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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된 조합형 글자

이다. 따라서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 따라서 자소의 

형태가 달라지므로 모든 글자를 직접 디자인해야 한

다. 한글 글꼴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글자만

을 추린 완성형 2,350자부터 모든 한글이 포함되어있

는 조합형 11,172자까지 구성되어 있어 모든 글자를 

일일이 디자인해야 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제작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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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인

공지능을 활용하여 글자를 자동으로 제작하는 연구

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CycleGAN

(Cycle-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3]을 활

용한 한글 손글씨 생성 엔진[4]이 있으며, 선행 연구

로 해당 엔진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한글 손글씨를 

제작해주는 서비스[5]를 구현한 바가 있다. 또한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알고리즘을 기

반으로 한 중국어 손글씨 생성 시스템 zi2zi[6], GAN

과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의 중

국어 글꼴을 생성 시스템 DCFont[7] 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CycleGAN 기반의 글자 자동 생성 

엔진을 이용하여 한글 글꼴 자동 제작 시스템을 제안

하고, 제안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글 글자를 매핑하

는 기준을 찾고자 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A 글자에서 

B 글자로 매핑하여 딥러닝 학습 과정을 수행하고,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한글 글꼴을 자동 제작한다.

좋은 품질의 글자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많

은 양의 글자를 매핑하고 학습하면 되겠지만 글자 

쌍 하나의 학습 당 평균 8시간(Titan XP 기준)이 소

요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작된 글

자에 대한 품질은 학습 과정에서 선정된 글자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효과적인 한글 글꼴 자동 제작 시스

템을 위해서는 좋은 품질의 글자를 생성할 글자를 

효율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매핑 쌍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 글자 구조를 바탕

으로 기준을 설계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글자 모양

을 바탕으로 기준을 설계한다. 설계한 2가지의 기준

을 바탕으로 글자를 매핑하여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하고, 생성된 글자들에 대한 품질 평가

를 진행하여 딥러닝 학습을 이용한 한글 글꼴 자동 

생성 시스템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글자 매

핑 선정 기준을 방법을 세워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의 

기본 이론이 되는 CycleGAN 알고리즘과 DCFont 시

스템, zi2zi 시스템을 소개한 다음, 3장에서 제안하는 

딥러닝 학습을 이용한 한글 글꼴 자동 제작 시스템을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의 구성 및 개발 

환경, CycleGAN 기반 학습 과정 순서로 서술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글자 구조와 글자 모양을 기준으

로 매핑 쌍을 설계하고 제안한 시스템을 통해 생성하

여 각 기준으로 생성된 결과 글자들을 비교하여 글자 

매핑 쌍에 대한 기준을 평가한 다음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CycleGAN[3]

CycleGAN은 딥러닝 모델 중 하나로 Cycle-Con-

sistent Adversarial Networks을 기반으로 짝을 이

루지 않은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변환을 진행한다. 이

미지에서 이미지로 변환하는 문제로는 Condi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8] 기반의 Pix2Pix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이지만 양쪽에 대응되는 데이

터 짝이 존재해야한다. 대응되지 않은 이미지 변환을 

특성으로 같은 글자를 기반으로 글꼴의 스타일 변환

하는 Paired Mapping이 아닌, 글자에서 글자를 변환

하는 Unpaired Mapping으로 글자 이미지 생성에서

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CycleGAN 기법

을 활용하여 중국 손글씨를 자동 생성해주는 연구[9]

가 진행되었으며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CycleGAN은 두 개의 Generator(G, F)가 존재한

다. Generator G는 이미지 X를 이미지 Y로 변환하고 

Generator F는 이미지 Y를 이미지 X로 변환한다.

Dx와 Dy는 X와 Y의 Discriminators로 Generator G

는 Discriminator Dy로부터 적대적 학습을 진행하

고 Generator F는 Discriminator Dx로부터 적대적 

학습을 하면서 각각의 반대 Discriminator를 속이도

록 학습하여 진짜인 것 같은 이미지(Fake)를 생성해

낸다. 특히 CycleGAN의 핵심인 Cycle Consistency

는 Generator G를 통해 Y로 보내진 X 데이터(G(Y))

가 있을 때, 이를 다시 F를 통해 X로 보내면 X로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는 기법으로 이를 통해 더욱 

Fig. 1. Paired training data and unpaired training dat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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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도를 높아졌다.

2.2 zi2zi[6]

zi2zi는 Pix2Pix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확장하여 

conditional GAN[8] 구조의 중국어 손글씨 생성 프

레임워크이다. 특히 여러 글꼴의 스타일을 동시에 학

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데, One-to-Many Mod-

eling을 위해서 Category Embedding 방식을 추가하

였으며 멀티 클래스의 카테고리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서 AC-GAN(Auxiliary Classifier GAN)[10] 아키텍

처와 DTN(Domain Transfer Network)[11]로 네트

워크가 구성되어있다. 한자를 중심으로 확장하여 중

국어 간체, 번체를 포함한 한자 외에도 일본어, 한국

어까지 다양한 언어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한자

를 기반으로 한글을 생성하는 기능도 지원되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다른 연구자들도 글꼴 자

동 생성 연구에 많은 참고를 하고 있다.

2.3 DCFont[7]

DCFont는 중국어 글꼴 생성을 고품질로 향상시

킨 시스템으로 775개의 글자를 학습하여 6,763자로 

구성되어있는 글꼴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생성한

다. zi2zi 시스템은 Pix2Pix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Category Embedding 방식을 추가하여 많은 글자를 

동시에 생성할 수 있는 강점을 가졌지만, 글자의 품

질이 떨어지고 학습하는 데이터의 용량이 너무 방대

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DCFont 시스

템은 End-to-End 방식으로 6,763개의 한자가 포함

된 글꼴 라이브러리의 소규모 학습을 진행한다.

DCFont 네트워크는 글꼴의 특징을 재구성하는 

네트워크와 글꼴 스타일을 전송하는 네트워크 두 개

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글꼴 특징 재구성 네

트워크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알

고리즘 중 하나인 VGGNet[12]을 사용하여 필기체의 

특징을 추출한다. 필기체 특징이 추출되면 글꼴 스타

일 전송 네트워크로 전송되어 추출된 특징을 기반으

로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13]을 

이용해 글꼴이 생성한다.

3. 한글 글꼴 자동 제작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3.1 시스템 구성과 개발 환경

본 논문에서는 CycleGAN 기반 글자 자동 생성 

엔진을 이용하여 한글 글꼴 자동 제작 시스템을 제안

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리눅스 운영체제 상에서 딥러

닝 프레임워크 Pytorch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개

Fig. 2. The network structure of zi2zi [6].

Fig. 3. The structure of DCFont system [7].



853딥러닝 학습을 이용한 한글 글꼴 자동 제작 시스템에서 글자 쌍의 매핑 기준 평가

발 언어로는 Python과 Shell Script를 사용하였다. 버

전 등의 더 자세한 개발환경은 Table 1에 표시한다.

해당 시스템은 A 글자에서 B 글자로 변환하는 

CycleGAN 기반의 학습 과정(Training Process)과 

학습 과정을 통해 생성된 모델들을 기반으로 한글 

글꼴을 자동으로 제작하는 생성 과정(Generation

Process)으로 구분된다.

3.2 CycleGAN 기반 학습 과정 설계

한글 글꼴을 자동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Cycle

GAN을 활용하여 A 글자에서 B 글자로 변환하는 과

정을 학습해야 한다. 첫 번째로 기존의 한글 글꼴들

을 대상으로 학습 데이터 세트(Train dataset)를 선

정하고 수집한다. 이 때, 선정한 글꼴들의 글자를 이

미지 파일로 포맷을 변경한다. 두 번째는 변환 할 글

자인 A 글자와 B 글자의 쌍을 매핑하여 학습 방법을 

설계한다. 이 때 A 글자 즉, 결과 글자를 생성하는 

글자들은 샘플 글자 세트(Sample Character Set)라

고 정의하며, A 글자에서 변환되는 B 글자인 샘플 

글자 세트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글자는 결과 글자 

세트(Result Characters Set)라 정의한다. 이 후 설계

한 학습 방법대로 CycleGAN 기반 엔진을 사용하여 

변환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을 모두 마치고 나면 모

델이 생성된다.

글자에서 글자로 변환하는 학습은 약 4,000번을 

수행하며, 학습이 끝나고 매핑한 글자 쌍 별로 모델

이 최종적으로 생성된다. 학습을 하고 있는 과정의 

이미지는 Table 2에 표기하였으며 첫 번째 열은 학습 

횟수, 두 번째 열과 네 번째 열은 A 글자와 B 글자,

세 번째 열은 A 글자에서 B 글자로 변환 중인 가짜

(Fake)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 Development environment

Platform Description

Operating System Linux

Distribution Ubuntu

Version 16.04

GPU GeForce Titan X

GPU Library Cuda 9.0, Cudnn 7.5

Deep Learning
Framework

Pytorch

Development
Language

Python, Shell script

Fig. 4. System flow diagram.

Fig. 5. Training using CycleGAN for translation of map-

ped character pairs.

Table 2. Translation of character image in the training 

process

Epoch Character A Translating Character B

1

2

·
·

·
·

·
·

·
·

1,000

·
·
·
·

·
·
·
·

·
·
·
·

·
·
·
·

3,999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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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글자에서 

어떤 글자로 변환 시킬 것인지 글자 쌍을 매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을 조합하

는 모아쓰기 구조로 이들을 조합하는 방법이 따라 

6가지 형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해당 시스템에서

는 한글의 구조를 기반으로 6가지 형식의 맞추어 글

자 쌍 매핑 기준을 설정하였다. 특히 결과 글자를 생

성하는 샘플 글자 세트는 한글의 6가지 형식을 모두 

충족시키는 글자인 '웹', '시', '각', '화', '표', '준'으

로 선정하였으며, 변환 할 글자 쌍들은 결과 글자 세

트에서 각 형식에 맞는 글자끼리 매핑 하여 학습 과

정을 설계하였다.

Fig. 6. Syllable block in sample dataset.

4. 자동 제작에서 글자 쌍 매핑 기준 선정을 위한 

평가

한글 글꼴 자동 제작 시스템에서 학습 방법을 설

계하는 과정에서 매핑하는 글자에 따라 제작되는 글

자의 품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글자 쌍을 

매핑해야 하지만, 현재 한글의 매핑 쌍을 선정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으로 제작되는 

한글 글꼴의 품질을 높이고자 2장에서 설명한 한글

의 구조를 기반으로 기준으로 글자 쌍을 매핑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한글의 모양으로도 매핑 기준을 

선정하여 자동 제작을 진행한다. 이 후, 2가지 방법으

로 생성된 글자들을 바탕으로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

여 매핑 쌍 기준을 선정하고자 한다.

4.1 한글 구조에 따른 매핑 쌍 기준 선정 평가

4.1.1 평가 방법

한글의 기본 구조인 모아쓰기 방식을 기준으로 글

자 쌍들을 매핑 하여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모아

쓰기 방식[14]은 총 아홉 가지이나 닿자로 이루어진 

초성과 홀자로 이루어져있는 중성으로 구성되어있

는 3형식, 초성과 중성에 받침인 종성이 추가되어있

는 6형식 그리고 초성과 중성에 'ㄲ', 'ㅆ', 'ㄳ', 'ㄵ',

'ㅀ'등과 같은 겹받침으로 이루어져있는 9형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어떤 형식의 분

류 체계가 한글 글꼴 자동 제작 시스템에서 가장 적

절한 매핑 쌍 선정 기준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손글씨 자동 생성에서의 품질 

평가 연구[15]는 진행한 바 있으나 더 넓은 범위로 

글꼴에 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폰트와 손글씨에 

따른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 해보려한

다. 추가로 정자체[16]와 흘림체[16]를 통해 글자의 

흘림 정도에 따른 여부도 확인해보겠다. 평가 척도는 

생성된 결과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명확하게 인지되

는 가를 측정하는 완성도와 샘플 글자와 결과 글자의 

글씨체가 유사한 형상인 가를 측정하는 닮음도로 정

하였으며 10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Fig. 7. Slyllabe block in hangul structure.

평가를 위한 샘플 글자 세트는 3형식, 6형식, 9형식 

각각 선정하여 구성하였으며, 각 샘플 글자 세트를 

이용하여 생성할 결과 글자는 모든 형식에서 변환되

므로 3형식, 6형식, 9형식 고루 포함되어 있는 글자들

로 구성하였다. 특히 샘플 글자 세트와 결과 글자 세

트를 선정할 때 다양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대

한 모든 자음과 모음 컴포넌트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각 글자 세트들의 자음과 모

음 컴포넌트의 구성표는 Table 3에 표기하였다. 이 

때, ‘ㄲ’, ‘ㄳ’ 등과 같은 쌍자음 및 겹받침은 ‘ㄱ’, ‘ㅅ’

등으로 하나의 자음이라 분리하여 표기하였다.

따라서 3형식의 샘플 글자 세트는 '수', '채', '화'

로 선정하였으며, 6형식은 '웹', '시', '각', '화', '표',

'준', 9형식은 '밝', '고', '환', '한', '잎', '의',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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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땄', '다'로 선정하였다. 샘플 글자를 이용하여 

생성할 결과 글자 세트는 각 형식이 고루 포함되어 

있는 '꿈', '꿨', '는', '지', '말', '해', '줘', '요', '원',

'더', '걸', '스' 로 선정하였으며 각 형식별로 모아쓰

기 구조에 맞게 글자를 매핑하여 다음 Table 4-6와 

같이 글자 쌍을 매핑하였다.

4.1.2 평가 결과

한글 구조를 기반으로 분류한 3형식, 6형식, 9형식

을 기준으로 각각 샘플 글자를 선정해 한글 자동 제

작을 진행하였다. 폰트와 손글씨에 따른 여부 및 정

자체와 흘림체에 따른 여부도 평가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폰트는 한글 글꼴 분류[17]의 정형폰트

와 비정형폰트 중 대표적인 폰트 각각 3종씩 선정하

였으며, 샘플 글자의 코드에 맞는 글자를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집하였다. 손글

씨는 샘플 글자에 맞게 샘플 글자를 따라서 글자를 

작성하는 피평가자 10명을 모집하여 정자체와 흘림

Table 3. Composition of consonants and vowels in character sets

Consonant Vowel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Type 3 ○ ○ ○ ○ ○ ○

Type 6 ○ ○ ○ ○ ○ ○ ○ ○ ○ ○ ○ ○

Type 9 ○ ○ ○ ○ ○ ○ ○ ○ ○ ○ ○ ○ ○ ○ ○ ○

Result ○ ○ ○ ○ ○ ○ ○ ○ ○ ○ ○ ○ ○ ○ ○ ○ ○

Table 4. Mapping character pair in type 3

sample result sample result sample result

수 꿈 채 말 화 원

화 꿨 채 해 채 더

수 는 화 줘 채 걸

채 지 수 요 수 스

Table 5. Mapping character pair in type 6

sample result sample result sample result

준 꿈 각 말 웹 원

웹 꿨 시 해 시 더

준 는 화 줘 각 걸

시 지 표 요 표 스

Table 6. Mapping character pair in type 9

sample result sample result sample result

꽃 꿈 잎 말 환 원

밝 꿨 다 해 다 더

을 는 의 줘 환 걸

다 지 고 요 고 스

Fig. 8. Results of the degree of interest in fonts for eval-

uator selection.

Fig. 9. Survey of evaluation based on the hangul struc-

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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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쓴 글씨들을 스캔하고 보정하여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 글

자를 제작하였다. 이들을 평가할 평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문서 작업을 많이 하며 글꼴에 대한 

관심 분포가 높은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꼴 디자

인에 대한 관심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여 Fig. 8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글꼴 디자인에 대해 관심이 있는 집단과 평소 글꼴을 

다양하게 사용해 본 집단으로 구성하여 총 25명의 

평가자를 모집하였다. 따라서 평가자들에게 딥러닝

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된 결과 글자와 본래 폰트의 

결과 글자 및 피평가자가 직접 쓴 결과 글자를 기반

으로 완성도와 닮음도에 대해 10점 척도로 물어보아 

매핑 쌍 기준 선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한글 구조를 기반으로 진행한 글자 매핑 쌍 기준 

선정 평가 결과, 한글 구조별 완성도는 3형식은 평균 

6.42점, 6형식은 평균 5.71점, 9형식은 평균 5.83점으

로 나타났다. 한글 구조 요인에 대한 세 집단의 평균 

차이 분석을 위해 5% 유의수준으로 일원배치 분산

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귀무가설은 한글 구조별 완성도는 모두 동일하다. 분

석 결과 F-통계랑은 2.982이고 P-값은 0.057으로 P-

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귀무 가설을 채택하

여 한글 구조별 완성도의 평균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글 구조별 닮음도는 3형식 평균 6.26점, 6형

식은 평균 6.02점, 9형식은 평균 6.38점으로 나타났

다. 닮음도도 세 집단의 평균 차이 분석을 위해 일원

배치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F-통계랑은 0.486이고 P-값은 0.617로 닮음도 또한 

귀무 가설을 채택하여 한글 구조별 닮음도의 평균 

차이도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글 구조를 기반으로 매핑 기준을 선정하여 폰트

와 손글씨를 요인으로 평가해본 결과 완성도는 폰트

는 평균 7.79점이며 손글씨는 평균 4.18점이었다.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판단하기 위

해 5% 유의수준으로 대응표본(쌍체 비교) T-검정 

중 양측 검정을 수행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 결과 

T-통계량은 -12.572이고 유의확률인 P-값은 8.68E-

12로 유의수준 0.05보다 훨씬 작으므로 귀무 가설은 

기각되어 폰트와 손글씨 간의 완성도 평균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할 수 있다. 닮음도는 폰트 평균 

7.60점, 손글씨 평균 4.84점으로 도출되었다. 이 또한 

5% 유의수준으로 대응표본(쌍체 비교) t-검정 중 양

측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T-통계량은 –9.308, P-값

은 2.91E-09로 귀무 가설은 기각되어 폰트와 손글씨 

간 닮음도 평균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글 구조를 기반으로 정자체와 흘림체를 요인으

로 평가해본 결과 완성도에서 정자체는 평균 6.58점

Table 7. Results based on the hangul structure

Completeness Similarity

Average Variance Average Variance

Type 3 6.41944 1.10398 6.25694 2.05567

Type 6 5.71042 0.96002 6.02222 1.55081

Type 9 5.82569 1.16539 6.37986 1.28517

Fig. 10. Charts of results based on the hangul structure.

Table 8. Results by fonts and handwriting based on the 

hangul structure

Completeness Similarity

Average Variance Average Variance

Fonts 7.78704 1.14860 7.60185 1.15128

Handwriting 4.18333 1.75024 4.83750 2.78110

Fig. 11. Charts of results by fonts and handwriting based 

on the hangu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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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흘림체는 평균 5.36점이었다. 5% 유의수준으로 

쌍체 비교 T-검정 중 양측 검정을 수행한 결과, T-

통계량은 –12.907이고 P-값은 5.09E-12로 귀무 가

설은 기각되어 정자체와 흘림체 간의 완성도 평균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닮음도는 정자

체 평균 6.61점, 흘림체 평균 5.75점으로 이 또한 5%

유의수준으로 대응표본(쌍체 비교) t-검정 중 양측 

검정을 수행하였다. T-통계량은 -8.739, P-값은 

9.12E-09로 닮음도 또한 귀무 가설이 기각되어 정자

체와 흘림체의 닮음도 평균 차이도 매우 크게 나타난

다고 할 수 있다.

4.1.3 평가 분석

한글 구조에 따른 매핑 쌍 기준 선정 평가에서 독

립변수는 ‘3가지 형식의 분류체계, 6가지 형식의 분

류체계, 9가지 형식의 분류체계’, ‘글자의 흘림 정도’,

‘폰트 및 손글씨’로 세 가지로 선정하였으며, 종속변

수는 생성된 결과 글자 세트의 완성도, 닮음도로 선

정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한글 구조를 기반으로 한 분류체

계는 세 가지의 체계 모두 완성도와 닮음도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한글 구조는 한글 글꼴 자동 

생성에서 결과 글자의 품질에 관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폰트와 손글씨는 완성도와 닮음도 모두 폰트

로 생성한 결과가 월등히 좋은 점수를 받아 사람이 

직접 쓰고 스캔한 손글씨보다는 폰트로 생성하였을 

때 더 좋은 품질의 글자가 나온다. 정자체와 흘림체 

또한 정자체로 생성하였을 때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

았지만, 흘리게 쓴 필기체보다는 또박또박 쓴 정자체

일 때 더 좋은 품질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하

게 여겨지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형식이 복잡한 3형식 < 6형식 < 9형식 별로 점수

가 좋게 나올 것이라 예상한 것과 달리 셋 모두 차이

가 없었고, 점수로 보았을 때 가장 낮을 것이라 생각

했던 3형식이 그나마 높았다. 글자 별로 결과를 확인

해본 결과 3형식 매핑 쌍 '채→해' 가 6형식 매핑 쌍

인 '시→해' 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3형식 매핑 쌍 

'수→스' 가 6형식의 매핑 쌍 '표→스' 보다 점수가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글 글자 자동 

제작에서 유사한 글자와 비유사한 글자의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한글의 글자 모양을 기준으로 하여 매핑 

쌍 기준 선정 평가가 필요하다.

4.2 글자 모양에 따른 매핑 쌍 기준 선정 평가

4.2.1 평가 방법

한글의 글자 모양을 기준으로 하여 유사한 글자와 

비유사한 글자를 구분하여 매핑 쌍 선정 평가를 진행

하고자 한다. 더불어 폰트와 손글씨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지도 확인해보려 한다. 평가 척도는 4.1

절과 마찬가지로 생성된 결과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명확하게 인지되는 가를 측정하는 완성도와 샘플 글

자와 결과 글자의 글씨체가 유사한 형상인 가를 측정

하는 닮음도로 정하였으며 이들은 10점 리커트 척도

를 사용해 측정한다.

한글의 글자 모양에 따른 매핑 쌍 기준은 훈민정

음의 자·모음자의 제자 원리[14]를 기반으로 선정하

였다. 훈민정음은 자음자는 음성 기관을, 모음자는 

천지인을 본떠 상형한 글자이다. 자음 체계는 아음

(ㄱ, 혀뿌리소리), 설음(ㄴ, 혀끝소리), 순음(ㅁ, 입술

소리), 치음(ㅅ, 잇소리), 후음(ㅇ, 목구멍소리)을 기

본자로 하여 글자 줄기를 하나씩 덧붙이거나 반복하

여 제작되었다. 따라서 자음 체계는 기본자를 기준으

로 한 글자들끼리 유사하다고 정의하였다. 모음은 하

늘의 둥근 점(ㆍ), 땅의 지평선(ㅡ), 서 있는 사람의 

모습(ㅣ)이 기본자로 이들을 초출하고 재출하여 제

Table 9. Results by print style and cursive style based 

on the hangul structure

Completeness Similarity

Average Variance Average Variance

Print style 6.57986 0.78867 6.61227 1.51875

Cursive style 5.36343 1.12620 5.74653 1.59188

Fig. 12. Charts of results by print style and cursive style 

based on the hangu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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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다. 따라서 모음 체계는 ㅡ형, ㅣ형, ㅢ형을 기

준으로 분류하여 유사하다 정의하였다.

결과 글자는 4.1절의 결과 글자 '꿈', '꿨', '는',

'지', '말', '해', '줘', '요', '원', '더', '걸', '스' 중 

자음과 모음이 고루 있는 글자 중 각 형식 별로 선택

하여 '말', '해', '꿈'으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결과 

글자에서 초성, 중성, 종성별로 한글 글자 모양 분류 

기준에 맞춰서 유사한 글자 2가지, 비유사한 글자 2

가지씩 각각 샘플 글자를 지정하여서 다음 Table

9-11과 같이 매핑 글자 쌍을 설계하였다.

4.2.2 평가 결과

초성, 중성, 종성별로 글자 모양 기준을 기반으로 

분류한 유사 글자와 비유사 글자를 매핑 쌍을 설계해 

샘플 글자로 선정하여 한글 자동 제작을 진행하였다.

4.1절과 동일하게 폰트 자료 및 손글씨 자료를 수집

하여, 평가자에게 딥러닝으로 생성된 결과 글자와 본

래의 결과 글자를 바탕으로 평가 척도인 완성도와 

닮음도에 대해 물어보아 평가를 진행하였다.

한글의 글자 모양을 기반으로 매핑 쌍 기준을 선

정하여 진행한 평가 결과 글자 모양별 완성도는 유사

한 글자는 평균 6.43점이며 비유사한 글자는 평균 

4.14점으로 나왔다. 유의미한 차이인지 확인하기 위

해 5% 유의수준으로 하여 대응표본(쌍체 비교) T-

검정 중 양측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T-통계

량은 9.131, P-값은 2.84E-07로 유의수준 0.05보다 

매우 작은 값이 나왔다. 따라서 유사한 글자와 비유

사한 글자의 완성도의 평균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난

다. 글자 모양별 닮음도는 유사한 글자일 때 평균 

6.94점이며 비유사한 글자는 평균 5.27점으로 양측 

검정 결과 T-통계량은 8.067, P-값은 1.24E-06이다.

따라서 글자 모양별 닮음도의 평균 차이도 매우 크게 

나타난다.

한글 글자 모양을 바탕으로 선정한 매핑 기준에서 

폰트와 손글씨를 요인으로 평가해본 결과, 완성도에

서 폰트는 평균 6.24점, 손글씨는 평균 4.34점이다.

쌍체 비교 T-검정 결과 T-통계량은 20.351, 유의확

률 P-값은 8.49E-12로 유의수준 0.05보다 훨씬 작아 

한글 구조와 마찬가지로 폰트와 손글씨의 완성도 평

균 차이는 매우 크다. 닮음도는 폰트 평균 7.05점, 손

Fig. 13. The fundamentals that consonants and vowels 

of Hunminjeongeum.

Table 10. Mapping character pair in initial 

Sample
character

Similar 발 애 굼

Similar 팔 채 쿰

.Not similar 살 대 숨

.Not similar 칼 패 훔

Result character 말 해 꿈

Table 11. Mapping character pair in medial

Sample
character

Similar 먈 하 꼼

Similar 멀 헤 끔

.Not similar 묠 휴 낌

.Not similar 묄 훼 깸

Result character 말 해 꿈

Table 12. Mapping character pair in final

Sample
character

Similar 만 - 꿉

Similar 맏 - 꿈

.Not similar 맛 - 꾹

.Not similar 망 - 꿋

Result character 말 해 꿈

Fig. 14. Survey of evaluation based on the character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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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 평균 5.16점이 나왔으며, T-통계량은 8.513, P-

값이 6.6E-07로 닮음도 또한 한글 구조와 마찬가지

로 폰트와 손글씨의 평균 차이가 매우 크다.

4.2.3 평가 분석

글자의 모양을 바탕으로 유사한 글자와 비유사한 

글자를 구분하여 매핑 쌍 선정 기준을 정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폰트 및 손글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평가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한글의 글자 모양을 기준으로 할 

때 완성도와 닮음도 모두 유사한 글자가 유의미하게 

더 좋은 점수를 가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폰트와 

손글씨는 4.1절과 마찬가지로 완성도 및 닮음도 모두 

폰트가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왔다. 매핑 쌍 기

준과 상관없이 직접 쓰고 스캔한 손글씨보다는 폰트 

이미지로 생성하였을 때 더 좋은 품질의 글자가 제작

된다. 폰트와 손글씨에서 각각 유사한 글자와 비유사

한 글자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해보았을 때도 모두 

유사한 글자와 비유사한 글자 간 평균 차이가 있어 

유사한 글자일 때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왔다.

따라서 글자 모양 기반 유사한 글자를 매핑 쌍 기준

으로 학습 방법을 설계하여 글자를 자동으로 생성한

다면 더 좋은 품질의 결과 글자가 제작될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CycleGAN을 이용하여 한

글 글꼴 자동 제작 시스템을 제작하고, 효과적인 한

글 글꼴 자동 제작 시스템을 위해 한글 글자를 매핑

하는 기준을 선정하였다. 기준 선정을 위해 한글의 

구조과 한글의 모양으로 글자 쌍을 매핑하여 설계된 

각 2가지의 방법으로 한글 글꼴을 제작한 뒤 글자 

품질 평가를 하였다.

평가 결과, 한글 구조를 기반으로 한 분류체계는 

한글 글꼴 자동 제작 시스템의 품질에 대해서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추가로 폰트와 손글씨 및 정자체와 

흘림체의 요인도 평가한 결과 사람이 직접 쓰고 스캔

한 손글씨보다는 폰트로 생성하였을 때 좋은 품질의 

글자가 나왔으며, 흘림체보다는 정자체가 더 좋은 품

질의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흘리게 쓴 필기체보다는 

또박또박 쓴 정자체일 때 더 좋은 품질의 결과가 나

온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글 글자의 모양을 기준으로 할 때의 평가 결과,

비유사한 글자로 제작할 때보다는 유사한 글자로 제

작하였을 때 더 좋은 품질의 글자가 나왔다. 폰트와 

손글씨는 한글 구조와 마찬가지로 폰트가 유의미하

게 더 높아 매핑 쌍 기준과 상관없이 직접 쓰고 스캔

한 손글씨보다는 폰트 이미지로 생성하였을 때 더 

좋은 품질의 글자가 제작된다. 따라서 글자 모양 기

반 유사한 글자를 매핑 쌍 기준으로 학습 방법을 설

Table 13. Results based on the character shape

Completeness Similarity

Average Variance Average Variance

Similar 6.42917 0.35135 6.94167 1.27272

Not similar 4.14167 1.02021 5.26667 3.08299

Fig. 15. Charts of results based on the character shape.

Table 14. Results by fonts and handwriting based on 

the character shape

Completeness Similarity

Average Variance Average Variance

Fonts 6.23542 0.49454 7.04792 1.39061

Handwriting 4.33542 0.47175 5.16042 3.01045

Fig. 16. Charts of results by fonts and handwriting based 

on the character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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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여 글자를 자동으로 생성한다면 더 좋은 품질의 

결과 글자가 제작될 것이다.

향후 한글 글꼴 자동 제작 시스템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사한 글자를 매핑 

기준으로 선정하여 대표 글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많

은 양의 글자를 좋은 품질로 제작할 수 있는 대표 

글자를 샘플 글자로 선정한다면 수십 개의 글자로 

수천 개의 품질이 좋은 글자를 제작할 수 있는 효율

적이고 효과적인 한글 글꼴 자동 제작 시스템이 가능

해질 것이다. 또한, 한글의 글꼴은 계층적 구조[18]로 

모델링 되어 있으며 가장 윗 단계는 비정형계층으로 

손글씨가 이에 속한다. 따라서 비정형계층이 아닌 폰

트와 같은 정형계층으로 자동 제작을 진행한다면 더 

좋은 품질의 글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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