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브더칠드런 전용서체



세이브더칠드런체 소개

‘세이브더칠드런 전용서체’ 는 부드럽고 유려한 선의 서체로, 붓으로 그린듯한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감성의 서체입니다. 

친근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이 서체는 뛰어난 균형미를 가지고 있어, 다른 서체와도 문제 없이 잘 어울리며, 온, 오프라인 제작물에 모두 사용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입니다. 

기관내의 제작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이브더칠드런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하게 할수 있는 요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 

세이브더칠드런 100년의 믿음

세이브더칠드런 B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 

세이브더칠드런 100년의 믿음

세이브더칠드런 M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 

세이브더칠드런 100년의 믿음

세이브더칠드런 L

100년의 믿음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체 국문

유려한 획 끝의

곡선처리
곡선을 사용하여

개성과 정체성 표현자폭을 줄여

세련된 글자 표현

서체의 고유성을 위한

시각적인 곡선표현

숫자사이의 알맞은 여백으로

뛰어난 균형미와 가독성

손글씨 같은 

아날로그 감성 표현
균등한 공간분배로

밸런스 유지

세이브더칠드런 100년의 믿음



세이브더칠드런체 가이드

거의 완벽한 밸런스! 세이브더칠드런체

‘세이브더칠드런 전용서체’ 는 자간, 자폭 등의 밸런스가 철저하게 설계되어 만들어진 서체입니다. 

그러므로 세이브더칠드런체를 사용하실땐 자간이나 자폭을 특별히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용으로 개발된 세이브더칠드런체

‘세이브더칠드런 전용서체’ 는 제목용으로 개발된 서체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체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는 만큼 본문용으로 쓰기보다는 제목이나 소제목용으로 사용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아동안전보호정책

사명선언문 (Mission Statement)

세이브더칠드런의 지향 목표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모든 관계자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접촉하게 되는 아동들을 

위해 아동학대와 아동 성착취의 문제와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문제의 예방, 보고, 대응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직원과 대표인들은 아동을 대할 때 

언제나 최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하며 이 규약에 명시된 행동 

기준을 사적 영역과 업무상 영역 모두에서 각자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

아동안전보호정책

사명선언문 (Mission Statement)

세이브더칠드런의 지향 목표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모든 관계자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접촉하게 되는 아동들을 

위해 아동학대와 아동 성착취의 문제와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문제의 예방, 보고, 대응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직원과 대표인들은 아동을 대할 때 

언제나 최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하며 이 규약에 명시된 행동 

기준을 사적 영역과 업무상 영역 모두에서 각자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

제목,본문 모두 세이브더칠드런체를 사용한 경우 제목, 소제목만 세이브더칠드런체를 사용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