규모감 있는 이
미지를 나타낸다.
워드마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의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
로 사용시 규정에 따라 CD에 수록
된 원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Overview
개요

00KOFST Corporate Identity Graphic Standards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우리함께’라는 모토 
아래 과학 기술을 통한 세대간 네트워크 창설, 사회 각 
층 및 단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국민을 위한 과학 기술의 
혁신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이다.
 또한 과학기술계의 중심에 있는 열린마당으로써 
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와 화합을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 증진을 
목표로 한다.

1966년 창립된 500만 과학기술인 대표, 590개 과학기술 단체 회원 연합회
과학기술단체 육성 및 지원, 각종 과학기술정책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기여

과학 기술의 발전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돕고, 기준과 체계를 정립하는

조력자의 이미지 유지

소통하는 열린 기관.
국가 발전의 핵심요소이자
회원의 연구와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이미지 강조

KOFST

Vision

CI Renewal Concept

네트워크 열린 기관 집합체 미래지향적 소통의 장 전문성선도적인 민간기관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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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이다.
 또한 과학기술계의 중심에 있는 열린마당으로써 
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와 화합을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 증진을 
목표로 한다.

1966년 창립된 500만 과학기술인 대표, 590개 과학기술 단체 회원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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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의 발전과 증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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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과학 기술을 통한 세대간 네트워크 창설, 사회 각 
층 및 단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국민을 위한 과학 기술의 
혁신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이다.
 또한 과학기술계의 중심에 있는 열린마당으로써 
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와 화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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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의 발전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돕고, 기준과 체계를 정립하는

조력자의 이미지 유지

소통하는 열린 기관.
국가 발전의 핵심요소이자
회원의 연구와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이미지 강조

KOFST

Vision

CI Renewal Concept

네트워크 열린 기관 집합체 미래지향적 소통의 장 전문성선도적인 민간기관 글로벌

CI Renewal Concept

Vision

Minimum Size

12mm

Bas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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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워드마크 여백 규정 
Clear Space

워드마크는 사용할 경우 일정한 여
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다른 요
소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고유
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함이
다. 조합 기준을 준수하고 시그니처
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으
로 지정된 만큼의 최소 여백을 확보
하여 다른 문자나 그래픽 요소가 침
범하지 않도록 한다. 

05
영문 로고타입 
Logotype

로고타입은 워드마크와 더불어 한
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
를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징요
소이며 대내외 시각 커뮤니케이션
의 대표적인 표식이므로 사용 시 특
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로고타입 사용 시 CD에 수록된 데
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
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훼
손,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04
국문 로고타입
Logotype

로고타입은 워드마크와 더불어 한
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
를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징요
소이며 대내외 시각 커뮤니케이션
의 대표적인 표식이므로 사용 시 특
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로고타입 사용 시 CD에 수록된 데
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
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훼
손,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06
국문 시그니처
Signature

시그니처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의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
로사용시 규정에 따라 CD에 수록
된 원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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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영문 시그니처 
Signature

시그니처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의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
로 사용시 규정에 따라 CD에 수록
된 원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09
시그니처 좌우조합 
약식명칭 
Signature_Horizontal

시그니처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의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
로 사용시 규정에 따라 CD에 수록
된 원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08
시그니처 좌우조합
Signature_Horizontal

시그니처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의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
로 사용시 규정에 따라 CD에 수록
된 원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10
전용 색상
Color System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전용 
색상은 주요 색상과 보조 색상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용 색상은 별색 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Pantone Color를 표준으로 
삼는다. 컬러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
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4
원색 Process Color 또는 RGB로 
재현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표
기된 기준에 준하여 사용한다.

A

0.26A

0.63A

5A

Con�guration

Clear Space

A

0.4A

0.4A

0.4A0.4A

A

0.26A

0.63A

5A

Con�guration

Clear Space

A

0.4A

0.4A

0.4A0.4A

Minimum Size

12mm

Main Color

KOFST Dark Blue

PANTONE 295C 
C100 M100 Y25 K25
R38 G34 B98

Sub Color Material Color 

KOFST Warm Gray

PANTONE Warm Gray 3C 
C2 M8 Y17 K25
R194 G183 B168

KOFST Light Gray

PANTONE Cool Gray 2C 
C0 M0 Y0 K15
R220 G221 B222

KOFST Gold

PANTONE 872C 
C40 M45 Y75 K25
R141 G115 B74

KOFST Silver

PANTONE 877C 
C0 M0 Y0 K55
R180 G181 B181

KOFST Gray

PANTONE Cool Gray 11C 
C0 M0 Y0 K30
R188 G190 B192

Main Color

KOFST Dark Blue

PANTONE 295C 
C100 M100 Y25 K25
R38 G34 B98

Sub Color Material Color 

KOFST Warm Gray

PANTONE Warm Gray 3C 
C2 M8 Y17 K25
R194 G183 B168

KOFST Light Gray

PANTONE Cool Gray 2C 
C0 M0 Y0 K15
R220 G221 B222

KOFST Gold

PANTONE 872C 
C40 M45 Y75 K25
R141 G115 B74

KOFST Silver

PANTONE 877C 
C0 M0 Y0 K55
R180 G181 B181

KOFST Gray

PANTONE Cool Gray 11C 
C0 M0 Y0 K30
R188 G190 B192

Main Color

KOFST Dark Blue

PANTONE 295C 
C100 M100 Y25 K25
R38 G34 B98

Sub Color Material Color 

KOFST Warm Gray

PANTONE Warm Gray 3C 
C2 M8 Y17 K25
R194 G183 B168

KOFST Light Gray

PANTONE Cool Gray 2C 
C0 M0 Y0 K15
R220 G221 B222

KOFST Gold

PANTONE 872C 
C40 M45 Y75 K25
R141 G115 B74

KOFST Silver

PANTONE 877C 
C0 M0 Y0 K55
R180 G181 B181

KOFST Gray

PANTONE Cool Gray 11C 
C0 M0 Y0 K30
R188 G190 B192

Configuration

Clear Space

Clear Space
Clear Space

Clear Space

A

0.4A

0.4A

0.4A0.4A

A

0.4A

0.4A

0.4A0.4A

5.33A 0.4A

A A

5.33A 0.4A

A A

Clear Space

Clear Space

A

0.4A

0.4A

0.4A0.4A

A

0.4A

0.4A

0.4A0.4A

5.33A 0.4A

A A

5.33A 0.4A

A A

Clear Space

Clear Space

A

0.4A

0.4A

0.4A0.4A

A

0.4A

0.4A

0.4A0.4A

5.33A 0.4A

A A

5.33A 0.4A

A A

Clear Space

Clear Space

A

0.4A

0.4A

0.4A0.4A

A

0.4A

0.4A

0.4A0.4A

5.33A 0.4A

A A

5.33A 0.4A

A A

Clear Space

Main Color

Sub Color Material Color

Korean

Clear Space

English

Clear Space

Korean

Clear Space

Clear Space

English

0.75A

5.33A 0.33A

A

A

0.4A

0.4A

0.4A0.4A

A

0.4A

0.4A

0.4A0.4A

5.33A 0.33A

A A

Korean

Clear Space

Clear Space

English

0.75A

5.33A 0.33A

A

A

0.4A

0.4A

0.4A0.4A

A

0.4A

0.4A

0.4A0.4A

5.33A 0.33A

A A

Korean

Clear Space

Clear Space

English

0.75A

5.33A 0.33A

A

A

0.4A

0.4A

0.4A0.4A

A

0.4A

0.4A

0.4A0.4A

5.33A 0.33A

A A

Korean

Clear Space

Clear Space

English

0.75A

5.33A 0.33A

A

A

0.4A

0.4A

0.4A0.4A

A

0.4A

0.4A

0.4A0.4A

5.33A 0.33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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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문 지정 서체 
Typeface_Korean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국문 
지정 서체는 일관된 아이덴티티의 
표현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워드마크와 조화를 이루
도록 지정된 서체이다. 모든 매체에 
본 지정 서체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
나, 매체의 특성과 적용 조건에 따
라 다른 서체의 사용도 가능하다.

12
영문 지정 서체
Typeface_English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영문 
지정 서체는 일관된 아이덴티티의 
표현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워드마크와 조화를 이루
도록 지정된 서체이다. 모든 매체에 
본 지정 서체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
나, 매체의 특성과 적용 조건에 따
라 다른 서체의 사용도 가능하다.

가나다
본고딕
본고딕_Light

미래를�여는�젊은�과총, 세계�속의�열린�과총

본고딕_Normal

미래를 여는 젊은 과총, 세계 속의 열린 과총
본고딕_Regular

미래를 여는 젊은 과총, 세계 속의 열린 과총
본고딕_Medium

미래를 여는 젊은 과총, 세계 속의 열린 과총
본고딕_Bold

미래를 여는 젊은 과총, 세계 속의 열린 과총

ABC
Source Sans
Source Sans_Light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1234567890

Source Sans_Regular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1234567890

Source Sans_Semibold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1234567890

Source Sans_Bold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1234567890

13
사용금지 규정 
Incorrect Usage

사용금지 규정은 한국과학기술단
체총연합회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
었을 경우 아이덴티티를 손상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리에 정확성을 기
해야 한다. 본 페이지에서는 잘못 
사용되기 쉬운 시그니처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 예시를 포함
하여 시그니처가 임의로 변형, 변경
되는 모든 경우의 사용을 금지한다.

임의로 늘리거나 왜곡한 경우 구성요소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배경과 유사한 색상에서 사용한 경우임의의 그라데이션을 사용한 경우지정색상 외 색상을 사용한 경우

다른 서체의 로고타입을 사용한 경우워드마크의 굵기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외곽선으로 표현한 경우

기울기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구성요소의 크기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복잡한 패턴 배경에서 사용한 경우

워드마크와 다른 형태를 조합하여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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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함 Business Card

02 소봉투 A Envelope_Small A

03 소봉투 B Envelope_Small B

04 소봉투 C Envelope_Small C

05 대봉투 A Envelope_Large A

06 대봉투 B Envelope_Large B

07 대봉투 C Envelope_Large C

08 레터헤드 A Letterhead A

09 레터헤드 B Letterhead B

10 팩스 시트 A Fax Sheet A

11 팩스 시트 B Fax Sheet B

12 현수막 Placard

13 X배너 X banner

14 브로슈어 A Brochure A

15 브로슈어 B Brochure B

16 브로슈어 C Brochure C

17 브로슈어 D Brochure D

18 브로슈어 E Brochure E

19 머그컵 Mug Cup

20 티셔츠 T-Shirt

Application
System

01
명함 
Business Card

명함은 대외 접촉시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를 대표하여 상대방
에게 자신과 소속 집단을 인식시키
고 그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커
뮤니케이션 매체이다. 제작 시 주어
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과총의 통
일된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86 X 54 mm
•랑데뷰 240g/㎡
•옵셋 인쇄
•Scale 100%

02
소봉투 A
Envelope_Small A

소봉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
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
여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
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CD에 수
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
하여 사용한다.

•220 X 105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60%

AS.01KOFST Corporate Identity Graphic Standards

O�ce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 Chief 

Hong, Gildong

Front

Back

기획조정실 / 계장
홍�길�동

T.  02 3420 1200
M.  010 4321 9876
F.  02 553 2170
E.   gdhong@kofst.or.kr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서울�강남구�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신관 2층
www.kofst.or.kr

T.  +82 2 3420 1200
M.  +82 10 4321 9876
F.  +82 2 553 2170
E.   gdhong@kofst.or.kr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22, 7-Gil,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9mm

5.4mm

7mm

12.2mm

9mm

7mm

12.2mm

5.4mm

6.8mm 7.3mm

7.3mm

43.9mm

6.8mm 43.9mm

Business Card
명함

86 X 54 mm
랑데뷰 240g/㎡
옵셋 인쇄
Scale 100%

명함은 대외 접촉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대표하여 상대방에게 자신과 소속 집단을 인식시키고 
그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국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AS.02KOFST Corporate Identity Graphic Standards

소봉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국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CD-Rom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Envelope_Small A
소봉투 A

www.kofst.or.kr

0613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7길 22
Tel  02 3420 1200  Fax  02 563 4931
www.kofst.or.kr

9.5mm

12mm

11mm
3.1mm

Front

Back

220 X 105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60%

Front

Back

AS.01KOFST Corporate Identity Graphic Standards

O�ce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 Chief 

Hong, Gildong

Front

Back

기획조정실 / 계장
홍�길�동

T.  02 3420 1200
M.  010 4321 9876
F.  02 553 2170
E.   gdhong@kofst.or.kr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서울�강남구�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신관 2층
www.kofst.or.kr

T.  +82 2 3420 1200
M.  +82 10 4321 9876
F.  +82 2 553 2170
E.   gdhong@kofst.or.kr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22, 7-Gil,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9mm

5.4mm

7mm

12.2mm

9mm

7mm

12.2mm

5.4mm

6.8mm 7.3mm

7.3mm

43.9mm

6.8mm 43.9mm

Business Card
명함

86 X 54 mm
랑데뷰 240g/㎡
옵셋 인쇄
Scale 100%

명함은 대외 접촉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대표하여 상대방에게 자신과 소속 집단을 인식시키고 
그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국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Front

Back

AS.02KOFST Corporate Identity Graphic Standards

소봉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국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CD-Rom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Envelope_Small A
소봉투 A

www.kofst.or.kr

0613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7길 22
Tel  02 3420 1200  Fax  02 563 4931
www.kofst.or.kr

9.5mm

12mm

11mm
3.1mm

Front

Back

220 X 105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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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소봉투 B
Envelope_Small B

소봉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
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
여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
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CD에 수
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
하여 사용한다.

•220 X 105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60%

04
소봉투 C
Envelope_Small C

소봉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
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
여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
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CD에 수
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
하여 사용한다.

•220 X 105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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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elope_Small B
소봉투 B

220 X 105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6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0613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7길 22
T. 02-3420-1200  F. 02-563-4931 
www.kof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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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mm

12.7mm

Front

Korean

English

Back

12mm 6mm

22 Teheran-ro 7-gil, Gangnam-gu,
Seoul 06130, Republic of Korea
T. 02-3420-1200  F. 02-563-4931 
www.kofst.or.kr

소봉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국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CD-Rom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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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elope_Small B
소봉투 B

220 X 105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6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0613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7길 22
T. 02-3420-1200  F. 02-563-4931 
www.kofst.or.kr

www.kofst.or.kr

9.5mm

12.7mm

Front

Korean

English

Back

12mm 6mm

22 Teheran-ro 7-gil, Gangnam-gu,
Seoul 06130, Republic of Korea
T. 02-3420-1200  F. 02-563-4931 
www.kofst.or.kr

소봉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국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CD-Rom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Front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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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elope_Small C
소봉투 C

www.kofst.or.kr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0613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7길 22
T. 02 3420 1200  F. 02 563 4931  www.kofst.or.kr

9.5mm

12mm 5.2mm

11mm

Front

Back

220 X 105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60%

소봉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국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CD-Rom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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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elope_Small C
소봉투 C

www.kofst.or.kr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0613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7길 22
T. 02 3420 1200  F. 02 563 4931  www.kofst.or.kr

9.5mm

12mm 5.2mm

11mm

Front

Back

220 X 105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60%

소봉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국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CD-Rom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Back

05
대봉투 A 
Envelope_Large A

대봉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
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
여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
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CD에 수
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
하여 사용한다.

•335 X 245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50%

06
대봉투 B
Envelope_Large B

대봉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
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
여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
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CD에 수
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
하여 사용한다.

•335 X 245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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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elope_Large A
대봉투 A

335 X 245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50%

0613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7길 22
Tel  02 3420 1200  Fax 02 563 4931
www.kofst.or.kr

w
w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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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mm

17.4mm

14.2mm
3.5mm대봉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국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CD-Rom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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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elope_Large B
대봉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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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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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eheran-ro 7-gil, Gangnam-gu,
Seoul 06130, Republic of Korea
T. 02-3420-1200  F. 02-563-4931 
www.kofst.or.kr

335 X 245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50%

8.6mm

대봉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국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CD-Rom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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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대봉투 C
Envelope_Large C

대봉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
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
여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
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CD에 수
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
하여 사용한다.

•335 X 245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60%

08
레터헤드 A
Letterhead A

레터헤드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
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
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
여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잘 표현
할 수 있도록 한다. 

•210 X 297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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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0613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7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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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elope_Large C
대봉투 C 17.8mm

17.4mm 10mm

8.4mm

335 X 245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50%

대봉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국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CD-Rom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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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터헤드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국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Letterhead A
레터헤드 A

August 26, 2015

First Last Name
Street Address
City, State 00000 

Dear :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Aenean ut ipsum eget massa hendrerit vestibulum vel 
in velit. Donec pretium neque velit. 
Aliquam porta lectus nec mauris ornare venenatis. Vivamus non est turpis, et cursus sem. Mauris vehicula erat 
in diam auctor at bibendum nisl lacinia. 
Morbi imperdiet neque vehicula nunc convallis gravida. Vestibulum iaculis pretium placerat. Integer consequat, 
est sit amet facilisis eleifend, nibh nibh varius orci, eget dapibus arcu dui non purus. Pellentesque in magna 
mauris. Duis enim sapien, dictum vitae condimentum a, pulvinar vel lacus. Mauris et molestie nibh. Vestibulum 
vitae nulla at metus elementum porta sit amet interdum elit. Nulla sollicitudin neque eu nulla volutpat congue. 
Etiam pellentesque, velit id dapibus fermentum, turpis sapien ornare dui, ac tincidunt ligula odio congue purus. 
Nunc sed ante dui, in porta lectus. Cras nec sem lorem. In hac habitasse platea dictumst. Maecenas id diam quis 
dui porta tristique. Sed id egestas felis. Donec ullamcorper mattis posuere. Phasellus fermentum eleifend tortor 
vel dapibus. Vestibulum ante ipsum. 

Sincerely,

0613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7길 22
Tel  02 3420 1200  Fax 02 563 4931
www.kofst.or.kr

17.9mm

17.9mm 17.9mm

11.1mm
3.7mm

14.4mm

26.1mm

210 X 297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50%

09
레터헤드 B 
Letterhead B

레터헤드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
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
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
여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잘 표현
할 수 있도록 한다. 

•210 X 297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50%

10
팩스 시트 A
Fax Sheet A

팩스 시트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
연합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
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
여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잘 표현
할 수 있도록 한다.
색상은 팩스 시트의 특성을 고려
하여 Black 1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10 X 297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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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head B
레터헤드 B

Korean

English

17.9mm

17.9mm 7.9mm

12.7mm

26.2mm

26.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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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mm

August 26, 2015

First Last Name
Street Address
City, State 00000 

Dear :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Aenean ut ipsum eget massa hendrerit vestibulum vel 
in velit. Donec pretium neque velit. 
Aliquam porta lectus nec mauris ornare venenatis. Vivamus non est turpis, et cursus sem. Mauris vehicula erat 
in diam auctor at bibendum nisl lacinia. 
Morbi imperdiet neque vehicula nunc convallis gravida. Vestibulum iaculis pretium placerat. Integer consequat, 
est sit amet facilisis eleifend, nibh nibh varius orci, eget dapibus arcu dui non purus. Pellentesque in magna 
mauris. Duis enim sapien, dictum vitae condimentum a, pulvinar vel lacus. Mauris et molestie nibh. Vestibulum 
vitae nulla at metus elementum porta sit amet interdum elit. Nulla sollicitudin neque eu nulla volutpat congue. 
Etiam pellentesque, velit id dapibus fermentum, turpis sapien ornare dui, ac tincidunt ligula odio congue purus. 
Nunc sed ante dui, in porta lectus. Cras nec sem lorem. In hac habitasse platea dictumst. Maecenas id diam quis 
dui porta tristique. Sed id egestas felis. Donec ullamcorper mattis posuere. Phasellus fermentum eleifend tortor 
vel dapibus. Vestibulum ante ipsum. 

Sincerely,

22 Teheran-ro 7-gil, Gangnam-gu,
Seoul 06130, Republic of Korea
T. 02-3420-1200  F. 02-563-4931 
www.kofst.or.kr

210 X 297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50%

레터헤드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국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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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Sheet A
팩스�시트 A

17.9mm

17.9mm 15.2mm

0613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7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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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수신 발신

참조

제목

11.1mm
3.7mm

10.6mm

26.1mm

210 X 297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50%

팩스 시트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국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색상은 팩스 시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Black 1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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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팩스 시트 B
Fax Sheet B

팩스 시트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
연합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
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
여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잘 표현
할 수 있도록 한다.
색상은 팩스 시트의 특성을 고려
하여 Black 1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10 X 297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60%

12
현수막
Placard

현수막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회의 커뮤니케이션 및 이미지 확립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
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
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CD에 
수록된 원고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
하여 사용하거나 본 항에 제시된 규
정을 참조하여 활용한다.

AS.11KOFST Corporate Identity Graphic Standards

Fax Sheet B
팩스�시트 B

26.1mm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0613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7길 22
T. 02-3420-1200  F. 02-563-4931 
www.kofst.or.kr

Facsimile
수신

팩스번호

발신

제목

참조

전화번호

발신매수

Date.             .          .          .

Facsimile
To

Fax

From

Subject

Cc

Phone

Pages

Date.             .          .          .

22 Teheran-ro 7-gil, Gangnam-gu,
Seoul 06130, Republic of Korea
T. 02-3420-1200  F. 02-563-4931 
www.kofst.or.kr

Korean

English

17.9mm

17.9mm 7.9mm

12.7mm

17.2mm

17.9mm

210 X 297 mm
모조지 120g/㎡
옵셋 인쇄
Scale 50%

팩스 시트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일괄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국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색상은 팩스 시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Black 1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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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커뮤니케이션 
및 이미지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국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CD-Rom에 수록된 
원고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거나 본 항에 
제시된 규정을 참조하여 활용한다.

Placard
현수막

일시 : 2018년 7월 4일  /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  /  후원 :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1st KOFST Data Science Forum

1st KOFST DATA SCIENCE FORUM
일시 : 2018년 7월 4일  /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  /  후원 :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1st KOFST Data Science Forum
ㅣ 일시 : 2018년 7월 4일 ㅣ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 ㅣ

ㅣ 일시 : 2018년 7월 4일 ㅣ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 ㅣ

1st KOFST DATA SCIENCE FORUM

Type A

Typ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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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커뮤니케이션 
및 이미지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국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CD-Rom에 수록된 
원고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거나 본 항에 
제시된 규정을 참조하여 활용한다.

Placard
현수막

일시 : 2018년 7월 4일  /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  /  후원 :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1st KOFST Data Science Forum

1st KOFST DATA SCIENCE FORUM
일시 : 2018년 7월 4일  /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  /  후원 :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1st KOFST Data Science Forum
ㅣ 일시 : 2018년 7월 4일 ㅣ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 ㅣ

ㅣ 일시 : 2018년 7월 4일 ㅣ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 ㅣ

1st KOFST DATA SCIENCE FORUM

Type A

Type B

Type A

Type B

13
X배너 
X Banner

X배너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회의 커뮤니케이션 및 이미지 확립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
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
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CD에 
수록된 원고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
하여 사용하거나 본 항에 제시된 규
정을 참조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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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Banner
X배너

1st
KOFST
DATA
SCIENCE
FORUM

1st
KOFST
DATA
SCIENCE
FORUM

1st
KOFST
Data
Science
Forum

1st
KOFST
DATA
SCIENCE
FORUM

1st
KOFST
Data
Science
Forum

2018.7.4.
2018.7.4.

2018.7.4. 2018.7.4

2018.7.4.

X배너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커뮤니케이션 
및 이미지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작 시 주어진 규격, 색상, 인쇄, 서체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국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하여 CD-Rom에 수록된 
원고를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거나 본 항에 
제시된 규정을 참조하여 활용한다.

14
브로슈어 A
Brochure A

브로슈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전
달하는 매체이므로 제작 시 주어진 
가이드와 예시를 참조하여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210 X 297 mm
•옵셋 인쇄
•Scal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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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chure B
브로슈어 B

Guide

Example

The Science
and TechnologyImage Zone

210 X 297 mm
옵셋 인쇄
Scale 50%
*적용 이미지는 디자인 예시를 보여주기
  위함이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브로슈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 매체이므로 제작 시 주어진 
가이드와 예시를 참조하여 한국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Exampl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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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브로슈어 C
Brochure C

브로슈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전
달하는 매체이므로 제작 시 주어진 
가이드와 예시를 참조하여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210 X 297 mm
•옵셋 인쇄
•Scal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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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chure C
브로슈어 C

Guide

Example

The Science and Technology

Image Zone

210 X 297 mm
옵셋 인쇄
Scale 50%
*적용 이미지는 디자인 예시를 보여주기
  위함이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브로슈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 매체이므로 제작 시 주어진 
가이드와 예시를 참조하여 한국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Example

Guide

17
브로슈어 D
Brochure D

브로슈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전
달하는 매체이므로 제작 시 주어진 
가이드와 예시를 참조하여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210 X 297 mm
•옵셋 인쇄
•Scale 50%

18
브로슈어 E
Brochure E

브로슈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전
달하는 매체이므로 제작 시 주어진 
가이드와 예시를 참조하여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210 X 297 mm
•옵셋 인쇄
•Scal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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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chure D
브로슈어 D

Guide

Example

Image Zone 1

Image Zone 2

The Science
and Technology

210 X 297 mm
옵셋 인쇄
Scale 50%
*적용 이미지는 디자인 예시를 보여주기
  위함이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브로슈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 매체이므로 제작 시 주어진 
가이드와 예시를 참조하여 한국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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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chure E
브로슈어 E

Guide

Example

Image Zone
The Science
and Technology

210 X 297 mm
옵셋 인쇄
Scale 50%
*적용 이미지는 디자인 예시를 보여주기
  위함이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브로슈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 매체이므로 제작 시 주어진 
가이드와 예시를 참조하여 한국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Example

Guide

Example

Guide

15
브로슈어 B
Brochure B

브로슈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전
달하는 매체이므로 제작 시 주어진 
가이드와 예시를 참조하여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210 X 297 mm
•옵셋 인쇄
•Scal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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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슈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 매체이므로 제작 시 주어진 
가이드와 예시를 참조하여 한국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Brochure A
브로슈어 A

The Science
and Technology

Image Zone

Guide

Example

210 X 297 mm
옵셋 인쇄
Scale 50%
*적용 이미지는 디자인 예시를 보여주기
  위함이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ampl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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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머그
Mug

•80 X 100 mm
•기성품 또는 자체 제작 실크스크린
•Scale 40%

20
티셔츠
T-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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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g
브로슈어 E

브로슈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 매체이므로 제작 시 주어진 
가이드와 예시를 참조하여 한국 과총의 통일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음각Type A Type B Type C

Type D Type E Type F

80 X 100 mm
기성품 또는 자체제작
실크스크린
Scale 40%

Type A Type B

Type C Type D

가죽패치에�디보싱

T-Shirt
티셔츠

Type A Type B

Type C Type D

가죽패치에�디보싱

T-Shirt
티셔츠

Type A

Type D Type E

Type C

Type F

Type B

Type A

Type C

Type B

Type DType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