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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서대학교 UI 규정

제정：2015. 09. 11.

개정：2022. 08. 05.

담당 : 전략기획실(02-950-54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 UI(University Identity, 이하 “UI"라 한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UI에는 한국성서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기(이하“교기”,라 한다) 및 심벌마크, 로

고, 시그니처, 엠블럼 등 한국성서대학교의 창학이념 및 교육목표를 일관성 있게 구현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모든 기관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4조(사용의 제한) UI의 도안 및 사용은 이 규정에 의하며 임의로 해석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5조(관리부서) 교기 및 UI 관리 업무는 전략기획실에서 관장한다.(개정 2022.08.05)

제2장 교기

제6조(구성) “심벌마크”과 “로고마크”로 구성한다.

제7조(도안) 크기는 가로 120cm 세로 105cm이며 배율은 가로 3, 세로 2로 사용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서체는 전용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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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용도) 총장실 및 그 밖의 지정장소에 비치하며 우리 대학교의 공식행사에 사용한다. 

  

제9조(교기의 게시) 교기는 다음의 경우에 게시한다.

1. 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식 및 이에 준하는 행사가 있을 때

2.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교기를 게시할 필요가 있을 때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장 세부 UI

제10조(종류) UI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분한다. 

1. 심벌 마크(Symbol Mark) : 심벌마크는 UI의 핵심요소이며 배의 키와 같은 테두리에 대학명과 개교년도를 

담고 있다. 가운데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상징하며 십자가 위의 

KOKKOS는 헬라어로서 곡식의 낱알, 즉 본교의 설립이념인 “밀알정신”을 상징한다.[별첨 2] 

2. 로고(Logo) : 한글타입과 영문로고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첨 3]

3. 시그니처(Signature) : 심벌마크와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를 상하, 좌우로 조합해 

대학을 나타낸다. 매체에 따라 적절한 타입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첨 4]

4. 엠블럼(Emblem) : 대학의 설립이념인 밀알정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밀알“을 헬라어로 표기한 것이

다. [별첨 5] 

5. 캐릭터(character) : 밀알정신의 밀알을 의인화하였다.[별첨 6]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09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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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교기

 횡식

                                                      규격 : 120㎝ x 105㎝

[별표2] 심벌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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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로고 

한글         

영문        

         

[별첨4] 시그니처 세로형

                     

[별첨 4] 시그니처 : 가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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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엠블럼                                                                 [별첨 6] 캐릭터 : 밀알이

                               

v 본 디자인의 고화질 파일을 원하시는 경우 관리부서로 연락주십시오(대외협력팀 02-950-5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