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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기존 폰트 디자인을 고찰하여 한글과 라틴 알파벳 디자인의 형태 유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한다. 고찰을 위해 윤디자인 대표 폰트 20종을 선정하였다. 형태적 관점에서 글자 디자인적 

유사성을 찾기 위해 낱자, 낱글자, 낱말, 문장을 기준으로 고찰하였다. 윤디자인 대표 폰트 20종의 한글과 라

틴 알파벳 글자 디자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낱자(자소) 디자인은 동일한 형태이지만, 크기와 비례가 

변화할 수 있다. 둘째, 낱글자(음절) 디자인은 낱글자 전체의 디자인을 위해 부분적으로 다른 형태를 디자인

할 수 있다. 셋째, 낱말(단어) 디자인은 낱말의 우월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문장의 디자인은 글줄의 

흐름을 고려하여 글자의 크기, 비례와 기준선을 디자인하여야 한다. 

키워드: 디지털폰트(digital font), 한글(hangeul), 

글자디자인(type design), 형태유사성(shape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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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전세계적 코로나 19의 확산은 우리 삶의 방식을 디지털 세계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컴퓨터의 폰트를 사용하면서 점점 다국어 

폰트를 사용하는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 글자디자인은 

다국어 글자디자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글자디자이너들은 한글과 라틴 알파벳 폰트를 디자인할 때, 디자인

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한다. 본 연구는 윤디자인 

폰트들을 기반으로 하여 글자디자인의 형태적 유사성을 찾기 위한 

기초 연구로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Preliminaries

1. Shape similarity analytical method

1.1 형태 유사성을 위한 고려할 점

윤영기의 한글디자인에서 글자의 표정을 좌우하는 요소들로 7가지: 

곡선, 돌기, 질감, 글자너비와 방향, 기준선, 완성형과 조합형을 제시한 

바 있다(윤영기, 1999). 본 연구에서는 형태적 관점에서 유사성을 

찾기 위해 낱자(직선, 대각선, 곡선: ㅡ l, ㅅ, o, IiZzHhXxOo), 

낱글자(밈, 싯, 잉, HhXxOo), 

낱말(케이크, CAKE), 문장(케이크를 좋아하는, The quick brown 

fox)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III. Shape Similarities in Type-Design

1. Results

1.1 낱자 디자인의 형태 유사성

동일 형태지만, 크기와 비례의 변화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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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Hangeul Alphabets

고인돌 

곰팡이 

더티폰트 

맹꽁이 

봄2 

불꽃 

블랙핏 

빙점 

사파이어2 

소망2 

야간비행 

우리목각 

월광 

회상2 

흑백영화 

Table 1. 낱자의 한글디자인과 라틴 알파벳디자인

1.2 낱글자 디자인의 형태 유사성

전체적 유사성을 위해 부분적 변이가 보인다.

name Hangeul Alphabets

고인돌 

곰팡이 

더티폰트 

맹꽁이 

봄2 

불꽃 

블랙핏 

빙점 

사파이어2 

소망2 

야간비행 

우리목각 

월광 

회상2 

흑백영화 

Table 2. 낱글자의 한글디자인과 라틴 알파벳디자인

1.3 낱말 디자인의 형태 유사성

단어우월효과와 함께 형태 유사성이 보인다.

name Hangeul Alphabets

고인돌 

곰팡이 

더티폰트 

맹꽁이 

봄2 

불꽃 

블랙핏 

빙점 

Table 3. 낱말의 한글디자인과 라틴 알파벳디자인

name Hangeul Alphabets

사파이어2 

소망2 

야간비행 

우리목각 

월광 

회상2 

흑백영화 

1.4 문장 디자인의 형태 유사성

한글과 라틴 알파벳의 글자 크기의 변화가 형태 유사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name Hangeul Alphabets

고인돌 

곰팡이 

더티폰트 

맹꽁이 

봄2 

불꽃 

블랙핏 

빙점 

사파이어2 

소망2 

야간비행 

우리목각 

월광 

회상2 

흑백영화 

Table 4. 문장의 한글디자인과 라틴 알파벳디자인

IV. Conclusions

선정된 폰트 디자인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디자이너가 한글과 

라틴 알파벳의 낱자를 디자인할 때 비슷한 형태가 유사성을 만든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낱글자와 낱말을 디자인할 때는 오히려 부분적 

이형이 유사성을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문장의 이미지

를 형성할 때, 형태적 유사성이 높게 디자인된 낱글자와 낱말만으로 

문장을 구성하였더라도 글자의 크기와 비례, 기준선 등의 요인이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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