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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작은 크기의 한글 디지털 글자디자인의 형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제안한다. 

이 제안은 모든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은 크기의 한글 디지털 글자디자인의 판독성

(Legibility)과 가독성(Readability) 향상시킨다. 또한,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작은 크기의 한글을 읽을 때 우리 

눈의 피로도를 덜어주고 보기 편안한 글자디자인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한글 디지털 

폰트는 기존 구글 폰트인 Noto Sans Korean 디지털 폰트를 기반으로 작은 크기 한글 글자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작은 크기의 글자디자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 한글 디지털 폰트의 비례보다 첫째, 제안하는 

글자의 비례가 넓어지고. 둘째, 글자의 획 두께가 두꺼워지며, 셋째, 글자 돌기의 크기가 증가하고, 넷째, 글

자의 여백이 증가해야 한다.

키워드: 디지털 폰트(digital font), 한글(hangeul), 글자디자인(type design), 작은 크기(smal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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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코로나 19의 전세계적 확산은 2020년 이후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다. 오늘날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교육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비대면’ 문화를 초래하고 있다. 디지털 매체를 통한 비대면 

의사소통에서 글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작은 크기의 한글 디지털 글자는 가독성이 떨어져 읽기 힘들다. 

본 연구는 작은 크기와 큰 크기의 영문 디지털 폰트의 형태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한글 디지털 글자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구글사의 Noto Sans 

Korean(한글 이름: 본고딕) 디지털 폰트를 작은 크기의 한글 글자디자

인을 위한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2020년 현재, 한글 폰트업체들은 작은 크기의 한글 디지털 폰트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지 않다. 11,172자의 글자를 디자인하는 한글 

디지털 폰트의 제작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작은 크기의 폰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 

백만자의 글자를 공급해야 하고, 몇 배의 제작비가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한글 폰트업체가 작은 크기의 한글 디지털 폰트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2 국제 동향

라틴 알파벳의 디지털 폰트 가족(Type Family)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 로버트 슬림바크가 디자인한 Adobe사의 Arno Pro체는 

5가지 크기별 디자인 폰트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Arno Pro체의 큰 글자용(왼쪽)과 작은 글자용(오른쪽) 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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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매튜 카터가 디자인한 Microsoft사의 Sitka 체는 6가지 

크기별 디자인 폰트로 구성되어 있다.

Fig. 2. Microsoft Sitka체의 큰 글자용(왼쪽)과 작은 글자용(오른쪽) 폰트

2015년, Apple사의 San Francisco체는 9가지 크기별 디자인 

폰트로 구성되어 있다.

Fig. 3. San Francisco체의 큰 글자용(왼쪽)과 작은 글자용(오른쪽) 폰트

III. The Proposed Typeface Design

1. Results

1.1 작은 크기의 한글 디지털 글자디자인 연구

작은 크기의 한글 디지털 글자디자인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으로 구글에서 전세계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Noto Sans Korean

을 선정하였다. 제안한 한글 디지털 폰트는 작은 크기에서 판독성

(Legibility)과 가독성(Readability)이 향상되고 문장을 읽을 때 우리 

눈의 피로도를 덜어준다.

Fig. 4. Proposed Digital Typeface Design in Hangeul

1.2 작은 크기의 한글 디지털 글자디자인 결과

작은 글자와 큰 글자가 같은 글자의 형태로 보이기 위한 글자디자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은 글자의 비례가 큰 글자의 비례보다 넓어야 

한다(102%). 

둘째, 작은 글자의 획 두께가 큰 글자의 두께보다 두꺼워야 한다(약 

190%). 셋째, 작은 글자의 돌기가 큰 글자의 돌기보다 커야 한다(약 

200%). 넷째, 작은 글자의 여백이 큰 글자의 여백보다 넓어야 한다.

Item Display Small

글자 비례 좁아진다 넓어진다

글자 획 두께 얇다 두껍다

글자 돌기 크기 작다 크다

글자 여백 좁다 넓다

Table 1. 작은 크기의 한글 디지털 글자디자인 결과

IV. Conclusions

작은 디지털 디바이스 화면에서 또렷한 디지털 폰트를 보기 위해서

는 작은 글자에 맞는 글자디자인이 공급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보다 발전하였다고 여겨지는 라틴 알파벳 폰트에서도 5배에

서 10배의 글자를 디자인해야 하는 크기별 글자디자인은 드문 사례임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한글 디지털 폰트에서도 작은 

크기에 적합한 한글 글자디자인이 연구되어 디지털 폰트 개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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